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1999년 이후 농업인 홈페이지 지원사업 실시 이래 2008년까지 농업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전국적으로 1만개소에 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성공

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우 고객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가 높

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업인 전자상거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

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고객관리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 고객확보를 

위한 활동, 고객관리의 방법, 고객관리의 유형과 기준, 확보된 고객의 관리를 

위한 활동 등을 조사하였다.

농업인들은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면서, 고객과 직접 접하게 되고, 상품의 판

매과정에서 고객관리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블로그 개설 등 온라

인 활동으로 폭을 넓혀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당수의 농업

인들이 고객관리의 필요성 인식에 비해 이를 실천할 구체적 활동방식과 실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시스템 지원과 교육사업에 있

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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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99년 농림식품부에서 농업인 전자상거래 확대와 사이버농업인 육성

을 위해 농업인 홈페이지 지원사업을 실시한 이래 각 지자체별로 농업인 

홈페이지의 구축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로 2008년까지 

농업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전국적으로 1만개소에 달하고 있다(농촌진

흥청, 2009).

<표 1>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현황(농촌진흥청 업무보고 자료 인용)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기
관

농림부 106  200  500  500  200  200  - - -  1,706

농진청  13  100  104  127  86   50  100 50  80  80  790

지자체등 110  951 1,205 1,375  885 1,100 1,200 300＊  300＊  300＊  7,726

총  계 229 1,251 1,809 2,002 1,171 1,350 1,300 350 380 380 10,222

하지만 이러한 농업인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의 양적인 증가에 비해 전

자상거래 실적이 미흡한 농가와 운영능력이 낮은 농가가 다수 있고 실질

적인 운영 농가의 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홈페이지를 

구축한 농가의 양적인 증가에 비해 전자상거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합한 후속 교육과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고 판단되며(농림식품부, 2007), 특히 성과를 내고 있는 농업인 쇼핑몰의 

성공사례를 보면,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농업인일수록 고객관리에 대한 높

은 인식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자상거래 방식의 거래가 도매시장 거래 또는 마트에 납품하는 거래

와는 다르게 최종소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일대일 대면거래

를 주된 비즈니스 모델로 하며, 고객들은 온라인에 존재하는 다양한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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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을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전환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불

만족 상황에서도 쉽게 다른 쇼핑몰로 이동해 버릴 수 있다(이훈영, 

2002). 이러한 상황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농업인이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할 것인가는 쇼핑몰 성과창출에 핵심성공요인

이 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오랫동안 수행해온 선도농업인의 다양한 고객관

리 노하우를 체계화하고, 이들의 고객관리 실태를 분석하는 작업은 농업

인 스스로 자신의 고객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후발농업인에게는 벤치마

킹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의 고객관리 필요성 인지수준, 고객확

보 활동 및 방법, 고객관리의 유형과 기준 및 활동에 대한 설문서를 작

성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운영중인 농업인전자상거래 사업에 참여중인 농업

인을 대상으로 고객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2. 전자상거래 농가의 고객관리 실태분석

2.1. 조사대상의 선정 및 설문진행

농촌진흥청에서 운영중인 농업인 전자상거래 지원시스템인 하이팜

(www.hi-farm.com)에 입점해 있는 농가중 꾸준한 매출과 방문자,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100곳을 대상으로 설문서를 배포하였다.

설문서 배포는 2008년 9월 22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10월 20일까지 

37곳의 설문서를 회수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설문내용이 부실한 1곳을 

제외한 36개의 설문서를 유효설문으로 선정하였다.



22  Food Business & IT Services 제1권 제1호(2009)

2.2. 조사 지표의 정의

전자상거래를 수행하고 있는 농가의 고객관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농가들의 고객관리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 고객확보를 위한 활동, 고객

관리의 방법, 고객관리의 유형과 기준, 확보된 고객의 관리를 위한 활동 

등을 조사지표로 개발하였다.

지표 조사내용 척도

고객관리 
필요성

나는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고객관리를 잘 하
기 위해 내 농장 고객의 유형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낀다.

5점 척도

나는 고객을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서 고객관리 프로그램
을 비용을 들여서라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느낀다.

5점 척도

나는 내 농장과 상품 홍보를 위해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
를 개설하여 활동하는 것이 고객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느낀다.

5점 척도

나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고객을 확보하고 관리해야만 전
자상거래 매출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5점 척도

나는 전자상거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옥션이나 G마켓, 
우체국 쇼핑 등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점 척도

고객확보 
활동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활동들이 가장 효과적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설문

고객관리 
방법

전자상거래 등으로 발생한 고객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 어
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4지
선다

고객관리 
유형

확보된 고객을 잘 관리하기 위해 고객유형을 구분하여 관
리하고 계십니까

선택형
(중복가능)

고객관리 
기준

고객을 충성고객과 일반고객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계신다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5지
선다

고객관리 
활동

확보된 고객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한 서비스를 진
행하고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선택형
(중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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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설문대상의 특징

2.3.1. 지역분포

본 조사의 대상이 된 농가들의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강원 지역 

3개 농가(8.3%), 경북 지역 11개 농가(30.6%), 인천지역 1개 농가(2.8%), 

전남지역 5개 농가(13.9%), 전북지역 4개 농가(11.1%), 제주지역 1개 농

가(2.8%), 충남지역 7개 농가(19.4%), 충북지역 4개 농가(11.18%)의 분포

를 보였으며, 경북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 강원 경북 인천 전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계

농가 수 3 11 1 4 5 1 7 4 36

비율(%) 8.3 30.6 2.8 11.1 13.9 2.8 19.4 11.1 100

2.3.2. 전자상거래 매출 규모

조사대상 농가의 2007년도 온라인 쇼핑몰 매출 조사 결과, 가장 높은 

매출을 보인 농가가 63,604천원이었고,  가장 낮은 매출을 보인 농가는 

360천원으로 비교적 큰 편차를 보였다, 한편, 농가의 평균 매출액은 

11,202천원으로 집계되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수행 기간이 오래된 

농가일수록 높은 전자상거래 매출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

자상거래 도입 후에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

중이 증가함과 동시에 절대적인 매출액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매출의 경우 카드결제와 무통장입금 두 가지로 나누어 조사했으며 매출 

경로별 매출은 카드결제 매출이 평균 5,286천원, 무통장결제의 평균 매출

은 5,915천원으로 무통장 매출이 카드매출 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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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

구분 (명, %), n=36명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1

나는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고객관리를 잘 하기 위
해 내 농장 고객의 유형을 구분
하여 관리하는 것이 매우 필요
하다고 느낀다.

1명 2명 5명 8명 20명 

4.2점

2.8% 5.6% 13.9% 22.2% 55.6%

1-2

나는 고객을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서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비
용을 들여서라도 구입하여 사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1명 3명 6명 11명 15명 

4.0점
2.8% 8.3% 16.7% 30.6% 41.7%

2.3.3. 홈페이지 회원 및 방문자 규모

조사 대상이 된 총 29개의 농가의 전체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2005년 

178,488명, 2006년 73,512명 2007년 315,514명으로 2006년에는 방문자 

수가 감소하였지만, 2007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회원 수 역시 2006

년 1,387명, 2007년 4,407명으로 2006년에서부터 2007년에 걸쳐 늘어났다

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회원 수, 방문자의 증가는 2006년도