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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탄소 녹색성장이 국가발 의 패러다임으로 추진되면서 친환경농업

의 확산이 농업부문의 표 인 탄소농업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2013년까지 유기와 무농약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 을 9% 정도까지 확 할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 정부는 2010년에 유기농식

품산업 육성을 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정책으로 선정하 으며, 유기농산물 재

배면   유기농식품산업 시장규모를 확 할 목표를 세우고 생산기반 구축, 

기술개발, 유기농식품 리체계 확립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극

인 정책에 힘입어 향후 유기농산물 생산비 은 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

로 상되고 있다. 

  유기농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에 한 수요창출 안

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기가공식품에 한 인식, 구매패턴 등 소비요인

에 한 사회  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기가공제품 소비실태를 

체계 으로 분석하고 유기농가, 소비자, 가공업자, 유 기 의 의사결정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추진되었다. 수도권 주부들을 상으로 한 소비

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인지도, 구매행태 등을 분석하

고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소비의향을 분석하 다. 아무쪼

록 이 연구가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소비 진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한다.

  바쁜 가운데에도 본 연구의 수행을 한 자문에 응해 주신 단국 학교 김호 

교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정만철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2011. 1.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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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이 연구의 목 은 유기가공식품에 한 소비자의 구매행태  향후 소비의

향에 하여 체계 으로 분석하고, 국산 유기가공식품 소비 진 방향을 도

출하는 데 있음.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유기가공식품 소비실태

에 한 소비자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인지도, 구매행태, 향후 소비의향 등

을 분석하 음.

○ 유기가공식품(organically processed food)은 인증 받은 유기원료(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등)를 유기 인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으로 법에 의해 인증 받은 

식품 즉,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에 따른 유기농산물을 원료 는 재료

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의미함.

○ 이 연구에서는 유기가공식품 수요 련 분석을 처음 시도하면서 보다 정교

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소비의

향을 분석하 고, 가격수  인식, 가격 비 품질만족도, 첨가물 확인여부, 

가족건강 증진도 등의 설명변수를 설정·분석함으로써 정책  시사 을 도

출하 음.

○ 설문조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  이상 기혼여성 503명을 상으로 온라

인조사를 하 음. 

○ 유기가공식품 구매 시 인증마크를 확인한다는 응답이 73%로, 식품첨가물을 

확인한다는 응답이 68%로 각각 조사되어 표시제도에 한 높은 심도를 

나타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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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  안 성에 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 이 

60%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맛의 경우는 49%로 상 으로 낮았음. 한편, 비

경험자의 인증제도  안 성에 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 은 17%에 그침.

○ 국산과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안 성에 해서는 국산을 더 신뢰한다는 의견

이 86%인 반면, 수입 유기가공식품을 더 신뢰한다는 의견은 6%로 부분의 

소비자는 국산 유기가공식품에 한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가구당 월별 지출액은 17만 7,000원(1인당 월별 지출

액은 5만 9,000원)으로 식료품 지출비용의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음. 국산 유기가공식품 구매 후 의료비가 감소하 다는 응답 비 이 18%

로 증가하 다는 응답비  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건강증진 여부에 

해 49%가 도움이 된다(48%는 별 차이 없음으로 응답)고 응답하 음. 

○ 향후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소비의향에 해서는 경험자의 경우 59%, 비경

험자의 경우 81%의 응답자가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하여 잠재  

수요량이 많을 것으로 단되며, 경험자의 경우 가공식품, 신선반찬류, 

가공식품에 한 구입의사가 크다고 응답하 음.

○ 향후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소비의향을 순 형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가격수 을 높게 인식할수록 소비

를 증가시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가격비품질 만족도, 인증제도 

만족도, 가족건강증진도가 향후소비의향과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타냄.

○ 향후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구입확 를 한 필요사항으로 구매경험자와 비

경험자 모두 가격인하와 인증제도 개선  리강화로 신뢰제고가 우선 으

로 필요하다고 응답하 으며 구매 경험자의 경우 유기가공식품의 취 매장 

증가도 요하게 생각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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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가공식품 가격 1,000원 비 지불의향가격은 구매경험자의 경우 평균 

1,508원(1.5배), 비경험자의 경우 1,404(1.4배)원으로 재 매되고 있는 일

반가공식품 가격 비 국산유기가공식품(국산원료-국내가공) 가격차 2배보

다 크게 낮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나 수요확 를 해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국산 유기농산물 가격안정화를 한 유기가공식품 진방향으로 유기가공

식품의 가격인하를 해 가공업체 생산의 규모화와 세제혜택이 필요하고, 

구입의 편리성을 제고시키기 해 형할인마트에 유기농식품 문 매코

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유기가공

식품의 아이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유기가공식품 소비 진을 해 잠재 이고 지속 인 소비계층인 은 연령

층의 고소득자를 상으로 차별  마  략이 필요함. 를 들어 백화

에서 유기가공식품의 구색을 갖춤으로써 일 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

음.  소비자를 상으로 유기가공식품의 안 성과 건강과의 계성에 

한 홍보를 확 하고 신뢰성 제고를 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한 모

니터링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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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consumption situations towards homemade organically 
processed fo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consumer 
purchasing behaviors and future consumption towards homemade organically 
processed food(HOPF), and to derive directions for consumption promotion of 
HOPF.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for quantitative analyses 
regarding consumer purchasing behaviors and future consumption.

This study used Ord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derive more 
significant results in analyzing factors of future consumption. The analytical 
results were used to derive policy directions aimed at boosting the HOPF 
consumption.

The consumer survey was conducted for 503 housewives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s using online. Among the respondents(400 
housewives who have purchased HOPF) those in their 30s amounted to 
40(10.5 percent), followed by those in their 40s with 182(45.5 percent), and 
those in their 50s or above with 178(44.5 percent). From the income 
perspective, 52.0 percent of the respondents were 3million won to 4million 
won. Among the respondents(103 housewives who have not purchased HOPF) 
those in their 30s to 40s amounted to 70.9 percent. From the income 
perspective, 58.3 percent of the respondents were 3million won to 4million 
won.

The consumer survey conducted regarding certification mark and 
additives sign has found that the majority of domestic consumers confirm 
those. In detail 72.8 percent of those responded said that “I confirm 
certification mark while buying HOPF.” And 67.8 percent of those responded 
said that “I confirm additives sign while buying HOPF.”

In relation to the future consumption toward HOPF, the Ord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applied for analysis. The findings was that the 
younger consumers with high income are more likely to purchase HOPF. And 
those consumers who recognize the price and quality contentment to b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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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more likely to purchase HOPF. And the contentment of certification 
instrument and improvement of health have a significant plus relationship with 
future consumption.    

The consumer survey conducted regarding consumption promotion has 
found that price reduction, reliability improvement, and store expansion are 
needed to promote consumption. Consumers who have purchased HOPF were 
found to pay 51 percent more for it. This level show that the current level of 
price premium for HOPF is 51 percent higher than their desired level. The 
consumer survey conducted regarding improvement of health has found that 
48.8 percent of those responded said that "HOPF is helpful to family health.  

In order to reduce price premium for the HOPF effective policy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he target market strategy to sell HOPF to the 
younger consumers with high income is needed to boost consumption. To 
expand consump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romotional efforts. The 
strict certification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nhance 
consumer reliability in the food.       

Researchers: Jeong, Hak-Kyun and Jang, Jeong-Kyung
Research period: 2010. 12. - 2011. 1.
E-mail address: hak8247@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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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최근 탄소 녹색성장이 국가발 의 패러다임으로 추진되면서 친환경농업

의 확산이 농업부문의 표 인 탄소농업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따

라서 정부는 2013년까지 유기와 무농약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 을 9% 정

도까지 확 할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표 인 정책

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의 확충, 친환경 농축 수산물 유통확   유

기가공식품 인증 강화 등이 있음.

 

○ 정부는 2010년에 유기농식품산업 육성을 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정책으로 

선정하 으며, 유기농산물 재배면   유기농식품산업 시장규모를 확 할 

목표를 세우고 생산기반 구축, 기술개발, 유기농식품 리체계 확립 등의 과

제를 추진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의 확산, 유기농식품산업의 육성 등 정부의 극 인 정책에 힘

입어 향후 유기농산물 생산비 은 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있음. 특히 농약농산물의 신규인증이 2010년에 폐지되었고, 2015년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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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인증이 유지되기 때문에 향후 농약 재배농가가 유기 혹은 무농약재

배로 환할 가능성 매우 높음. 따라서 유기농산물 생산량 증가에 따라 유기

농산물 생산농가는 가격하락의 험에 직면할 수 있음.

 

○ 유기농산물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의 험에 응하여 유기농산물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 한 실정임. 이를 해서는 유기농산

물과 유기가공식품에 한 소비자의 소비실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소비

자 요구에 부합하는 유기가공식품 생산을 통해 수요 창출을 기 할 수 있기 

때문임. 

○ 본 연구는 유기가공식품에 한 인식, 구매패턴 등 소비요인에 한 사회  

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기가공제품 소비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유기농가, 소비자, 가공업자, 유 기 의 의사결정과 특히 정부의 핵심 탄

소녹색성장인 유기가공식품의 확  정책 도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임.

2. 연구의 목   범

○ 본 연구는 소비자의 유기가공식품에 한 인식도, 구매패턴, 장래소비의향 

등 소비실태를 분석하고, 수요확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유기농산물 생산

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유 기 에 기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 이 있음. 

- 유기가공식품에 한 소비자 조사 분석결과를 기 로 유기가공식품 소

비실태를 체계 으로 분석하고 특히 순 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

하여 소비자의 특성을 계량 으로 분석함.

○ 본 연구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주부를 상으로 유기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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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소비실태를 조사함.

○ 유기가공식품 가운데 가공식품, 가공식품, 유아식/분유, 신선반찬류, 조

미양념류, 다류, 음료류, 과자류로 품목을 한정하여 소비요인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함.

3. 선행연구 검토

3.1. 친환경식품의 소비측면

○ 친환경식품의 소비 측면의 연구는 소비량, 가격 등 이용 가능한 공식 인 통

계 자료의 미비로 주로 설문조사를 통한 소비자의 반응과 행태분석, 친환경

식품 수요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등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음.

○ 오호성 외(2000)는 친환경농산물에 한 소비자의 구매의향 행태에 한 설

문조사와 CVM, AIDS 모형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농산물에 한 지불의사 

추정, 투입 농산물에 한 수요함수 추정을 기 로 각종 탄력성  수요량

을 측하 음.

 

○ 김호(2001)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유통실태를 분석하고, 과다한 물류비

용, 품질인증  랜드화를 한 노력 미흡, 소비자조직의 낮은 경 효율성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문제 을 지 하고, 유통 신 방안을 제시하 음. 

 

○ 조완형(2003)은 소비자단체의 친환경농산물 소비에 한 설문자료와 계량경

제분석 모형을 용하여 수요함수를 도출하 고, 수요의 가격탄성치와 소득 

탄성치를 이용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수요를 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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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승욱·김호(2003)는 수도권 소비자를 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실태를 

설문조사·분석하고 소비자 신뢰  인지도 제고, 경쟁력 제고, 그린마  

략 등 소비확  략을 제시하 음. 특히 Charter의 그린 제품·시장 모형

을 수정한 친환경농산물 상품 유형별 략  모형을 제시하 음.

○ 김병무 외 1인(2004)은 주· 남지역 소비자를 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행태를 조사·분석하고 친환경농산물 신뢰제고, 매장 확 , 가격 인하, 

홍보강화, 친환경농산물 포털사이트 구축 등 소비확 방안을 제시함. 

○ 강충  외 8인(2005)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특성  소비자 기호분석을 기

로 소비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음. 서울시와 분당·평  등의 가정주부를 

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선호도 분석과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하여 

친환경농산물 수요를 측하 음.

○ 오세익 외 4인(2005)은 친환경  소비자에 한 설문조사를 기 로 랜드 

이미지, 제품 충성도, 만족도, 구매행태, 가격수  평가, 품질 신뢰성 등 친환

경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에 한 종합 인 분석을 시도하 음.

○ 김창길, 김태 , 서성천(2005)은 친환경농산물에 한 소비자의 선호와 구매

행태 분석을 기 로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음. 특히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잠재  수요 추정과 소득계측별 친환경농산물

의 유형별 가격 리미엄 등을 분석하 음. 

○ 안병렬(2005)은 주 역시 소비자를 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구매행태를 조

사하고, 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구매 진 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 월평

균 소득, 매체 수 , 인지수  등이 요한 요인임을 밝 냈음.

○ 유덕기(2008)는 소비자의 친환경유기농산물 구매태도를 분석하고 친환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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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농산물의 공 과잉에 응한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수 균형을 해 구매 

장소의 편의성제공, 정 추가지불가격 유지, 고품질신선도유지 등의 략

을 제시하 음.

○ 김창길, 이용선, 이상건(2008)은 주부를 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의 소

비 성향과 구매 행태에 한 설문조사자료 분석을 기 로 체계 인 친환경

농산물 마  략 수립방안을 도출하 음.

○ 김창길 외 3인(2010)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실  자료를 기 로 우리나라 친

환경농산물의 장기 시장규모를 망하고, 세계 주요국 유기농산물 시장 규

모를 악하 으며, 친환경농업 발 을 한 시사 을 제시하 음.

○ 정만철 외 1인(2006)은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의 생산  유통 황을 비교

 자세하게 조사하 음. 특히 소비자 조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

가공식품에 한 소비자의 구매패턴을 조사하고 시사 을 도출하 음.

3.2. 유기식품의 소비측면 

○ 유기식품의 소비 측면에 한 연구는 제한 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유기농 

가공식품에 한 소비자의 소비의향 분석 등 실증 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음. 

○ 김충실 외 1인(1995)은 구지역 소비자를 상으로 로빗과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소비선호를 분석한 결과 월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단독주택보다

는 아 트 거주자일수록 유기농산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도·농 간 

직거래체계의 확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지원을 통한 가격 인하 등 정책개

발의 필요성을 제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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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1995)는 충남 홍성군의 유기농업 생산자 조직을 상으로 유통마진의 

특징을 분석하고, 소비자단체의 상설직매장 개설, 일반소매 의 독자 코

신설, 가공공장의 설립운  등의 유기농산물 소비확  방향을 제시하 음.

○ 윤석원 외(1999)는 유기농산물에 한 소비자 반응조사를 기 로 AIDS 모

형을 이용하여 식량작물, 과실류, 채소류, 육류 등 유기농산물의 수요함수 

추정과 품목별 소득  체 탄력성 계측과 유기농산물 수요를 측하 음.

○ 윤석원 외 1인(2000)은 수도권 소비자의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기농산

물에 한 소비자의 반응과 로짓모형을 통한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품

질인증과 표시제도에 한 신뢰도 제고, 매경로와 방식의 다양화, 유기농

산물 가격결정방식의 개선 등 소비확  방안을 제시하 음.

○ 조윤미 외 4인(2005)은 국의 소비자를 상으로 유기식품의 인식도를 조

사하 음. 특히 친환경농산물 표시제도에 한 인식, 표시가 필요한 내용, 

표시사항의 요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와 인증제도

의 실화의 필요성을 도출하 음.

○ 윤소이 외 3인(2008)은 계획  행동모델을 통해 소비자가 유기농식품에 

한 정 인 태도를 가질수록, 식품에 하여 심이 많을수록, 과거 구매 

빈도가 높을수록 구매의도를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 음.  윤소이 

외 1인(2008)은 계량분석을 통해 유기농식품에 한 감정이나 식품 련 개

성특성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음.

3.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 선행연구들은 주로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 고, 계량분석은 로빗이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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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 모형을 이용한 소비자의 특성분석과 계량분석을 통한 수요함수 추정  

수요량 측을 시도하 음. 

- 로빗이나 로짓모형의 설명변수가 일부 사회경제  변수로 제한 임. 

- 친환경농산물이나 유기농산물 등 신선식품에 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

루어졌으나 유기가공식품에 한 연구는 제한 임. 

표 1-1.  친환경·유기식품 련 선행연구목록

연구

상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내용

친

환

경

식

품

신 선

오호성 외(2000) CVM, AIDS 분석 수요탄력성  수요량 측

김호(2001) 문헌연구 소비 진과 유통 신 방안

조완형(2003) 계량경제분석 수요함수 도출  수요 망

허승욱 외(2003) 설문조사 소비실태분석  소비확 략

김병무 외(2004) 설문조사 소비행태분석  소비확 방안

강충  외(2005) 로지스틱분석 선호도 분석  수요 측

오세익 외(2005) 설문조사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

김창길 외(2005) 로빗, 로짓분석 소비활성화 방안

안병렬(2005) 로지스틱분석 구매 진 향요인 분석

유덕기(2008) 설문조사 구매태도분석  마 략

김창길 외(2008) 설문조사 소비성향  구매행태

김창길 외(2010) 문헌연구, 계량분석 소비실태  시장 망

가 공 정만철 외(2006) 설문조사 소비자의 인식, 구매패턴

유

기

식

품

신 선

김충실 외(1995) 로빗, 로짓분석 선호요인 분석

윤석원 외(1999) AIDS 분석 수요함수 추정  수요 측

윤석원 외(2000) 로지스틱분석 소비자의 특성  확 방안

김호(1995) 설문조사방법 소비확 방안

가 공

조윤미 외(2005) 설문조사방법 소비자의 인식도 

윤소이 외(2008) 계획 행동모델분석 구매의도 향요인분석

윤소이 외(2008) 계량분석 구매행동 향요인분석

○ 본 연구는 유기가공식품에 한 소비실태를 체계 으로 조사·분석함. 

- 분석모델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Ordinal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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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을 채택하 고, 설명변수로 사회경제  변수 이외에 가격수 인

식, 인증제도인식, 가격비품질만족도, 첨가물확인여부, 가족건강증진도 

등을 추가 으로 설정하 음.

- 소비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인 유기식품 소비확 의 정책  

시사 을 도출함. 

4. 연구의 방법

○ 유기가공식품의 소비 련 문헌  기존연구자료 조사함.

-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소비에 련한 선행연구의 문헌조사

 

○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실 , 수입실  자료들을 심으로 유기가공식품의 소

비 황을 분석함.

○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 5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문리서치 기 에 의뢰하여 인터넷으로 조사하며, 유기식품 소비 경험자

와 비경험자를 모두 조사함(400명은 경험자, 100명은 비경험자로 구성). 

- 설문조사 주요내용: 사회경제  특성, 유기농식품의 구매요인  패턴, 

구입 시 애로사항, 향후 소비의향, 지불의사 등으로 구성되었음.

○ 설문조사 자료를 기 로 구매요인, 구매행태, 구입 시 애로사항, 향후 소비의

향, 지불의사 등에 해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  교차분석을 실시함. 

교차분석의 통계  유의성은 χ2 검정을 이용함.

○ 유 기  문가 면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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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한살림 등 유 기 의 문가

를 상으로 유기가공식품의 소비에 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함.

○ 소비자 단체 문가  유 기  담당자들과의 의회를 통해 유기가공식품 

소비실태분석과 소비의향분석 방법  결과의 성에 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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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유기가공식품 소비 황

1. 유기가공식품의 기본개념

○ 유기가공식품(organically processed food)은 인증 받은 유기원료(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등)를 유기 인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으로 법에 의해 인증 받은 

식품 즉,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1에 따른 유기농산물을 원료 는 재료

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의미함.

- 유기 인 방법이란 화학 으로 합성된 첨가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방

사선 조사를 하지 않으며, 유기식품이 비유기식품 는 오염물질과 

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취 함으로써 유기농산물의 순수성이 가공과정을 

통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임.

1 친환경농산물 육성법 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 ①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로 분류한다. <시행일 2010.1.1> ②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한 자재의 사용 

등에 한 구체 인 기 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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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식품은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으로 구분할 수 있음.2 유기가공식

품은 국산 유기가공식품과 수입 완제품에 해당하는 수입 유기가공식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산 유기가공식품은 국산  수입 유기농산물을 이용하

거나 수입 1차 가공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식품을 말함.

그림 2-1.  유기농식품의 분류

○ 재 유기농식품과 련된 제도는 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 가공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림 2-2.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마크

○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 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 유기가공식품

․유기농산물을 원료 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친환경농산물 에서도 유기  생산조건을 완벽하게 수한 유기인증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기 인 방법으로 제조․가공  취 하여 

유기  순수성을 유지하는 식품

2 본 연구는 유기가공식품에 을 맞추어 다루므로 유기농산물의 황에 한 내용

은 <부록 3>에 간략히 정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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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가 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이원화되어 운 되기 때문에 유기가공

업체가 원료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친환경농업육성법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2회에 걸쳐 지정신청이 필요하며, 유기농산물 인증기 과 유기가공식

품 인증기 의 지정기  등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이원화된 인증제도의 통합·일원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인증기 의 

지정 리는 국제 으로 통용되는 ‘ISO 가이드 65(인증기 에 한 일반  

요구사항)’3 기 으로 통일하기로 함. 한 유기생산계획(Oragnic System 

Plan, OSP) 제도4를 도입하여 유기농식품의 생산과정 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유기식품에 한 리 강화를 해 외국 유기인증제도에 한 동등성 

규정5을 마련하기로 함.

3 ISO 65 기 은 인증기 의 조직구조, 운 , 외주계약, 품질경 , 문서화, 기록 리, 

기 유지, 심사원 리, 분쟁 차, 인증 차 등에 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부분의 선진국이 이를 직·간 으로 활용하고 있음. ISO 65 기  용으로, 인증기

의 이 지정, 지정기 의 이원화 등의 문제 해소, 민간 인증기 의 지정과 사후

리 강화, 행 인증제도상의 인증심사원의 학력·경력기 , 상근심사원 의무화 규정 

등 심사원의 심사능력과 직  련이 없는 규제가 폐지될 정임. 한 국내 인증기

이 외국의 인증기 으로 지정받기가 수월하여 국산 유기농식품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상됨.

4 유기생산계획은 유기인증을 원하는 농가나 식품업체가 작성하여 인증기 에 제출하

는 서류로 신청자가 지켜야 하는 모든 인증기 (종자처리, 토양  작물 리, 유기순

수성 유지 등)의 충족여부가 이해하기 쉬운 설문지 형태로 작성되어 있음. 유기생산

계획을 통해 인증기 과 정부는 농가나 업체가 인증기 을 수하고 있는지 언제든

지 쉽게 확인하고 통제가 가능함.

5 동등성 규정이 마련되면 국가 간 상과 장실사 등을 통해 격한 외국 인증기

의 선정과 수입 유기식품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수입업체에 해서도 일

정수 의 품질 리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 지 보다 수입 유기식품의 품질 리와 소

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상됨. 동등성 상을 통해 수입되는 유기식품에는 한

국 유기식품 표지(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원산지 국가명을 표지

하단에 기재하여야 함. 동등성 상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유기인증제

도나 인증기 도 상 상 국에 의해 동등성을 인정받는 형태로 진행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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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2008년 시행되면서 2010년 말까지 병행되어 운용되

다 폐지될 정이었던 식품 생법에 근거한 유기가공식품 표시제가 새로운 

인증제 도입에 따른 응기간, 정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2년 말까지 운

되기로 유 됨.

○ 재 운 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유기가

공식품 인증기 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유기가공식품 인증기 은 유기가공식

품 제조업체를 인증하고 농산물품질 리원에 결과를 통보해야 함. 농산물 

품질 리원은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에 시 품조사,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 

사후 리를 할 수 있음. 

그림 2-3.  유기가공식품 인증체계

○ 2011년 1월 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유기가공식품 인증기 은 9개

소로 한국 인증기 은 한국식품연구원, 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등 5개, 외국 

인증기 은 Contron Union Certification, ECOCCERT SA 등 4개소임<표 

2-1>.

표 2-1.  유기가공식품 인증기  황

․한국식품연구원
․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 로벌유농인 농조합법인
․오씨 이
․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Control Union Certifications
․ECOCERT SA
․ACO(Australian Certified Organic)
․BCS(BCS Oko-Garantie GmbH)

자료: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우수식품정보시스템(goodfood.go.kr).



14

○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매할 수 있는 상은 ① 국산 는 외국

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가공하고자 하

는 자(도축  신선편이 가공, 육가공, 유가공, 도정  제분 업자 포함), ② 

국내 매를 목 으로 국산 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유

기가공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 ③ 국내에서 국산 는 외국산 유기가공

식품을 소분 는 재포장하는 자임.

○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 시 사용되는 원재료는 정제수와 염화나트륨을 제외

한 95% 이상이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규정한 유기농림산물 는 유기축

산물로 인증 받은 농·축·임산물이어야 함<부록 2 참조>.

○ 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 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  지침 제7조 1

항과 련하여 [별표2]로 지정되어 있음. 유기농산물 함량이 100%, 95% 이

상, 70% 이상~95% 미만, 70% 미만일 경우로 구분하여 표시사항을 달리하

고 있음<표 2-2>, <부록 2 참조>.

표 2-2.  유기농산물 함량에 따른 표시기

유기농산물
함량

내용 표시사항

100%
유기농산물 외 어떤 식품 는 
식품첨가물도 최종제품에 남아 
있지 않아야 함.

․‘유기 100%’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 가능
․표시장소: 제품의 어느 장소든지 가능

95% 이상
최종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의 
95% 이상이 유기농산물이어야 함.

․‘유기’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 가능
․표시장소: 제품의 어느 장소든지 가능

70% 이상
최종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의 
70% 이상 95% 미만이 유기농산물 
이어야 함.

․유기라는 용어 앞에 70% 이상에 해당되는 
원재료명, 함량을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제품명 
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 가능

․표시장소: 주표시면을 제외한 곳 사용 가능

70% 미만
물, 소 을 제외한 원재료 함량이 
70% 미만인 제품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 용어 표시 가능
․표시장소: 원재료명  함량 표시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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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가공식품 소비 황

2.1. 국내 유기가공식품 현황

○ 국내 유기가공식품 품질인증 건수는 2004년 38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378건으로 집계됨. 한 품목 수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여 2010

년에는 1,290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음.

○ 유기가공식품 출하량이 2004년 1,340톤에서 2005년에 풀무원이 유기가공품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물량이 격하게 어 2005년에는 235톤에 그침. 그

러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8년 1,748톤까지 증가하 음<표 2-3>.

표 2-3.  국내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실

단 : 건, 개, 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증건수 38 99 194 187 231 251 378

품목 수 - - - 100 125 745 1,290

출하량 1,340 235 1,103 1,893 1,748 - -

  주: 유기가공식품의 출하량은 2009년부터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으나 인증건수  

품목 수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 을 것으로 단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 2010년 유기가공식품의 총인증실 은 인증건수는 378건, 제품 수는 1,290개

이었음. 품목별로 살펴보면 기타식품류가 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류 71

건, 음료류 56건, 식용유지류 20건 등의 순이었음. 제품 수가 가장 많은 품목

은 기타식품류 395개, 다류 346개, 음료류 141개, 장류 78개, 식용유지류 52

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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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유기가공식품 품목별 인증실 (2010년 기 )

단 : 건, 개

품목( 분류) 건수 제품 수

과자류 8 47

빵 는 떡류 7 17

잼류 7 39

설탕 12 24

포도당 1 1 

과당 3 5

엿류 8 15

당시럽류 4 10

올리고당류 2 4

식육 는 알가공품 1 3 

두부류 는 묵류 9 13

식용유지류 20 52

면류 6 14

다류 71 346

커피 10 20

음료류 56 141

특수용도식품 4 6

장류 19 78

조미식품 16 22

김치류 8 24

임식품 5 8

주류 5 6

기타식품류 96 395

계 378 1,290

자료: 국립농산물품질 리원(2010).

○ 국산원료를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의 가격은 일반 가공식품과 비교했을 때, 

평균 2배 정도 비싼 편으로 나타남<표 2-5>. 품목별로는 유기로 재배된 녹

차가 일반 가공식품 비 3.6배로 가격 리미엄이 가장 높았고, 우유 3배, 

미스낵 1.8배 등의 순이었으며 룽지가 1.3배로 가장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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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단

유기식품 일반식품 가격

리미엄

(a/b)
가격(원)

(a)

제조국

(원료)

인증마크

(인증기 )

가격(원)

(b)

제조국

(원료)

녹차 100g 14,333 한국(한국)
USDA

(CUC)
4,000 한국(한국) 3.58 

룽지 100g 2,143 한국(한국)
품질인증

(NAQS)
1,700 한국(한국) 1.26 

미숫가루 100g 2,200 한국(한국) - 1,580 한국(한국) 1.39 

요구르트 100ml 1,311 한국(한국) - 840 한국(한국) 1.56 

우유 100ml 750 한국(한국) - 250 한국(한국) 3.00 

청국장분말 100g 7,667 한국(한국) - 5,000 한국(한국) 1.53 

미스낵 100g 3,857 한국(한국) - 2,143 한국(한국) 1.80 

   평균 2.02  

  주 1) CUC=Control Union Certification.

     2) NAQS=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자료: 박성훈(2008).

표 2-5.  국산 유기가공식품(국산원료) 가격 리미엄

2.2. 유기가공식품 수입 현황

○ 유기농식품의 수입량은 증가추세로 2005년 8,411톤에서 2008년 2만 5,350톤

까지 증가하 으나, 2009년은 2만 1,293톤으로 감소하 음. 2009년에 수입

이 감소한 것은 환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단됨.

○ 2008년까지 유기농식품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 유럽 등지 음. 2009년에는 

미국이 여 히 높은 비 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유럽의 비 이 축소되고 

라질, 필리핀, 호주, 국, 콜롬비아 등지에서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남<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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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과 비교해 보면, 2009년에 바나나/신선,냉장, 당류가공품, 침출차, 

과채주스, 백설탕, 물엿, 박력 가루 등 품목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

음. 따라서 의 품목의 주 수입국인 라질, 호주, 국 등이 주 수입국

으로 부상한 것으로 단됨.

표 2-6.  유기농식품 연도별 수입 황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
국가

국가 수 29 35 35 45 43

주요 수입국
미국, 랑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오스트리아, 

랑스, 이탈리아, 

독일

미국, 랑스, 

독일

미국, 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라질, 필리핀, 

미국, 호주, 국, 

콜롬비아

수입건수 2,078 2,451 3,009 3,844 3,686

량(kg) 8,410,531 14,635,488 23,867,595 25,350,022 21,293,130

액(USD) 18,351,143 27,486,073 40,357,998 56,604,304 39,735,113

  주: 식품 생법 제10조 ｢식품 등의 표시기 ｣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면 최종제품에 

유기농산물이 95%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제품명에 ‘유기’ 는 이와 유사한 용

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유기가공식품 수입 황은 제품명에 

‘유기’가 포함된 것을 기 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수입 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식품의약품안 청. ｢수입식품등검사연보｣. 2010.

○ 2009년 유기 농식품은 총 43개국에서 3,686건, 2만 1,293톤, 3,973만 5,000달

러가 수입되었음<표 2-7>. 

- 이 가운데 상  20개국이 차지하는 수입물량 비 은 97.5%이며 수입

액은 9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 라질, 필리핀, 미국, 호주, 국 등 상  5개국이 차지하는 물량비

은 63.5%, 액은 54.3%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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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유기농식품의 국가별 수입 황(2009년 기 )

국가명 수입건수 량(kg) 액(USD)

상
20개국

라질 125 2,822,073 3,051,284

필리핀 104 2,805,553 3,105,539

미국 1,021 2,780,216 10,512,038

호주 119 2,665,068 3,133,177

국 139 2,446,787 1,772,903

콜롬비아 58 1,401,626 2,181,487

라과이 19 979,500 745,460

터키 53 835,905 1,831,266

뉴질랜드 115 678,100 1,748,010

이탈리아 161 629,966 1,794,800

키르기스스탄 4 628,000 297,400

태국 18 461,169 392,274

아르헨티나 50 317,796 634,321

멕시코 42 312,952 901,678

독일 573 298,696 1,755,982

일본 142 198,338 842,926

오스트리아 203 155,893 525,349

캐나다 64 137,142 680,840

네덜란드 37 109,465 467,446

스페인 28 102,069 670,455

계(A) 3,075 20,766,314 37,044,635

비 (A/B, %) 83.4 97.5 93.2

체(B) 3,686 21,293,130 39,735,113

자료: 식품의약품안 청. ｢수입식품등검사연보｣. 2010.

○ 수입된 유기농식품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품목은 갈색설탕으로 3,544톤

(16.7%)이 수입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채 가공품 1,660톤(7.8%), 바나나

/신선 1,655톤(7.8%), 바나나/냉장 1,510톤(7.1%) 등의 순이었음<표 2-8>.

- 2008년에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과채 가공품(2,432톤), 갈색설탕

(2,336톤), 바나나/신선(2,141톤) 등이었으나 2009년에는 다른 품목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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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량이 감소한 반면, 갈색설탕의 수입량이 2008년보다 51.7% 증가하여 

국내 유기 갈색설탕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단됨.

○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가격은 수입 일반가공식품의 2.5배 수 으로 조사됨.  

품목별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가격 리미엄은 소 이 16.5배로 가장 높았으

며, 웨이퍼(스낵)가 1.1배로 가장 낮았음.

표 2-8.  유기농식품의 품목별 수입 황(2009년 기 )

품목명 수입건수 량(kg) 액(USD)

상  
20개
품목

갈색설탕 105 3,543,887 2,578,920

과채 가공품 297 1,660,488 6,074,872

바나나/신선 68 1,655,095 1,881,817

바나나/신선, 냉장 57 1,509,690 1,456,505

당류가공품 44 1,149,054 1,198,004

침출차 442 1,087,709 1,292,625

/ (제품용) 3 983,280 622,683

/알곡, grain 6 928,000 414,400

강력 가루 54 903,056 891,595

두류가공품( 두분) 40 824,602 1,496,801

과채 페이스트 21 608,053 1,105,520

키 (참다래)/신선, 냉장 26 464,470 1,120,522

두/건조 3 340,000 82,100

과채 주스 133 234,061 679,370

백설탕 3 300,000 195,000

물엿 35 268,883 481,421

박력 가루 15 252,256 244,829

력 가루 18 245,724 244,768

기타가공품 114 234,802 1,698,615

소스류 69 213,532 516,069

계(A) 1,553 17,406,642 24,276,436

비 (A/B, %) 42.1 81.8 61.1

체(B) 3,686 21,273,130 39,735,113

자료: 식품의약품안 청. ｢수입식품등검사연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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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단 
유기식품 일반식품 가격

리미엄
(a/b)

가격(원)
(a)

제조국
(원료)

인증마크
(인증기 )

가격(원)
(b)

제조국
(원료)

건포도 100g 2,863 미국(미국) USDA(QAI) 1,500 
독일

(남아 리카)
1.91 

건푸룬 100g 2,619 미국(미국)
USDA
(CCOF)

1,706 미국(미국) 1.54 

낫토 100g 3,000 일본(일본) JAS(OMIC) 2,000 일본(일본) 1.50 
딸기잼 100g 1,970 미국(미국) USDA 861 미국(미국) 2.29 
머스터드 
소스

100g 1,549 미국(미국) USDA(QAI) 867 미국(미국) 1.79 

메이 시럽 100ml 8,000 캐나다(캐나다)
Eco-cert
(Eco-cert)

5,200 
캐나다
(캐나다)

1.54 

무슬리 100g 2,200 국( 국) SAC(SAC) 1,700 
스 스
(스 스)

1.29 

블루베리
(건조)

100g 21,239 미국(미국) OCIA 8,803 미국(미국) 2.41 

블루베리잼 100g 1,970 미국(미국) USDA 1,618 
이탈리아
(이탈리아)

1.22 

설탕 100g 1,544 미국(미국) USDA 1,000 미국(미국) 1.54 

소 100g 6,600 
뉴질랜드
(뉴질랜드)

Bio-Gro 400 미국(미국) 16.49 

시리얼 100g 1,908 미국(미국) USDA(QAI) 1,296 미국(미국) 1.47 

올리 오일 100ml 3,200 
이탈리아
(이탈리아)

AIAB  
(AIAB)

2,000 
스페인
(스페인)

1.60 

웨이퍼
(스낵)

100g 3,980 
네덜란드
(네덜란드)

USDA(CUC) 3,804 일본(일본) 1.05 

이유식 100g 3,628 미국(미국) USDA 2,231 일본(일본) 1.63 
카놀라오일 100ml 2,854 미국(미국) USDA(QAI) 1,560 미국(미국) 1.83 

커피 100g 16,667 라질( 라질) IBD(IBD) 5,000 
라질

( 라질)
3.33 

코코아 100g 3,800 랑스( 랑스) AB 3,009 미국(미국) 1.26 
탄산음료
( 몬)

100ml 704 미국(미국) USDA(QAI) 211 
랑스

( 랑스)
3.33 

푸룬주스 100ml 899 미국(미국)
USDA
(CCOF)

714 미국(미국) 1.26 

후 이크 100g 4,000 랑스( 랑스) AB 1,670 미국(미국) 2.40 
평 균 2.51 

  주 1) SAC=Soil Association Certification.

     2) AIAB=Associazone Italiana Agricoltura Biologica.

     3) IBD=Instituto Bio Dinamico.

     4) AB=Agriculture Biologique.

자료: 박성훈(2008).

표 2-9.  수입 유기가공식품 가격 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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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유기가공식품의 소비성향과 구매 행태

1. 유기가공식품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 

1.1. 조사개요

○ 유기가공식품에 한 소비자의 선호와 향후 구입의향을 살펴보기 해 설문

조사를 실시함. 설문은 소비자의 사회경제  특성, 유기가공식품에 한 인

식  신뢰도, 소비성향  구매행태 등으로 구성됨<부록 4 참조>. 

○ 설문조사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유기가공식품 구매경험이 

있는 20  이상 기혼여성 4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문기 에 탁하여 

실시하 음(조사기간: 2011. 1. 13~20). 

○ 설문조사 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  교차분석을 실시하 으며 

교차분석의 통계  유의성은 χ2 검정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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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유기가공식품 구입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사회·경제  특성

단 : 명, %

구분 응답 수 비

거주지역
서울 200 50.0

수도권 200 50.0

연령

20 - -

30 40 10.0

40 182 45.5

50  이상 178 44.5

교육수
고졸 이하 114 28.6

졸 이상 286 71.5

소득수

200만원 미만 20 5.0

200만원 80 20.0

300만원 108 27.0

400만원 100 25.0

500만원 이상 92 23.0

주부유형

업주부 225 56.3

부업주부 24 6.0

취업주부 151 37.8

성장지역

도시 270 67.5

소도시 99 24.8

농 31 7.8

미취학  고생
자녀 유무

있다 295 73.8

미취학  등학생 187 63.4

고등학생 64 21.7

미취학과 고생 44 14.9

없다 105 26.3

가족구성원 
질환 유무

있다 155 38.8

아토피 88 58.7

암 5 3.3

당뇨 24 16.0

고 압 33 22.0

없다 245 61.3

유기가공식품
지속소비여부

그 다 276 69.0

아니다 124 31.0

소비자단체
회원 여부

그 다 68 17.0

아니다 332 83.0

계 4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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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상자의 사회경제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 는 30  10.0%, 40  

45.5%, 50  이상 44.5%이며, 학력은 고졸 이하 28.6%, 졸 이상 71.5%를 

차지함. 성장지역은 도시가 67.5%이며 소도시까지 감안하면 도시에서 

성장한 비율이 92.3%로 부분을 차지함.

○ 소득수 은 200만원  20%, 300만원  27%, 400만원  25%, 500만원 이상 

23%를 차지하 으며, 주부유형은 업주부 56.3%, 취업주부 37.8%로 업

주부가 많았음.

○ 가족  질환을 가진 구성원이 있다는 응답은 38.8%로, 질환 가운데 아토피

가 58.7%로 가장 많았으며, 고 압 22.0%, 당뇨 16.0% 등으로 나타났음. 

○ 유기가공식품을 지속 으로 소비해오고 있다는 응답은 69%로 높게 나타났

으며, 소비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소비자의 비 은 17%로 나타났음.

1.2. 분석결과

1.2.1. 유기가공식품 인식  신뢰도

○ 유기가공식품 구매 시 유기가공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한다는 응답은 72.8%

로 많은 소비자가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한 유기가공식품 제조 시 사용된 식품첨가물을 확인하고 구

입한다는 의견도 67.8%로 높게 나타남<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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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국산 유기가공식품 구입 시 ‘인증마크’  ‘식품첨가물’ 확인 여부

<유기가공식품 인증마크 확인여부> <식품첨가물 사용 확인여부>

○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  안 성에 한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이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맛에 한 만족수 은 48.1%로 상 으로 낮은 

편이었음.

그림 3-2.  국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안 성, 맛에 한 만족수
<인증제도> <안 성> <맛>

○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신뢰도 향상을 해서는 ‘제조방법  과정을 명확하

게 공개(30.5%)’해야 하며, ‘원재료 산지  생산자 공개(27.0)’, ‘인증제도의 

개선  리 강화(25.5%)’가 필요함.

그림 3-3.  국산 유기가공식품 신뢰도 향상을 한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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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가공식품을 구매하 던 장소로는 ‘ 형 할인마트’가 39.3%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으며, 다음으로 ‘ 문매장’ 16.7%, ‘직거래단체’ 13.3%, ‘백

화 ’ 10.2% 등이었음<그림 3-4>.

- 의 구입처를 선택한 이유로는 ‘구입의 편리성’ 39.1%, ‘ 매처나 매

자에 한 신뢰’ 28.8%, ‘다양한 품목단 와 지속 인 공 ’ 17.4%, ‘타 

매처에 비해 렴한 가격’ 12.0% 등으로 나타남<그림 3-5>. 

그림 3-4.  국산 유기가공식품 구입 장소

그림 3-5.  국산 유기가공식품 구입처를 선택한 이유

○ 유기가공식품 구입 시 ‘안 성’ 35.3%, ‘주산지’ 19.8%, ‘가격’ 14.8% 등의 

순으로 고려하며<그림 3-6>, 특히 첨가물, 양소, 원산지, 가격 등의 품질속

성을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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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국산 유기가공식품 구입 시 고려사항

표 3-2.  국산 유기가공식품 구입 시 품질 속성별 고려 정도

단 : %

매우 요 요 보통 요하지 않음 매우 요하지 않음

원산지 37.3 51.3 11.3 0.3 -

가격 30.8 59.0 9.5 0.8 -

양소 32.5 58.3 8.8 0.5 -

맛 24.8 60.8 13.5 1.0 -

색깔 8.0 36.5 46.0 7.3 2.3

용기 11.0 34.3 41.8 11.8 1.3

제품 랜드 15.8 43.8 35.8 4.3 0.5

농도/탁도 11.5 43.0 40.8 4.3 0.5

첨가물 55.5 37.8 6.5 0.3 -

○ 품목별 한달 평균 구매횟수는 신선반찬류(김치, 두부, 장아  등)와 과자류

가 2.9회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가공품( 가루, 면류, 빵류 등)이 2.7회, 

음료류 2.5회 등이었으며, 상 으로 다류와 유아식/분유는 각 1.7회, 1.6회

로 구매횟수가 은 편으로 나타남<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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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품목별 한달 평균 구매 횟수

단 : 회

가공식품(떡류, 죽류 등) 2.1

가공식품( 가루, 면류, 빵류 등) 2.7

유아식/분유 1.6

신선반찬류(김치, 두부, 장아  등) 2.9

조미양념류(조미류, 장류, 기름류 등) 1.9

다류(녹차, 둥 차 등) 1.7

음료류(사과주스, 포도즙, 양 주스 등) 2.5

과자류(쿠키, 스낵, 시리얼 등) 2.9

기타(잼류, 유가공품 등) 2.2

○ 유기가공식품의 가격에 해 비싸다는 의견이 부분이었으며, 비싸도 구입

하는 이유는 ‘안 성’ 63.9%, ‘건강’ 31.9%로 나타남<그림 3-7>.

그림 3-7.  국산 유기가공식품 가격 수   비싸도 구입한 이유

<가격 수 > <비싸도 구입한 이유>

○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가격 비 제품(품질) 만족도는 매우 만족까지 포함한 

‘만족’한다는 의견이 48.3%로 ‘보통(46.0%)’보다 다소 높았음.  

그림 3-8.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가격 비 제품(품질)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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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국산  수입 유기가공식품 소비의향 비교

○ 국산과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안 성에 해서는 ‘국산을 더 신뢰한다’는 의

견이 86.3%로 아주 높은 편이었으며, ‘수입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6.0%에 

그침<그림 3-9>.

그림 3-9.  국산  수입유기가공식품의 안 성 신뢰 비교

○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겠다’는 67.5%, ‘품목에 따라 

선택 으로 이용하겠다’는 의견은 21.3%로 나타남.

- 국산과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안 성은 국산에 한 신뢰도가 크게 높지

만, 실제 인 품목선택에 있어서는 국산의 선호도는 상 으로 낮게 나

타났음. 이는 실제 으로 유기가공식품 구입 시 가격을 고려하기 때문으

로 보임.

표 3-4.  국산과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선호도 비교

단 : %

설문내용 응답률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겠다 67.5

안 하고 믿을 수 있다면 수입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겠다 11.3

품목에 따라 선택 으로 이용하겠다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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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유기가공식품과 의료비 계

○ 조사 상 가구당 한달 평균 식료품 구입비는 47만 8,000원으로 체 소득의 

15.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 가운데 유기가공식품 구입비는 평균 

17만 7,000원으로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유기가공식품을 소비하

기  한달 평균 의료비가 9만 6,000원이었다면, 소비 이후에는 9만 3,000원

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1인당 한달 평균 식료품비는 15만 9,000원으로 이  유기가공식품 구입

비는 5만 9,000원이었으며, 유기가공식품 소비이  한달 평균 의료비는 

3만 2,000원에서 소비이후는 3만 1,000원으로 감소하 다고 조사됨.

표 3-5.  가구  1인당 한달 평균 식료품비, 유기가공식품비  의료비

식료품 유기가공식품 의료비

가구당
구입비(만원) 47.8 17.7 소비 이 (만원) 9.6

구입비 (%) 15.9 6.9 소비 이후(만원) 9.3

1인당
구입비(만원) 15.9 5.9 소비 이 (만원) 3.2

구입비 (%) 14.9 5.5 소비 이후(만원) 3.1

○ 국산 유기가공식품 구매 후의 의료비 지출 비교 결과, ‘비슷하다’가 75.8%

로 부분을 차지하 으며 ‘감소하 다’는 18.3%, ‘증가하 다’는 6.1%로 

나타남. 국산 유기가공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증진 여부에 해 ‘도움이 된

다’는 의견이 48.8%, ‘특별한 차이는 없다’ 48.3% 등으로 분석됨<그림 

3-10>.

- 국산 유기가공식품 섭취로 인해 의료비가 감소하 다는 응답에 비해 건

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비 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나 유기가공

식품의 섭취가 실질 인 의료비 지출과 직 인 련보다는 소비자의 

체감과 더욱 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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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국산 유기가공식품 구매 후 의료비 지출  건강증진 여부

<구입 후 의료비 지출 비교> <건강증진 여부>

1.2.4. 유기가공식품 소비의향

○ 향후 유기가공식품의 소비의향이 ‘증가할 것이다’가 48.5%로 가장 높았으

며,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까지 포함할 경우, 소비증가 의향은 58.8%로 

나타남. 한 ‘  수 을 유지할 것이다’는 응답은 40.3%로 조사되어 재

보다 소비를 감소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11>.

- 소득수 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수 을 유지하기보다 향후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비 이 높게 나타남<표 3-6>.

그림 3-11.  향후 국산 유기가공식품 소비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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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소득수 별 가공식품 소비의향

단 : %

많이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수 을 유지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200만원 미만 10.0 40.0 50.0 0.0

200만원 11.3 32.5 52.5 3.8

300만원 5.6 50.0 44.4 0.0

400만원 14.0 58.0 27.0 1.0

500만원 이상 10.9 52.2 37.0 0.0

○ 향후 구입을 확 할 의사가 가장 높은 품목은 가공식품(20.3%)과 신선반

찬류(20.3%)로 나타났음<표 3-7>.

- 재 구매횟수와 비교 시, 재에도 구매빈도가 높은 신선반찬류, 가공

식품의 구입확  의사가 가장 높으며, 재 구입횟수가 다른 품목에 비

해 많지는 않지만 가공식품, 조미양념류, 유아식/분유의 구입확  의사

도 높은 편으로 분석됨. 

표 3-7.  향후 구입확  의사가 큰 품목

단 : %

구입품목 비

가공식품(떡류, 죽류 등) 14.5

가공식품( 가루, 면류, 빵류 등) 20.3

유아식/분유 11.5

신선반찬류(김치, 두부, 장아  등) 20.3

조미양념류(조미류, 장류, 기름류 등) 11.8

다류(녹차, 둥 차 등)  3.0

음료류(사과주스, 포도즙, 양 주스 등)  7.3

과자류(쿠키, 스낵, 시리얼 등)  9.8

기타(잼류, 유가공품 등)  1.8

○ 향후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기로 희망하는 곳은 ‘ 형할인마트 36.5%’, ‘직

거래단체’ 17.4%, ‘ 문매장’ 17.4% 등으로 나타남<그림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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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주 구매처와 향후 구입 희망처의 순 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형할인마트, 백화 , 농 계통의 비 은 감소한 반면, 직거래단체, 인터

넷홈쇼핑, 생산자조직 등의 비 은 증가함.

- 연령별로 재 구입처와 향후 구입처를 비교해보면, 20 만 형할인마

트에서 구입하겠다는 비 이 증가하고 다른 연령층은 감소함. 직거래단

체에서의 구입의향은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인터넷홈쇼핑은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3-8>.

그림 3-12.  향후 국산 유기가공식품 구입 희망처

표 3-8.  연령별 향후 구입희망처

단 : %

직거래

단체
백화 문매장

형

할인마트
농 계통

인터넷

홈쇼핑

생산자

조직

일반

슈퍼마켓

20 6.7 8.3 18.3 48.3 0.8 13.3 0.0 4.2

30 17.6 4.2 17.0 37.2 9.9 5.5 2.6 6.0

40 20.3 8.3 19.4 31.4 9.4 5.0 4.2 1.9

50  이상 18.4 4.0 13.8 36.8 12.6 4.0 6.9 3.4

○ 일반가공식품의 가격을 1,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향후 지불의사가 있는 모든 품목의 평균 액은 1,508원으로 조사됨.

- 품목별로는 유아식/분유의 지불의사 액이 평균 1,693원으로 가장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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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다음으로 가공품 1,578원, 신선반찬류 1,540원, 조미양념류 

1,538원 등의 순이었음. 반면, 상 으로 지불의사 액이 가장 낮은 품

목은 과자류로 1,391원이었음.

표 3-9.  국산 유기가공식품 품목별 향후 지불의사 액

단 : 원

품목 일반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가공식품(떡류, 죽류 등)

1,000

1,578

가공식품( 가루, 면류, 빵류 등) 1,500

유아식/분유 1,693

신선반찬류(김치, 두부, 장아  등) 1,540

조미양념류(조미류, 장류, 기름류 등) 1,538

다류(녹차, 둥 차 등) 1,428

음료류(사과주스, 포도즙, 양 주스 등) 1,444

과자류(쿠키, 스낵, 시리얼 등) 1,391

기타(잼류, 유가공품 등) 1,463

평균 1,508

○ 재 유기가공식품의 상품단   공 과 련한 애로사항으로는 ‘원하는 

상품의 지속 인 공 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29.8%로 가장 높았으며, 

‘원하는 상품이 있으나 포장단 가 무 큰 경우’ 25.5%, ‘원하는 상품이 없

는 경우’ 25.0% 등으로 나타남.

그림 3-13.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상품단   공 련 빈번한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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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유기가공식품의 구입확 를 해서는 ‘유기가공식품 가격인하(48.0%)’

가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증제도 개선  리강화로 신뢰제고

(24.8%)’, ‘유기가공식품 취 매장 증가(17.8%)’ 등이 필요함<그림 3-14>. 

그림 3-14.  국산 유기가공식품 구입확 를 한 필요사항

2. 유기가공식품 구매경험이 없는 소비자 

2.1. 조사개요

○ 유기가공식품에 한 소비자의 선호와 향후 구입의향을 살펴보기 해 설문

조사를 실시함. 설문은 소비자의 사회경제  특성, 유기가공식품에 한 인

식, 유기가공식품 향후 구매의향  지불의사 등으로 구성됨<부록 4 참조>. 

○ 설문조사는 유기가공식품의 구매경험이 없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

주하는 20  이상 기혼여성을 상으로 함(조사기간: 2011. 1. 18~19). 한국

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센터 소비자패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103명이 응답하 음. 설문조사 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  

교차분석을 실시하 으며 교차분석의 통계  유의성은 χ2 검정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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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유기가공식품 구입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사회·경제  특성

단 : 명, %

구분 응답 수 비

거주지역
서울 80 77.7

수도권 23 22.3

연령

20 2 1.9

30 32 31.1

40 41 39.8

50  이상 28 27.2

교육수
고졸 이하 22 21.4

졸 이상 81 78.6

소득수

200만원 미만 2 1.9

200만원 18 17.5

300만원 29 28.2

400만원 31 30.1

500만원 이상 23 22.3

주부유형

업주부 71 68.9

부업주부 2 1.9

취업주부 30 29.1

성장지역

도시 81 78.6

소도시 11 10.7

농 5 4.9

미취학  고생
자녀 유무

있다 66 64.1

미취학  등학생 29 43.9

고등학생 31 47.0

미취학과 고생 6 9.1

없다 37 35.9

계 103 100.0

○ 응답자의 사회경제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0  1.9%, 30  31.1%, 40

 39.8%, 50  이상 27.2%로 20 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고루 응답하

음. 교육수 은 고졸 이하 21.4%, 졸 이상이 78.6%로 나타났으며, 성장지

역은 도시가 78.6%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설문조사 지역이 수도권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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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일 것으로 사료됨. 

○ 소득수 은 200만원  17.5%, 300만원  28.2%, 400만원  30.1%, 500만원 

이상 22.3%이었으며 조사 상자는 업주부가 68.9%로 취업주부 29.1%보

다 훨씬 많았음. 

2.2. 분석결과

2.2.1. 유기가공식품 인식  신뢰도

○ 소비자들이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서’ 

45.8%,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한 이해와 신뢰 부족’ 32.5% 등으로 비싼 

가격과 인증제도에 한 인식부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남.

표 3-11.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지 않은 이유

단 : %

설문문항 비

가격이 비싸서 45.8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한 이해와 신뢰 부족 32.5

당한 구입처를 찾기 어려워서 7.5

원하는 품목이나 포장단 가 없어서 2.9

기존 일반가공식품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 11.0

기타 0.3

○ 국산 유기가공식품에 해 ‘비싼 편이다’ 74.8%, ‘매우 비싼 편이다’ 22.3%

로 나타나 거의 부분의 응답자가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가격을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그림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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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가격 수

○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  안 성에 한 신뢰도는 ‘보통’이라는 응

답비 이 63.1%로 가장 높았으며, ‘낮다’는 응답은 인증제도가 18.4%, 안

성이 24.3%로 인증제도에 비해 안 성에 한 신뢰도가 낮다는 응답이 더 

높았음<그림 3-16>. 

그림 3-16.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 안 성에 한 신뢰도

<인증제도> <안 성>

○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신뢰도 향상을 해서는 필요한 사항으로 ‘인증제도 

개선  리강화’가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방법  과정 명

확하게 공개’ 26.7%, ‘식품첨가물에 한 내용 공개 철 ’ 25.7% 등으로 나

타났음<그림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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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국산 유기가공식품 신뢰도 향상을 한 필요사항

2.2.2. 국산  수입 유기가공식품 소비의향 비교

○ 국산과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안 성에 해서는 ‘국산을 더 신뢰한다’는 의

견이 66.0%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도 19.4%를 차지하

음.

그림 3-18.  국산과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안 성 신뢰 비교

○ 국산과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선택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 유기가공식

품을 선택하겠다’ 53.4%, ‘품목에 따라 선택 으로 이용하겠다’ 37.9% 등으

로 나타남<표 3-12>.

- 국산과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안 성은 국산에 한 신뢰도가 더 높지만, 

실제 인 품목선택에 있어서는 국산의 선호도는 상 으로 낮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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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음. 이는 실제 으로 유기가공식품 구입 시 가격을 고려하기 때문으로 

사료됨.

표 3-12.  국산과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선호도 비교

단 : %

설문문항 비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겠다 53.4

안 하고 믿을 수 있다면 수입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겠다 7.8

품목에 따라 선택 으로 이용하겠다 37.9

잘 모르겠다 1.0

2.2.3. 유기가공식품 소비의향

○ 향후 유기가공식품에 한 소비의향에 해 ‘증가할 것이다’는 응답이 

80.6%로 지 까지 구매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향후 국산 유기가공식품에 

한 소비의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9.  국산 유기가공식품 향후 소비의향

○ 향후 유기가공식품을 구입 시 ‘안 성’을 우선 으로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으며, ‘가격’ 25.1%, ‘맛’ 11.6%, ‘주산

지’ 9.8% 등의 순으로 나타남<그림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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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향후 유기가공식품 구입 시 우선  고려사항

○ 향후 구입할 경우, ‘신선반찬류’ 23.3%, ‘ 가공식품’ 17.5%, ‘조미양념류’ 

11.7% 등의 순으로 구입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3.  소비의향 있을 시 향후 구입의사가 큰 품목

단 : %

설문문항 비

가공식품(떡류, 죽류 등) 6.8

가공식품( 가루, 면류, 빵류 등) 17.5

유아식/분유 5.8

신선반찬류(김치, 두부, 장아  등) 23.3

조미양념류(조미류, 장류, 기름류 등) 11.7

다류(녹차, 둥 차 등) 1.0

음료류(사과주스, 포도즙, 양 주스 등) 8.7

과자류(쿠키, 스낵, 시리얼 등) 4.9

기타(잼류, 유가공품 등) 1.0

○ 향후 유기가공식품의 구입확 를 해서는 ‘유기가공식품 가격 인하

(47.6%)’, ‘인증제도 개선  리강화로 신뢰제고(43.7%)’가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남<그림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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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국산 유기가공식품 구입확 를 한 필요사항

○ 일반가공식품의 가격을 1,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품목별 국산 유기가공식

품의 재 평균 인 가격 수 은 1,825원이며, 향후 지불할 의사가 있는 평

균 액은 재 가격수 보다 23%(421원) 낮은 1,404원으로 분석됨.

- 품목별로는 유아식/분유의 재 가격수 을 가장 높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류, 가공식품, 음료류 등도 가격이 높은 품목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 재 가격수 과 향후 지불의사 액의 차이가 가장 큰 품목은 유아식/

분유로 589원의 차이가 났으며, 음료류 448원, 과자류 434원, 기타 408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4.  국산 유기가공식품 품목별 재 체감하는 가격수   향후 지불의사

단 : 원

구분
일반
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재 
가격 수 (A)

향후 
지불의사 액(B)

A-B

가공식품(떡류, 죽류 등)

1,000

1,854 1,481 373

가공식품( 가루, 면류, 빵류 등) 1,732 1,349 383

유아식/분유 2,199 1,610 589

신선반찬류(김치, 두부, 장아  등) 1,728 1,350 378

조미양념류(조미류, 장류, 기름류 등) 1,767 1,390 377

다류(녹차, 둥 차 등) 1,855 1,456 399

음료류(사과주스, 포도즙, 양 주스 등) 1,804 1,356 448

과자류(쿠키, 스낵, 시리얼 등) 1,754 1,320 434

기타(잼류, 유가공품 등) 1,731 1,323 408

평균 1,825 1,404 421

주: 응답 상 103명 가운데 결측치  이상치를 제외한 72명의 응답을 이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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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재보다 어느 정도 소득이 증가할 경우 유기가공식품을 구매할 것인

지에 해 ‘11~20% 증가’가 27.2%로 가장 높았음. ‘21~30% 증가’도 25.2%

로 나타났으며, ‘소득상승과 무 하게 구매하다’는 응답도 25.2%를 차지함

<그림 3-22>.

- 소득수 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득과는 무 하다는 응답비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표 3-15>. 

그림 3-22.  향후 소득상승 정도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구입의사

표 3-15.  소득수 별 향후 소득상승 정도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구입의사 

1～10%
증가

11～20%
증가

21～30%
증가

31～40%
증가

41～50%
증가

51% 이상
증가

소득상승과
무

200만원 미만 - 50.0 - 50.0 - - -

200만원 11.1 16.7 33.3 16.7 11.1 - 11.1

300만원 3.4 27.6 31.0 3.4 6.9 3.4 24.1

400만원 6.5 35.5 22.6 3.2 3.2 3.2 25.8

500만원 이상 8.7 21.7 17.4 4.3 8.7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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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국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한 만족수

<구매 경험자> <구매 비경험자>

3. 구매 경험자와 비경험자 비교분석

○ 구매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유기가공식품의 가격에 해 비싸다는 응답이 

거의 부분을 차지하 으며 비경험자의 응답비 이 더 높았음.

그림 3-23.  국산 유기가공식품 가격 수  

<구매 경험자> <구매 비경험자>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한 구매경험자의 만족수 은 ‘높다’는 응답이 

59.6%로 비경험자의 16.5%보다 크게 높았음. 반면, 유기가공식품 구매 비경

험자의 인증제도에 한 만족수 이 ‘낮다’는 의견이 18.4%로 구매경험자

에 비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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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경험자 가운데 유기가공식품의 안 성이 ‘높다’는 응답이 65.6%이나 비

경험자는 16.5%에 그침. 반면, 안 성이 낮다는 응답이 구매경험자는 1.8%

이나 비경험자는 24.3%로 높게 나타남.

그림 3-25.  국산 유기가공식품 안 성에 한 만족수

<구매 경험자> <구매 비경험자>

○ 국산  수입유기가공식품의 안 성에 해 모두 국산을 더 신뢰하기는 하

나, 구매경험자의 국산 신뢰비 이 20.3%P 더 높게 나타남. 반면, 구매 비경

험자는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의 응답비 이 19.4%로 경험자의 2.0%에 비

해 높게 나타남.

그림 3-26.  국산  수입유기가공식품의 안 성 신뢰 비교

<구매 경험자> <구매 비경험자>

○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신뢰도 향상을 해 구매경험자는 ‘제조방법  과정

을 명확하게 공개’, ‘원재료의 산지  생산자 공개’, ‘인증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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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강화’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분석되었으나, 비경험자는 ‘인증제도의 

개선  리강화’, ‘제조방법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 ‘식품첨가물에 

한 내용 공개 철 ’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나타남.

그림 3-27.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신뢰도 향상을 한 필요사항

<구매 경험자> <구매 비경험자>

○ 향후 구입확  한 필요사항으로는 응답비 의 차이는 있으나, 구매경험자

와 비경험자 모두 ‘유기가공식품 가격 인하’, ‘인증제도 개선  리강화로 

신뢰제고’, ‘유기가공식품 취 매장 증가’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3-28.  향후 구입확 를 한 필요사항

<구매 경험자> <구매 비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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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유기가공식품에 향후 지불의사는 구매경험자가 평균 1,508원, 구매비

경험자가 1,404원으로 구매경험자가 104원 더 높게 나타남. 품목별로는 신

선반찬류, 가공식품 등이 구매경험자의 지불의사가 비경험자에 비해 상

으로 높았으며 다류의 경우, 구매비경험자가 구매경험자에 비해 28원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16.  국산 유기가공식품 품목별 향후 지불의사

단 : 원

일반
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구매 경험자(A) 구매 비경험자(B) A-B

가공식품(떡류, 죽류 등)

1,000

1,578 1,481  97

가공식품( 가루, 면류, 빵류 등) 1,500 1,349 151

유아식/분유 1,693 1,610  83

신선반찬류(김치, 두부, 장아  등) 1,540 1,350 190

조미양념류(조미류, 장류, 기름류 등) 1,538 1,390 148

다류(녹차, 둥 차 등) 1,428 1,456 △28

음료류(사과주스, 포도즙, 양 주스 등) 1,444 1,356  88

과자류(쿠키, 스낵, 시리얼 등) 1,391 1,320  71

기타(잼류, 유가공품 등) 1,463 1,323 140

평균 1,508 1,40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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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유기가공식품 장래소비의향 요인분석

1. 분석모형6

○ 설문조사 자료를 기 로 국산 유기가공식품에 한 향후 소비의향 요인을 

분석하 음. 친환경농산물 혹은 유기농산물의 수요와 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종속변수를 2개의 범주로 구성하고 이 때 용할 수 있는 이항형 로지

스틱 회귀모형(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주로 이용하 음(강충  

외, 2005; 김창길 외, 2005; 윤석원 외, 2000).

    

○ 이항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확률변수 가 이항분포  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다음 <식 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log
                                <식 4-1>

 

    식은 다음 <식 4-2>와 같이 다시 쓸 수 있음.

6 분석모형은 서혜선 외(2009)를 참고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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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exp′

exp′


                           <식 4-2>

○ 종속변수가 2개의 범주로 구성된 경우 이항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

는 것이 합하지만 3개 이상의 범주를 가지고 있고, 순서형을 취하는 경우

에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Ord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

하는 것이 보다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얻기 해 종속변수가 취할 수 있는 범주가 

 ⋯  라고 함. 여기서 종속변수가 범주  값을 가지고 설명변수

   ⋯ 가 ⋯ 를 취했을 때의 확률을   ⋯  

   라고 함. 그리고 첫 번째 범주부터 번째 범주까지의 확률의 합을

       ⋯ 라고 놓으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일반 으

로 다음 <식 4-3>과 같이 표 됨.

     log

   ⋯                         <식 4-3>

                

             여기서  ≤ 

   <식 4-3>에서 종속변수가 어느 한 범주에 속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exp′
exp′

              
exp′
exp′


exp′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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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exp′


exp′
exp′

                  ⋯

   여기서 ′   ⋯     ⋯ ′임. 한 개의 측벡터

  ⋯ 에 한 가능도 함수는  이면 1, 그 지 않으면 0으로 둔 

×벡터    ⋯
′을 구성하면 

                
 


 ⋯ 



   과 같이 표 됨. 따라서 로그 가능도 함수는 다음 <식 4-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log  




loglog⋯log   <식 4-4>

   최  가능도 추정량은 반복 알고리즘에 의해 추정하게 됨.

○ 소비자를 상으로 향후 국산 유기가공식품 소비의향은 ‘많이 증가’, ‘증가’, 

‘  수  유지’, ‘감소’, ‘많이 감소’의 다섯 가지 범주로 조사하 음. 유기가

공식품 소비의향을 증가,  수  유지, 감소 등 순 를 가지는 것으로 악

하여 로지스틱모형보다는 순서형 로지스틱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합하다

고 할 수 있을 것임. 본 보고서에서는 로지스틱과 순서형 로지스틱 두 가지 

모형을 모두 추정하여 유기가공식품 소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두 모

형의 결과를 비교해 보고자 함.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국산 유기가공식품에 

한 잠재  수요계측을 악할 수 있으며 국산 유기가공식품 소비확  방

향의 기 자료를 얻을 수 있음.

○ 소비자조사결과 체 응답자 400명 가운데 ‘많이 증가’ 10.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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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수  유지’ 40.3%, ‘감소’ 1.0%, ‘많이 감소’ 0.0%로 나타났음

<그림 3-11>. 따라서 국산 유기가공식품 소비의향에 한 2개의 범주를 ‘향

후 유기가공식품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다’와 ‘향후 유기가공식품 소비를  

수 으로 유지시키거나 감소시킬 것이다’로 설정하고 이항형 로지스틱 실

증분석 모형을 설정하면 아래 <식 4-5>와 같음.

  log유지혹은감소
증가

 나이소득학력⋯    <식 4-5>

 

○ 향후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소비를 ‘많이 증가시킬 것이다’, ‘증가시킬 것이

다’, ‘  수 으로 유지시키거나 감소시킬 것이다’의 3개의 순 형 범주로 설

정하고 순서형 로지스틱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면 아래 <식 4-6>과 같음.

  log 증가유지혹은감소
많이증가  나이소득학력⋯ 

  log유지혹은감소
많이증가증가   나이소득학력⋯ <식 4-6>    

  

2. 분석자료

○ 소비의향 분석에는 유기가공식품 구매경험이 있는 20  이상 기혼여성 400

명을 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 으며 설문 상자의 사회경제  특성

은 <표 3-1>와 같음.

○ 국산 유기가공식품 소비의향 분석의 설명변수는 사회경제  변수와 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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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 특성변수들로 설정함.

○ 소비의향 분석의 종속변수로 수요의향1은 로지스틱 분석을 해 설정된 것

으로 국산유기가공식품 소비의향이 ‘증가’로 응답한 경우는 1로 ‘  수  유

지 혹은 감소’인 경우 0으로 나타냈음. 수요의향 2는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

을 해 설정된 것으로 소비의향이 ‘크게 증가’로 응답한 경우는 1로 ‘증가’

로 응답한 경우는 2로 ‘  수  유지 혹은 감소’인 경우 3으로 나타내었음.

 

○ 소비의향 분석의 설명변수로 나이는 응답자의 재의 나이를 설명하며, 소

득1은 200만원, 미만은 1을 나타내며, 동일한 방법이 200만~300만원 미만, 

300만~400만원 미만, 400만~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에 용됨. 학력은 

더미변수로 처리되었으며 졸이상은 1로 기타는 2를 나타냄. 

○ 유기식품구입비 은 응답자 가계의 총식료품구입비용 가운데 국산유기가공

식품 구입비 을 나타내며, 아래의 식으로 계산되었음.

    유기식품구입비중 총식료품구입비용
국산유기가공식품구입비용

×            <4-7>

 

○ 첨가물 확인은 국산유기가공식품 구입 시 식품첨가물 사용을 확인하는지 여

부를 가리키며, 확인을 1로 기타를 2로 나타냄. 가격수 인식은 응답자가 국

산 유기가공식품의 가격수 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리키며, ‘매우 렴

한 편이다’를 1로 나타냈으며 동일한 방법이 ‘ 렴한 편이다’, ‘ 정한 수

이다’, ‘비싼 편이다’, ‘매우 비싼 편이다’에 용됨. 

○ 가격 비 품질만족도는 응답자가 구입하는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가격 비 

품질 만족도를 가리키며, ‘매우 불만족스럽다’를 1로 나타냈으며 동일한 방

법이 ‘불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에 용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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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제도만족도는 응답자의 국산 유기가공식품에 한 만족수 을 가리키며, 

‘매우 낮다’를 1로 나타냈으며 동일한 방법이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에 용됨. 

○ 건강증진도는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소비가 응답자  가족의 건강증진에 도

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가리키며, ‘  도움이 되지 않는다’를 1로 나타냈으

며 동일한 방법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에 용됨.  

표 4-1.  소비의향 분석의 설명변수

구분 변수명 내용

종속

변수

수요의향1 증가(=1), 수 유지 혹은 감소(=0)

수요의향2 크게 증가(=1), 증가(=2), 수 유지 혹은 감소(=3)

독립

변수

나이 응답자의 나이

소득1 200만원 미만은 1로 표기

소득2 200만～300만원 미만은 2로 표기

소득3 300만～400만원 미만은 3으로 표기

소득4 400만～500만원 미만은 4로 표기

소득5 500만원 이상은 5로 표기

학력 졸 이상(=1), 기타(=2)

유기식품구입비 총식료품구입 비용  국산유기가공식품 구입비

첨가물확인 식품 첨가물확인(=1), 기타(=2)

가격수 인식 국산 유기가공식품 가격수  인식(5  리커트 스 일)

가격비품질만족도 국산 유기가공식품 가격비 품질만족도(5  리커트 스 일)

인증제도만족도 국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만족도(5  리커트 스 일)

건강증진도 가족건강증진도(5  리커트 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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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설명변수의 기 통계량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나이 25.00 58.00 39.14 8.04

소득 1.00 5.00 3.41 1.19

학력 1.00 2.00 1.29 0.45

유기식품구입비 1.00 40.00 6.85 6.16

첨가물확인 1.00 2.00 1.32 0.47

가격수 인식 3.00 5.00 3.96 0.42

가격비품질만족도 2.00 5.00 3.46 0.66

인증제도만족도 2.00 5.00 3.67 0.67

건강증진도 1.00 5.00 3.53 0.72

3. 분석결과

○ <표 4-2>는 분석에 이용된 설명변수의 기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음. 나이의 

평균은 39.1세, 소득의 평균은 3.41, 즉 300만~400만원 미만에 가깝고 학력

의 평균은 1.29로 졸 비 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나 응답자가 상 으

로 고, 소득과 학력이 약간 높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터넷 조사방법을 채

택한 결과로 보여짐.

○ 유기식품 구입비  평균은 6.85%로 나타났고, 가격수 인식, 가격비품질만

족도, 인증제도만족도, 건강증진도 등의 평균이 모두 상 으로 높은 수

으로 나타났음. 

○ <표 4-3>은 국산 유기가공제품 향후소비의향에 한 로짓  순 형 로짓모

형 추정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로짓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면 변수를 투입시킨 후 -2Log-Likelihood는 

471.470, 카이제곱 통계량은 70.734이고, 카이제곱 통계량에 한 유의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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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0.000이므로 모형에 합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순 형 로

짓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면 변수를 투입시킨 후 -2Log-Likelihood는 

656.698, 카이제곱 통계량은 101.683이고, 카이제곱 통계량에 한 유의확

률이 0.000이므로 모형에 합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순 형 로짓모형과 로짓모형의 추정결과를 비교해보면 부호는 모든 설명변

수에 해 동일하게 나타났고, 계수값의 크기도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유의

확률을 기 으로 볼 때 순 형 로짓모형의 경우가 보다 더 잘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순 형 로짓모형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추정결과를 설명

하면 아래와 같음.

○ 순 형 로짓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향후소비의향의 나이에 한 부호는 음

의 부호를 가졌고, 5% 수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추정결과는 

은 층일수록 향후 국산 유기가공식품에 한 소비를  수 으로 유지시키

는 것보다 증가시킬 확률이 보다 높음을 보여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소비자

들이 환경과 가족 건강에 한 의식수 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임. 

○ 향후소비의향의 소득에 한 부호는 기 된 부호를 가졌고, 1% 수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소득이 높을수록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소비를 증

가시킬 확률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향후 고소득자를 상으로 한 

차별  마  략의 필요성을 시사함.

○ 가격수 인식에 한 부호는 양의 부호를 가졌고, 1% 수 하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음. 가격수 인식에 한 양의 부호는 소비자가 국산 유기가공

식품의 가격이 비싸지만 안 성, 양가에 한 가치를 인정하여 향후에 구

입을 확 시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는 향후 유기가공식품

의 가격설정에 있어 일반가공식품과의 정 수 의 가격 차이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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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소비의향의 가격 비 품질만족도와 인증제도 만족도에 한 부호는 기

되는 부호를 가졌고, 1% 수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향후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경우 국산 유기

가공식품에 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 할 수 있음.

○ 향후소비의향의 건강 증진도에 한 부호는 기 되는 부호를 가졌고, 1% 수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소비자는 국산유기가공식품의 소비로 가

족의 건강이 좋아졌다고 단할수록 향후에도 소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홍보 략 수립 시 유기식품과 건강 상 계의 과학  분석결

과를 토 로 가족 건강 증진에 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유용함을 시사

하고 있음.

○ 학력에 한 부호는 상되는 부호가 나타났으나 유의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체 식료품 구입비 가운데 국산유기가공식품 구입비 이 높을수

록,  국산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첨가물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소비자

일수록 향후 소비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첨가물확인의 경우 소

비자의 식품안 성에 한 심이 높아질수록 소비자의 유기인증제도에 

한 신뢰성이 높아질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한 응책이 요구됨.

○ 유기농식품인증제도가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이 하나의 제도하에서 일

원화될 필요가 있고, 정 인증심사원, 정 인증수수료, 등 인증제도의 운

용체계도 효율 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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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향후소비의향요인 추정결과

구분　
로짓모형 순 형 로짓모형

추정치 표 오차 Wald 추정치 표 오차 Wald

상수항/상수항1 -7.384*** 1.508 23.991 -12.117*** 1.476 67.362

      /상수항2 -9.057
***

1.405 41.550

나이 -0.031** 0.015  4.138 -0.032** 0.014  5.184

소득   0.316
***

0.107  8.793   0.282
***

0.098  8.243

학력 0.319 0.274  1.352 0.289 0.258  1.248

유기구입비 0.026 0.021  1.509  0.031
*

0.018  2.949

가격수 인식  0.633** 0.278  5.182   0.880*** 0.257 11.760

가격비품질만족 0.332
*

0.189  3.088   0.489
***

0.174  7.900

인증제도만족  0.494** 0.192  6.629   0.470*** 0.176  7.160

첨가물확인 0.343 0.240  2.044  0.398
*

0.229  3.012

건강증진도   0.517*** 0.175  8.690   0.633*** 0.159 15.900

모형 합도

-2Log-Likelihood: 471.470

Chi-Square(x2): 70.734

(P=0.000) 

-2Log-Likelihood: 656.698

Chi-Square(x2): 101.683

(P=0.000) 

주 1) 순 형 로짓모형의 상수항은 2개임. 

   2) ***, **, *은 각 1%, 5%, 10% 수 에서 유의함.

   3) SPSS 로그램으로 순 형로짓모형을 합시키면 모형형태의 변화로 설명변수의 부

호가 재 제시된 것과는 반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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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유기가공식품 소비 진 방향

○ 정부의 탄소 녹색성장정책으로 향후 유기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상됨에 따라 유기농산물의 로 확보가 시 한 과제로 두되고 있음. 국

산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유기가공식품을 생산하여 매하는 략은 국산 유

기농산물에 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임. 국산 유기가공식품에 

한 소비 진 방향을 도출하기 해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소비실태를 악하

고 향후 소비의향을 분석함. 

 

○ 이 보고서는 수도권의 주부들을 상으로 국산 유기가공식품에 한 구매패

턴, 향후소비의향, 지불의향 등을 조사하 음. 설문조사 자료를 기 로 소비

자들의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구매행태와 향후 소비의향을 분석하고, 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유기가공식품 소비 진 방향을 도출하 음.  

○ 첫째, 향후 유기가공식품에 한 소비의향을 조사한 결과 구입 경험자의 경

우 58.8%, 구입 비경험자는 80.6%가 향후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하

음. 이와 같이 유기가공식품에 한 소비의향이 높기 때문에 향후 국산 유

기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국산 유기가공식품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유기농

산물의 수요를 창출하고 국산 유기농산물의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

안 도출은 유용할 것임. 소비자조사 결과 특히 가공식품, 신선반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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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에 한 구입을 확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기식품 가공

분야에 새로 참여하고자 하거나 품목확 를 고려하는 가공업자에게 시사

을 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설문조사 결과 국산유기가공식품 구입 경험자  비경험자 모두 향후 

유기가공식품의 구입확 를 해 유기가공식품의 가격인하가 가장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 으므로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한편 순 형로짓모형 추정결과를 보면 

국산 유기가공식품 가격을 높은 수 으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향후소비의향

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가 가격을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안 성과 

건강을 해 유기가공식품을 소비하는 경우로 해석해야 할 것임. 따라서 일

반가공식품에 한 한 가격 차별화 략을 계속해 나감과 동시에 소비자

들의 지불의향가격 수  이상의 가격을 낮추어 으로써 소비를 진시킬 필

요가 있음. 구입경험자의 지불의향 가격은 1.5배, 구입비경험자는 1.4배로 

나타나 국산원료-국산가공식품의 일반가공식품에 한 가격차이 2.02배를 

크게 상회하므로 가격을 낮추기 한 다양한 략이 요구됨. 를 들어 정부

는 국산 유기가공식품 생산업체의 규모화를 유도하거나 세 지원을 통해 국

산유기가공식품의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임. 

○ 셋째, 구입의 편리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구입의 편리성을 제고시키기 

해 우선 으로 소비자의 국산유기가공식품에 한 근성을 높여  필요

가 있음. 앞으로 소비자는 주로 형할인마트, 직거래단체, 문매장 등에서 

유기가공식품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을 감안하여 이들 장소에서의 유기가

공식품 구입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특히 형할인마트의 경우 유기농식품 

문 매코 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험자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

과에도 나타났듯 국산유기가공식품 소비확 를 해 유통업체들은 유기농

식품 취  문매장도 보다 확 시켜야 할 것임. 더 나아가 주택가의 편의

, 소규모 슈퍼마켓, 약국, 온라인 매장 등에서 유기농식품 취 비 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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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기 한 한 책이 필요함. 구입의 편리성을 제고시키는  하나의 

방법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간소화이며 그 로 재 친환경농업육성

법과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기농식품에 한 제도를 통합

하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원산지, 원료함유량 등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인지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표시제도를 개선할 필

요가 있음.

○ 넷째,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유기가공식품의 아이템을 다양

화할 필요가 있음. 설문조사 결과 유기가공식품의 다양화는 낮은 순 로 응

답하 지만 일반 가공제품에 비해 아이템이 한정되어 있다면 소비의 제약요

인이 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국산 유기가공식품업체는 일반 가공식품의 아

이템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겠지만 소비에 있어 유기가공식품의 특징을 최

한 살릴 수 있는 품목류(유아식/분유, 가공식품 등)를 심으로 집 으

로 아이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유기가공식품에 한 소비자 홍보의 강화가 필요함. 설문조사결과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가족 건강에 한 기여도를 보면 도움이 된다고 응답

한 비 이 48.8%로 높게 나타났고, 순 형로짓분석 결과에서 건강증진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향후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유기가

공식품 홍보 략 수립 시 유기가공식품과 건강과의 계성에 한 과학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건강 증진에 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단됨. 뿐만 아니라 유기가공식품의 안 성, 환경 향에 한 

정 인 측면을 부각시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유기가공식품의 품질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소비경험이 있는 소

비자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증제도  안 성에 한 만족수

은 높다는 의견이 60% 이상이지만 맛에 한 만족수 은 상 으로 낮

게 나타났음. 유기농이기 때문에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가공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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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으로 일반가공식품에 비해 맛이 덜하거나 식감이 떨어진다며 수요 확 의 

제약이 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화학조미료 신 사용할 수 있는 체조미

료를 개발하거나 식감을 높일 수 있는 가공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품질을 제

고시킬 필요가 있음. 

○ 일곱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한 모니터링의 강화가 필요함. 소비자는 

유기가공식품 구매 시 72.8%가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67.8%가 식품첨가물

을 확인한다고 응답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매우 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식품첨가물을 확인하는 소비자일수록 향후소비의향도 높게 나타

났음. 만약 유기 100%라는 인증마크가 새겨져 있지만 오히려 일반가공식품

보다 해물질이 더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안 성이나 웰빙 때문

에 유기가공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신뢰도와 소비의욕을 하시키는 결

과를 래하게 될 것임. 따라서 인증기 의 책임성과 인증품에 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해 인증기 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인증기 에 

한 모니터링을 내실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 계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여덟째, 은 연령층의 고소득자를 상으로 한 차별 인 마  략이 필

요함. 순 형로짓분석 결과는 은층일수록 고소득자일수록 향후에 국산 유

기가공식품의 소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은 연령층의 고소득

자를 타깃으로 한 소비 진 략이 필요함. 를 들어 백화 에서 유기가공

식품의 구색을 갖추어 으로써 일 구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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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요약  결론

○ 이 연구는 유기농산물 가격안정화를 해 수요측면에서 유기가공식품에 

한 소비자의 구매행태  향후 소비의향에 하여 체계 으로 분석하는 데 

목 이 있음.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유기가공식품에 한 소비

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를 기 로 소비 진방향을 제시함.

○ 이 연구에서는 유기가공식품에 한 소비실태 분석에 한 보다 정교한 결

과를 도출하고자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 고, 정책  시사  

도출을 해 가격수 인식, 가격비품질만족도, 첨가물확인여부, 가족건강 증

진도 등의 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하 음.

○ 설문조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  이상 기혼여성 503명을 상으로 온라

인조사를 하 음. 상자의 특성을 보면 구매경험자(400명)의 경우 연령

는 30  40명(10.5%), 40  182명(45.5%), 50  이상 178명(44.5%)으로 40

가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고, 소득수 은 300만~400만원 가 52.0%를 

차지하 음. 구매비경험자(103명)의 경우 연령 는 30~40 가 70.9%를, 소

득수 은 300만~400만원 가 58.3%를 각각 차지하 음. 

○ 유기가공식품 구매 시 인증마크를 확인한다는 응답이 72.8%로, 식품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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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한다는 응답이 67.8%로 각각 조사되어 표시제도에 한 높은 심도

를 나타냈음.

○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  안 성에 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 이 

60%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맛의 경우는 48.4%로 상 으로 낮았음. 한편, 

비경험자의 경우 인증제도  안 성에 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 은 

16.5%에 그침.

○ 국산과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안 성에 해서는 국산을 더 신뢰한다는 의견

이 86.3%인 반면, 수입 유기가공식품을 더 신뢰한다는 의견은 6.0%로 부

분의 소비자는 국산 유기가공식품에 한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월별 지출액은 17만 7,000원으로 식료품 지출비용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산 유기가공식품 구매 후 의료비가 

감소하 다는 응답 비 이 18.3%로 증가하 다는 응답비  6.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건강증진 여부에 해 48.8%가 도움이 된다(48.3%는 별 

차이 없는 것으로 응답)고 응답하 음. 

○ 향후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소비의향에 해서는 경험자의 경우 58.8%, 비경

험자의 경우 80.6%의 응답자가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하여 잠재  

수요량이 많을 것으로 단되며, 경험자의 경우 가공식품, 신선반찬류, 

가공식품에 한 구입의사가 크다고 응답하 음.

○ 향후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소비의향을 순 형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

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가격수 을 높게 인식할수록 

소비를 증가시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가격비품질 만족도, 인

증제도 만족도, 가족건강증진도가 향후 소비의향과 유의한 양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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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냄.

○ 향후 국산 유기가공식품 구입확  해 필요사항으로 구매경험자와 비경험

자 모두 가격인하와 인증제도 개선  리강화로 신뢰도 제고가 우선 으

로 필요하다고 응답하 으며, 구매 경험자의 경우 근도를 높이기 해 유

기가공식품의 취 매장 증가도 요하게 생각하 음.

○ 일반가공식품 가격 1,000원 비 지불의향가격은 구매경험자의 경우 평균 

1,508원(1.51배), 비경험자의 경우 1,404원(1.4배)으로 재 매되고 있는 

일반가공식품 가격 비 국산유기가공식품(국산원료-국내가공)의 가격차 

2.02배보다 크게 낮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나 수요확 를 해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국산 유기농산물 가격안정화를 한 유기가공식품 진방향으로 유기가공

식품의 가격인하를 해 가공업체 생산의 규모화와 세제 혜택이 필요하고, 

구입의 편리성을 제고시키기 해 형할인마트에 유기농식품 문 매코

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유기가공

식품의 아이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유기가공식품 소비 진을 해 잠재 이고 지속 인 소비계층인 은 연령

층의 고소득자를 상으로 차별  마  략이 필요함. 를 들어 백화

에서 유기가공식품의 구색을 갖춤으로써 일 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

음. 한 소비자를 상으로 유기가공식품의 안 성과 건강과의 계성에 

한 홍보를 확 하고 신뢰성 제고를 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한 

모니터링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소비실태 분석을 해 설문조사방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

하 는데, 조사 상이 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연구결과를 국 으로 확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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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기 어렵다는 , 인터넷조사를 실시하면서 연령 를 사 에 어느 정도 

고려하 음에도 은 계층의 응답비 이 상 으로 높았다는  등의 한계

도 있음.

○ 향후 연구에서는 국의 소비자를 상으로 한 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소

비자 구매행태  소비의향분석이 이루어져 보다 일반 인 결론이 도출되도

록 해야 할 것이며, 국산유기가공식품의 소비확  방안에 해 구체 으로 

연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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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  지침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 415호(‘09.12.16)

제1장 총 칙

제1조(목 ) 이 지침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세

부사항을 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유기식품의 제조·가공  유통 등의 사업을 운 하는 모든 

개인 는 법인을 말한다.

   2. “유기가공식품”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에 따른 유기농산물을 

원료 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3. “가공보조제”란 특정한 기술  목 을 수행하기 하여 원재료, 식품 

는 그 성분의 가공에 의도 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물질 는 재료로서, 

그 자체로는 식품으로 소비되지 않으나 최종 생산물에 포함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4. “원재료”는 식품 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

종 제품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5. “주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 으로 소비자에

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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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증제도의 용

제3조( 용 범 ) ① 아래 각 호의 사업자가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국산 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는 가공하고자 하는 자(도축  신선편이 가공, 육가공, 유가공, 도정 

 제분 업자 포함)

   2. 국내 매를 목 으로 국산 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는 가공하고자 하는 자

   3. 국내에서 국산 는 외국산 유기가공식품을 소분 는 재포장 하는 자

 ② 인증품 생산에 사용하는 원료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별

표3]에 명시된 인증기 에 합한 것이어야 한다. 유기원료의 합여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지정 받은 인증기 이 발 한 인증서로 확인

한다.

제3장 인증  취 기

제4조(인증기 )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별표4]에 명시된 “유기가공 식품

의 인증기 ”은 다음과 같이 용한다.

   1. ‘유기 으로 생산되거나 취 된 것’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유기

농산물 인증을 받거나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2. ‘동일한 종류의 비유기 원료’를 단하는 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다.

     가.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해서는 명칭이 같으면 동일한 종류의 원료로 

단할 수 있다. 

     나. 단순 가공된 원료에 해서는 해당 원료의 가공에 사용된 원료가 동

일하면 명칭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원료로 단할 수 있다. 를 들면, 

옥수수분말과 옥수수 분, 토마토퓨 와 토마토페이스트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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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로 볼 수 있다.

     다. 구체 인 사례에 따른 원료의 동일성 여부는 인증기 이 단한다.

   3. 인증 시제품에 한 인증심사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인증

하지 아니한다. 

   4. 유기가공식품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 물 수질기   검사 등에 한 규

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 에 합하여야 한다.

   5. 사업자가 사용하는 미생물 제제가 규칙 [별표4] 나. 5)의 ‘유 자변형 미

생물에서 유래한 것’ 과 무 하다는 것은 해당 미생물 제제의 공 자로

부터 받은 증빙서에 의해 확인한다.

   6. ‘기계 , 물리  방법’은 단, 분쇄, 혼합, 성형, 가열, 냉각, 가압, 감압, 

건조, 분리(여과, 원심분리, 압착, 증류), 임, 훈연 등을 의미하며, ‘생물

학  방법’은 발효, 숙성 등을 의미한다.

   7. ‘ 리방사선’은 살균, 살충, 발아억제, 성숙의 지연, 선도 유지, 식품 특성

의 개선 등을 목 으로 사용되는 방사선을 의미한다. 

   8. 유기원료의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원료별로 단 가 달라 량과 부피가 병존하는 때에는 최종 제품의 단

로 통일하여 계산한다.

    나. 인증 받은 유기 첨가물은 유기원료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다. 계산 시 제외되는 물과 소 은 의도 으로 투입되는 것에 한하며, 가공

되지 않은 원료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물과 소 은 포함한다.

    라. 농축, 희석 등 가공된 원료 는 첨가물은 가공 이 의 상태로 환원한 

량 는 부피로 계산한다.

    마. 비유기 첨가물이 포함된 가공 유기원료를 사용하 을 때에는 해당 원

료의 유기원료 비율만큼만 유기원료로 인정하여 계산한다.

제5조(취 기 )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별표6]에 명시된 “유기가공 식품

의 취 기 ”은 다음과 같이 용한다. 

   1. 해충을 없애기 한 ‘ 방  방법’은 서식처 제거, 근 경로의 차단, 천

의 활용 등을 의미하며, ‘물리 ·기계 ·생물학  방법’은 물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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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음 , 음 , 빛, 자외선, 덫, 온도 리 등을 의미한다.

   2. ‘허용된 살충 물질’은 규칙 제22조제2항에 련 [별표5] ‘유기  취  허

용물질’과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련 [별표1] 1. 가. (2) 

‘병해충 리를 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를 의미한다.

제4장 인증 표시

제6조(표시 등) ① 인증받은 사업자는 인증품에 “도형”, “인증 기 명”, “인증

번호”등을 별표1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 제3호의 ‘유기가공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

는 어의 ‘Organic’, ‘Bio’, ‘Eco’ 등이며, 이와 같은 의미의 제3국 언어를 

의미한다.

제7조(세부표시기 ) ① 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 은 별표2와 같다.

  ② 그 이외 사항은 ｢식품 생법｣ 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표시한다.

제5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5일까지 훈령· 규 등의 발령  

리에 한 규정( 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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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  지침 제7조 1항 련)

1.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기

 가. 국내 식품   

  1) 원재료 

  가)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정제수와 염화나트륨을 제외한

다. 이하 같다)의 95퍼센트(%)이상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같

은법 시행규칙 제9조 련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 농림산물

(“ 환기”로 표시된 유기농림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축산물의 인증기 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농·축·임산

물(이하 “유기농산물”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나) 동일 원재료에 하여 유기농산물과 비 유기농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 당해 식품에 사용하는 용기·포장은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생물분해성 재

질이어야 한다.

  2) 그 이외의 사항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와 [별표5]  [별표6]의 기 에 합하여야 한다. 

 나. 수입 식품 

  1) 가목 1) 가)의 규정에 따른 유기농산물이여야 한다. 

  2) 가목 1) 나)에서 다)까지의 기 과 동목 2)의 기 에 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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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농산물 함량에 따른 표시기

 가. 유기농산물 100퍼센트(%) 사용한 식품

  1) 유기농산물 100퍼센트(%)에 해당되는 제품은 유기농산물 이외에 어떠한 

식품 는 식품첨가물도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2) 표시범   장소

   가) “유기 100퍼센트(%)”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나) 표시장소는 주표시면 등 제품의 어느 장소에도 표시할 수 있다.

   다) 이 고시 제6조 1항에 따른 유기인증 표시와 로고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라) 원재료명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

여야 한다.

 나. 95퍼센트(%) 이상 유기농산물인 식품

  1)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의 95퍼센트(%) 이상이 유기농산물이어야 

한다.

  2) 표시범   장소

   가) “유기” 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나) 표시장소는 주표시면 등 제품의 어느 장소에도 표시할 수 있다.

   다) 이 고시 제6조 1항에 따른 유기인증 표시와 로고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라) 원재료명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

여야 한다.

 다. 70퍼센트(%)이상 95퍼센트(%)미만 유기농산물인 식품

  1)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의 70퍼센트(%) 이상 95퍼센트(%) 미만이  

유기농산물이어야 한다.

  2) 표시범   장소

   가) 유기라는 용어 앞에 70% 이상에 해당되는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제품명 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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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표시장소는 주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다) 이 고시 제6조 1항에 따른 유기인증 표시와 로고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라) 원재료명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

여야 한다.

 라. 70% 미만 유기농산물인 식품

  1) 가목  다목 외의 식품으로서 제품의 원재료로 특정 유기 농산물을  사

용하 지만 그 사용 비율이 물과 소 을 제외한 원재료 함량이 70% 미만

인 제품에 한한다.

  2) 표시범   장소 

   가)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나) 표시장소는 원재료명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 이 고시 제6조 1항에 따른 유기인증 표시와 로고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라)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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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국내 유기농산물 인증 황

<부도 1> 유기농산물의 인증실  변화추이

자료: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부표 1> 유기농산물 인증실   체 차지비

단 : 호, ha, 톤, %

유기 체

농가 수 면 출하량
농가 수 면 출하량

농가 수 비 면 비 출하량 비

2001 353 14.4 296 14.5 6,538 18.5 2,448 2,039 35,406

2002 442 9.4 450 9.9 10,671 12.2 4,678 4,554 87,279

2003 1,505 12.7 1,601 14.2 21,114 10.5 11,892 11,239 200,374

2004 2,748 11.8 3,327 15.0 33,287 9.1 23,301 22,238 365,203

2005 3,283 11.3 4,622 16.4 36,746 8.0 28,951 28,216 460,735

2006 5,403 10.1 6,095 12.2 68,091 8.5 53,478 49,807 797,747

2007 7,167 9.0 8,559 11.4 95,405 8.5 79,635 74,995 1,128,093

2008 7,507 5.7 9,729 7.9 107,179 6.0 131,460 122,882 1,785,874

2009 8,460 4.9 12,033 6.9 114,649 5.2 172,553 174,107 2,188,311

자료: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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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유기농산물 품목별 인증면   차지비

면 (ha) 차지비 (%)

계 곡류 과실류 채소류 서류 특작류 기타 곡류 과실류 채소류 서류 특작류 기타

1999 6,996 264 428 6,216 81 7 - 3.8 6.1 88.9 1.2 0.1 -

2000 6,538 275 624 5,489 149 1 - 4.2 9.5 84.0 2.3 0.0 -

2001 10,671 547 517 9,014 582 5 5 5.1 4.8 84.5 5.5 0.0 0.0

2002 21,114 1,795 850 17,165 1,171 127 5 8.5 4.0 81.3 5.5 0.6 0.0

2003 34,191 6,876 1,761 23,484 1,636 434 - 20.1 5.2 68.7 4.8 1.3 -

2004 36,746 6,801 2,481 25,076 2,056 18 314 18.5 6.8 68.2 5.6 0.0 0.9

2005 68,091 16,805 4,055 42,902 3,326 906 97 24.7 6.0 63.0 4.9 1.3 0.1

2006 95,406 22,737 5,330 59,213 5,586 - 2,540 23.8 5.6 62.1 5.9 - 2.7

2007 107,179 26,245 6,196 66,577 4,733 - 3,428 24.5 5.8 62.1 4.4 - 3.2

2008 114,649 26,108 16,006 62,354 4,069 - 6,112 22.8 14.0 54.4 3.5 - 5.3

2009 108,810 29,861 7,216 54,068 4,307 5,674 7,684 27.4 6.6 49.7 4.0 5.2 7.1

자료: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부표 3> 지역별 유기농산물 인증면

단 : ha, %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북 남 경북 경남 제주

2001
면 450 74 66 17 98 25 65 61 13 31

비 100.0 16.4 14.7 3.8 21.8 5.6 14.4 13.6 2.9 6.9

2002
면 1,602 301 118 151 440 79 155 241 30 87

비 100.0 18.8 7.4 9.4 27.5 4.9 9.7 15.0 1.9 5.4

2003
면 3,325 455 266 308 847 133 261 484 144 427

비 100.0 13.7 8.0 9.3 25.5 4.0 7.8 14.6 4.3 12.8

2004
면 4,622 660 877 306 1,016 187 418 451 217 490

비 100.0 14.3 19.0 6.6 22.0 4.0 9.0 9.8 4.7 10.6

2005
면 6,094 946 1,025 383 1,528 316 698 536 391 271

비 100.0 15.5 16.8 6.3 25.1 5.2 11.5 8.8 6.4 4.4

2006
면 8,560 1,233 1,241 613 1,649 663 1,384 599 562 616

비 100.0 14.4 14.5 7.2 19.3 7.7 16.2 7.0 6.6 7.2

2007
면 9,729 1,356 1,215 595 1,753 897 1,483 734 528 1,168

비 100.0 13.9 12.5 6.1 18.0 9.2 15.2 7.5 5.4 12.0

2008
면 12,035 1,565 1,380 640 1,405 1,069 2,422 1,612 828 1,114

비 100.0 13.0 11.5 5.3 11.7 8.9 20.1 13.4 6.9 9.3

2009
면 13,343 1,936 1,281 734 1,585 1,384 2,749 1,706 849 1,119

비 100.0 14.5 9.6 5.5 11.9 10.4 20.6 12.8 6.4 8.4

자료: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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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  국 시·군별 유기농산물 인증면

단 : ha

● 강원

 -유기: 

1,281ha

 -무농약: 

11,903ha

 - 농약: 

1,705ha

● 경기

 -유기: 

1,936ha

 -무농약: 

3,050ha

 - 농약: 

3,522ha

● 경남

 -유기: 

849ha

 -무농약: 

3,175ha

 - 농약: 

9,258ha

● 경북

 -유기: 

1,706ha

 -무농약: 

3,948ha

 - 농약: 

18,262ha

● 남

 -유기: 

2,749ha

 -무농약: 

40,074ha

 - 농약: 

62,201ha

● 북

 -유기: 

1,384ha

 -무농약: 

4,501ha

 - 농약: 

6,678ha

● 충남

 -유기: 

1,585ha

 -무농약: 

1,407ha

 - 농약: 

12,605ha

● 충북

 -유기: 

734ha

 -무농약: 

1,930ha

 - 농약: 

2,789ha

  주: 2009년 기  각 도별 유기인증면 이 1~5  시·군만 제시하 으며, 제주도는 제외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 리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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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소비자 설문조사표

1. 유기농식품 구매경험 있는 소비자 설문지 

「유기농식품에 대한 소비성향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 경제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 으로 농업발 을 한 정책수립과 평가에 

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유기농식품에 한 소비실태 분석연구｣ 연구과제의 수행을 해 소비자

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향후 소비자들이 원하는 

유기농식품에 한 발 방안 수립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답변해주시는 

내용은 연구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 조사에 많은 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기 :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조사 련 문의: 정학균 부연구 원 02-3299-4248

               장정경 연구원 02-3299-4340

  

                  

♠ 응답자 정보 ♠

A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남자 ☞ 조사 단 여자

① ②

A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20 30 40 50 60  이상

① ② ③ ④ ⑤



77

A3. 귀하의 재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울 수도권 기타 ☞ 조사 단

① ② ③

A4. 귀하께서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미혼 ☞ 조사 단 기혼

① ②

A4-1. 결혼을 하셨다면 귀하는 업주부이십니까, 취업주부이십니까?

업주부 부업주부 취업주부 기타(                )

① ② ③ ④

․유기농식품은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 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 유기가공식품

․유기농산물을 원료 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친환경농산물 에서도 유기  생산조건을 완벽하게 수한 유기인증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기 인 방법으로 제조·가공  취 하여 유기  

순수성을 유지하는 식품

♠ 유기농산물 관련 사항 ♠

B1. 귀하께서는 최근 6개월 동안 국산 유기농산물을 구입하신 이 있으십니까?

그 다 아니다

① ② ☞ 조사 단

B2. 귀하께서 국산 유기농산물을 구입하는 주요 동기를 요도 순으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 2순 3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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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 성  가족의 건강을 해 ② 매자( 매처)에 한 신뢰 때문에

③ 환경보호를 해 ④ 주변친지나 매체의 홍보와 추천 때문에

⑤ 양가가 높을 것 같아서 ⑥ 인증제도에 한 신뢰 때문에

⑦ 원하는 품목이나 포장단  등 구색이 맞아서 ⑧ 생산자에 한 신뢰 때문에

⑨ 기타(                                                           )

B3. 국산 유기농산물의 인증제도, 안 성, 맛에 한 귀하의 만족수 을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인증제도에 한 신뢰도 ① ② ③ ④ ⑤

안 성에 한 신뢰도 ① ② ③ ④ ⑤

맛에 한 평가 ① ② ③ ④ ⑤

B4. 귀하의 국산 유기농산물 구입에 있어 애로사항이나 구입욕구를 하시키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순 2순 3순

① 가격이 비싸서 ② 당한 구입처를 찾기 어려워서

③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의 이해와 신뢰성 하 ④ 원하는 친환경농산물이 없거나 지속 인 공 이 되지 않아서

⑤ 당한 포장단 (용량)이 없어서 ⑥ 모양, 색상 등 외 이 기존 농산물에 비해 나빠서

⑦ 맛이 없어서 ⑧ 기타(                                       )

B5. 귀하의 향후 국산 유기농산물 소비의향은 어떠십니까?

많이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수 을 유지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많이 감소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국산 유기가공식품 관련 사항 ♠

․유기가공식품은 국산 유기가공식품과 수입  
유기가공식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국산 유기가공식품은 국산  수입 유기농산물로 
만들거나 수입 1차 가공품을 재가공하여 만든 
가공식품을 말합니다.

  - 수입 유기가공식품은 외국산 유기농산물로 외국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을 수입한 것을 말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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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귀하께서는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실 때 유기가공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십니까?

그 다 아니다

① ② ☞ C1-1 문항으로

C1-1. 아니라면 귀하께서는 제품 포장겉면의 “유기”라는 용어를 보고 구입하십니까? 

그 다 아니다

① ②

C2. 귀하께서는 국산 유기가공식품 구입시 어떤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구입하십니까?

그 다 아니다

① ②

C3. 귀하께서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주 구입하는 장소부터 1～2순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 2순

① 직거래단체(한살림, 한국생 연 , 여성민우회생  등)

② 백화 ③ 문매장( 록마을, 유기농하우스 등)

④ 형할인마트 ⑤ 농 계통(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⑥ 인터넷 는 홈쇼핑(온라인) ⑦ 생산자조직( 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⑧ 일반 슈퍼마켓 ⑨ 기타(                                 )

C3-1. 귀하께서 응답하신 1순 인 [C3의 1순  응답] 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주로 구입하시는 이
유는 무엇입니까?

① 타 매처에 비해 렴한 가격 ② 매처나 매자에 한 신뢰

③ 다양한  행사 ④ 다양한 품목단 와 지속 인 공

⑤ 매장 직원의 친 ⑥ 구입의 편리성

⑦ 기타(                               )

C3-2. 귀하께서 응답하신 2순 인 [C3의 2순  응답] 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주로 구입하시는 이
유는 무엇입니까?

① 타 매처에 비해 렴한 가격 ② 매처나 매자에 한 신뢰

③ 다양한  행사 ④ 다양한 품목단 와 지속 인 공

⑤ 매장 직원의 친 ⑥ 구입의 편리성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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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가격 수 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비싼 편이다 비싼 편이다 정한 수 이다 렴한 편이다 매우 렴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문 C4-1 문항으로

C4-1. [C4의 1,2 응답자만] 일반가공식품과 비교하여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가격이 비싸더라
도 구입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성 품질 건강 양가 기타(            )

① ② ③ ④ ⑤

C5. 귀하께서 구입하는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가격 비 제품(품질)만족도는 어떠십니까?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C6. 각 항목별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한 달 구매 횟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구분
월

1회 미만
월

1회
월

2회
월

3회
월

4회
월

5회 이상

가공식품(떡류, 죽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가공식품( 가루, 면류, 빵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유아식/분유 ① ② ③ ④ ⑤ ⑥

신선반찬류(김치, 두부, 장아  등) ① ② ③ ④ ⑤ ⑥

조미양념류(조미류, 장류, 기름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다류(녹차, 둥 차 등) ① ② ③ ④ ⑤ ⑥

음료류(사과주스, 포도즙, 양 주스 등) ① ② ③ ④ ⑤ ⑥

과자류(쿠키, 스낵, 시리얼 등)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잼류, 유가공품 등) ① ② ③ ④ ⑤ ⑥

C7. 귀하께서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구입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가장 고려하시는 사항부터 순
서 로 1～3순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 2순 3순

① 안 성 ② 주산지 ③ 양표시 ④ 맛

⑤ 가격 ⑥ 제조 랜드(가공회사) ⑦ 동일상품의 구입경험 ⑧ 구입장소

⑨ 포장디자인 ⑩ 유통기한 ⑪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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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다음 품질속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십니까? 각각의 품질속성
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요하다

요하다 보통이다
요하지
않다

매우 
요하지 않다

원산지 ① ② ③ ④ ⑤

가격 ① ② ③ ④ ⑤

양소 ① ② ③ ④ ⑤

맛 ① ② ③ ④ ⑤

색깔 ① ② ③ ④ ⑤

용기(PET, 우치, 병, 캔 등) ① ② ③ ④ ⑤

제품 랜드(제품명, 회사명 등) ① ② ③ ④ ⑤

농도/탁도 ① ② ③ ④ ⑤

첨가물(색소, 보존료, 향료 등) ① ② ③ ④ ⑤

C9.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 안 성, 맛에 한 귀하의 만족수 을 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인증제도에 한 신뢰도 ① ② ③ ④ ⑤

안 성에 한 신뢰도 ① ② ③ ④ ⑤

맛에 한 평가 ① ② ③ ④ ⑤

C10. 귀하는 국산 유기가공식품과 수입 유기가공식품(수입산 완제품)  안 성 면에서 어느 것을 
더 신뢰하십니까?

① 국산을 더 신뢰한다 ② 수입산을 더 신뢰한다

③ 모두 신뢰한다 ④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

⑤ 모르겠다

C11. 귀하께서는 국산 유기가공식품과 수입 유기가공식품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①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겠다.
② 안 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수입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겠다.
③ 품목에 따라 선택 으로 이용하겠다.

C12. 귀 의 한달 평균 총식료품의 구입비용(외식비 제외)은 어느 정도 입니까?

월 (                                 )만원 월 소득의 (                              )%

     C12-1. 귀 의 총식료품 비용  국산 유기가공식품 구입에 평균 으로 어느 정도 지출하십니까?

월 (                                 )만원 월 소득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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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2-2. 귀 의 한달 평균 의료비는 어느 정도 입니까? 국산유기가공식품 소비 이 과 이후로 
작성해 주십시오.

국산 유기가공식품 소비 이
한달 평균 의료비

국산 유기가공식품 소비 이후
한달 평균 의료비

월 (                                 )만원 월 (                                 )만원

    C12-3. 귀하께서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소비한 이후 의료비 지출은 소비 이 보다 어떻습니까?

많이 증가하 다 증가하 다 비슷하다 감소하 다 많이 감소하 다

① ② ③ ④ ⑤

C13. 일반가공식품과 비교하여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소비가 귀하나 귀하 가족의 건강증진에 도
움이 된다고 단하십니까?

①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특별한 차이는 없는것 같다 ④ 약간 도움이 된다

⑤ 많은 도움이 된다

C14. 귀하의 정기건강검진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년에 3회 이상 ② 1년에 2회

③ 1년에 1회 ④ 2년에 1회

⑤ 2년에 1회 미만

C15. 귀하의 향후 국산 유기가공식품 소비의향은 어떠십니까?

많이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수 을 유지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많이 감소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C16. 다음 품목 가운데 향후 구입을 확 할 의사가 가장 큰 품목은 무엇입니까?

① 가공식품(떡류, 죽류 등) ② 가공식품( 가루, 면류, 빵류 등)

③ 유아식/분유 ④ 신선반찬류(김치, 두부, 장아  등)

⑤ 조미양념류(조미류, 장류, 기름류 등) ⑥ 다류(녹차, 둥 차 등)

⑦ 음료류(사과주스, 포도즙, 양 주스 등) ⑧ 과자류(쿠키, 스낵, 시리얼 등)

⑨ 기타(잼류, 유가공품 등)

C17. 귀하께서는 향후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주로 어느 곳에서 구입하기를 희망하십니까? 구입을 
희망하는 장소 1～2순 를 작성해 주십시오.

1순 2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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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거래단체(한살림, 한국생 연 , 여성민우회생  등)

② 백화 ③ 문매장( 록마을, 유기농하우스 등)

④ 형할인마트 ⑤ 농 계통(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⑥ 인터넷 는 홈쇼핑(온라인) ⑦ 생산자조직( 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⑧ 일반 슈퍼마켓 ⑨ 기타(                                )

C18. 다음 품목들이 일반 가공식품에 비해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일반가공식품이 1,000원일 경우, 각 부류에 지불하실 의사가 있는 액을 1,000원 이상으로 작
성해 주십시오.

일반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가공식품(떡류, 죽류 등) 1,000원 (                   )원

가공식품( 가루, 면류, 빵류 등) 1,000원 (                   )원

유아식/분유 1,000원 (                   )원

신선반찬류(김치, 두부, 장아  등) 1,000원 (                   )원

조미양념류(조미류, 장류, 기름류 등) 1,000원 (                   )원

다류(녹차, 둥 차 등) 1,000원 (                   )원

음료류(사과주스, 포도즙, 양 주스 등) 1,000원 (                   )원

과자류(쿠키, 스낵, 시리얼 등) 1,000원 (                   )원

기타(잼류, 유가공품 등) 1,000원 (                   )원

C19.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상품단  는 공 과 련하여 다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애로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원하는 상품이 없는 경우
② 원하는 상품은 있으나 포장단 (용량)가 무 큰 경우
③ 원하는 상품은 있으나 포장단 (용량)가 무 작은 경우
④ 원하는 상품의 지속 인 공 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상품이 있다가 없는 경우)
⑤ 해당사항 없음(상품성택에 불편사항 없음)

C20.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구입확 를 해서는 어떠한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유기가공식품의 가격 인하           ② 인증제도의 개선  리강화로 신뢰 제고
③ 유기가공식품을 취 하는 매장 증가  ④ 차별화된 제조방법
⑤ 유기가공식품의 품목 다양화

C21.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① 원재료의 산지  생산자 공개        ② 제조방법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
③ 인증제도의 개선  리강화         ④ 제조업자 신상공개
⑤ 식품첨가물에 한 내용 공개 철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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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2. 유기가공식품과 련하여 하고 싶은 말 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어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자 정보 ♠

※ 다음은 통계처리를 한 응답자 기  정보 련된 문항입니다.

D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학교 졸업 이상

① ② ③

D2. 귀하가 성인이 되기  주로 거주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도시 소도시 농 기타(               )

① ② ③ ④

D3. 귀 의 한달 평균 총소득(세 을 제외한 순수한 소득, 임   이자소득 포함)은 얼마입니까? 

200만원 미만 200만-300만원 미만 300만-400만원 미만 400만-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① ② ③ ④ ⑤

D4. 귀하를 포함하여 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수는 총 몇 명입니까?(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
은 제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D5. 귀 에 살고 있는 미취학, 고생 자녀는 각각 몇 명입니까?

미취학  등학생 자녀 (                                )명

학생  고등학생 자녀 (                                )명

D6. 가족구성원  아토피, 암, 당뇨, 고 압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오

① ☞ 문 C6-1로 ②

D6-1. [D6의 1 응답자만] 질환이 있다면 다음  어느 질환입니까?

 

아토피 암 당뇨 고 압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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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귀하께서는 유기가공식품을 지속 으로 소비해 오셨습니까?

그 다 아니다

①  ☞ 문 C7-1로 ②

D7-1. [D7의 1 응답자만] 그 다면 유기가공식품을 소비해온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1년 미만 ③ 1년 이상～2년 미만

④ 2년 이상～3년 미만 ⑤ 3년 이상～4년 미만 ⑥ 4년 이상～5년 미만

⑦ 5년 이상

D8. 귀하는 소비자단체(생활 동조합 등)의 회원입니까?

그 다 아니다

① ②

2. 유기농식품 구매경험 없는 소비자 설문지 

             
S1. 귀하께서는 국산 유기농산물을 구입하신 이 있으십니까?

그 다 아니다

① ☞ 조사 단 ②

S2. 귀하께서는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신 이 있습니까?

그 다 아니다

① ☞ 조사 단 ②

♠ 응답자 정보 ♠

응답자성명 화번호

A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20 30 40 50 60  이상

① ② ③ ④ ⑤

A3. 귀하의 재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울 수도권 기타 ☞ 조사 단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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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귀하께서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미혼 ☞ 조사 단 기혼

① ②

A4-1. 결혼을 하셨다면 귀하는 업주부이십니까, 취업주부이십니까?

업주부 부업주부 취업주부 기타(                )

① ② ③ ④

A5.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학교 졸업 이상

① ② ③

A6. 귀하가 성인이 되기  주로 거주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도시 소도시 농 기타(               )

① ② ③ ④

A7. 귀 의 한달 평균 총소득(세 을 제외한 순수한 소득, 임   이자소득 포함)은 얼마입니까? 

200만원 미만 200만-300만원 미만 300만-400만원 미만 400만-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① ② ③ ④ ⑤

A8. 귀하를 포함하여 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수는 총 몇 명입니까?(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
은 제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A9 귀 에 살고 있는 미취학, 고생 자녀는 각각 몇 명입니까?

미취학  등학생 자녀 (                                )명

학생  고등학생 자녀 (                                )명

․유기농식품은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 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 유기가공식품
․유기농산물을 원료 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친환경농산물 에서도 유기  생산조건을 완벽하게 수한 유기인증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기 인 방법으로 제조·가공  취 하여 유기  
순수성을 유지하는 식품



87

♠ 유기농산물 관련 사항 ♠

B2. 귀하께서 지 까지 유기농산물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를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 2순

① 가격이 비싸서 ② 유기농산물 인증에 한 이해와 신뢰 부족

③ 당한 구입처를 찾기 어려워서 ④ 모양, 색상 등 외 이 기존 농산물에 비해 나빠서

⑤ 원하는 품목(농산물)이나 포장단 가 없어서 ⑥ 기존 일반농산물로도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

⑦ 기타(                                  )

B3. 국산 유기농산물의 인증제도, 안 성, 맛에 한 귀하의 만족수 을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인증제도에 한 신뢰도 ① ② ③ ④ ⑤

안 성에 한 신뢰도 ① ② ③ ④ ⑤

B4. 귀하의 향후 국산 유기농산물 소비의향은 어떠십니까?

많이 소비할 것이다 조  소비할 것이다 앞으로도 소비할 계획이 없다 기타(               )

① ② ③ ④

B5. 같은 량을 기 으로 만약 일반농산물의 가격을 1,000원이라고 보았을 때, 재 귀하가 생각하
는 유기농산물의 가격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 다면 향후 귀하가 구입 가능한 ‘ 정가격’
을 기입해 주십시오.

일반농산물
유기농산물

재 가격 수 향후 지불의사 액

곡류( , 미, 찹  등) 1,000원 (                )원 (                )원

서류(감자, 고구마 등) 1,000원 (                )원 (                )원

채소류(배추, 상추, 오이, 호박 등) 1,000원 (                )원 (                )원

과일류(배, 사과, 귤, 포도 등) 1,000원 (                )원 (                )원

특작류(녹차잎, 둥 , 팽이버섯 등) 1,000원 (                )원 (                )원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 1,000원 (                )원 (                )원

기타(                       ) 1,000원 (                )원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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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귀하께서는 재 유기농산물의 가격 수 (문 B5에서 응답)에서 귀하의 소득이 재보다 얼마나 
더 상승하면 유기농산물을 구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1～10% 증가할 경우 ② 11～20% 증가할 경우

③ 21～30% 증가할 경우 ④ 31～40% 증가할 경우

⑤ 41～50% 증가할 경우 ⑥ 51% 이상 증가할 경우

⑦ 소득상승과는 무 하다

♠ 국산 유기가공식품 관련 사항 ♠

․유기가공식품은 국산 유기가공식품과 수입  
유기가공식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국산 유기가공식품은 국산  수입 유기농산물로 
만들거나 수입 1차 가공품을 재가공하여 만든 
가공식품을 말합니다.

  - 수입 유기가공식품은 외국산 유기농산물로 외국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을 수입한 것을 말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상으로  
합니다.

C2. 귀하께서 지 까지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를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 2순

① 가격이 비싸서 ②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한 이해와 신뢰 부족

③ 당한 구입처를 찾기 어려워서 ④ 원하는 품목이나 포장단 가 없어서

⑤ 기존 일반가공식품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 ⑥ 기타(                                        )

C3. 향후 귀하께서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구입 시 가장 고려하게 될 것같은 순서 로 작성해 주십시오.

1순 2순 3순

① 안 성 ② 주산지 ③ 양표시 ④ 맛

⑤ 가격 ⑥ 제조 랜드(가공회사) ⑦ 동일상품의 구입경험 ⑧ 구입장소

⑨ 포장디자인 ⑩ 유통기한 ⑪ 기타(               )

C4.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가격 수 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비싼 편이다 비싼 편이다 정한 수 이다 렴한 편이다 매우 렴한 편이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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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 안 성에 한 귀하의 만족수 을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인증제도에 한 신뢰도 ① ② ③ ④ ⑤

안 성에 한 신뢰도 ① ② ③ ④ ⑤

C6. 귀하는 국산 유기가공식품과 수입 유기가공식품(수입산 완제품)  안 성 면에서 어느 것을 
더 신뢰하십니까?

① 국산을 더 신뢰한다 ② 수입산을 더 신뢰한다

③ 모두 신뢰한다 ④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

⑤ 모르겠다

C7. 귀하께서는 국산 유기가공식품과 수입 유기가공식품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①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겠다.
② 안 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수입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겠다.
③ 품목에 따라 선택 으로 이용하겠다.
④ 잘 모르겠다

C8.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구입확 를 해서는 어떠한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유기가공식품의 가격 인하
② 인증제도의 개선  리강화로 신뢰 제고
③ 유기가공식품을 취 하는 매장 증가
④ 차별화된 제조방법
⑤ 유기가공식품의 품목 다양화
⑥ 기타(                                                             )

C9.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① 원재료의 산지  생산자 공개
② 제조방법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
③ 인증제도의 개선  리강화
④ 제조업자 신상공개
⑤ 식품첨가물에 한 내용 공개 철
⑥ 기타(                                                             )

C10. 귀하의 향후 국산 유기가공식품 소비의향은 어떠십니까?

많이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도 소비계획이 없다 기타(                   )

① ② ③ ④

☞ C10-1 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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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1. 다음 품목 가운데 향후 구입할 의사가 가장 큰 품목은 무엇입니까?

① 가공식품(떡류, 죽류 등) ② 가공식품( 가루, 면류, 빵류 등)

③ 유아식/분유 ④ 신선반찬류(김치, 두부, 장아  등)

⑤ 조미양념류(조미류, 장류, 기름류 등) ⑥ 다류(녹차, 둥 차 등)

⑦ 음료류(사과주스, 포도즙, 양 주스 등) ⑧ 과자류(쿠키, 스낵, 시리얼 등)

⑨ 기타(잼류, 유가공품 등)

C11. 같은 량을 기 으로 만약 일반가공식품의 가격을 1,000원이라고 보았을 때, 재 귀하가 생각
하는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가격은 재 어느 정도 수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면 향후 
귀하께서 구입할 의사가 있는 ‘ 정가격’은 얼마입니까?(1,000원 이상의 액을 기입하여 주시
면 됩니다)

일반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가공식품(떡류, 죽류 등) 1,000원 재 가격 수 향후 지불의사 액

가공식품( 가루, 면류, 빵류 등) 1,000원 (             )원 (             )원

유아식/분유 1,000원 (             )원 (             )원

신선반찬류(김치, 두부, 장아  등) 1,000원 (             )원 (             )원

조미양념류(조미류, 장류, 기름류 등) 1,000원 (             )원 (             )원

다류(녹차, 둥 차 등) 1,000원 (             )원 (             )원

음료류(사과주스, 포도즙, 양 주스 등) 1,000원 (             )원 (             )원

과자류(쿠키, 스낵, 시리얼 등) 1,000원 (             )원 (             )원

기타(잼류, 유가공품 등) 1,000원 (             )원 (             )원

C12. 귀하께서는 재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가격 수 (문 C11에서 응답)에서 귀하의 소득이 재보
다 얼마나 더 상승하면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1～10% 증가할 경우 ② 11～20% 증가할 경우

③ 21～30% 증가할 경우 ④ 31～40% 증가할 경우

⑤ 41～50% 증가할 경우 ⑥ 51% 이상 증가할 경우

⑦ 소득상승과는 무 하다

C13. 유기가공식품과 련하여 하고 싶은 말 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성의를 다해 설문자료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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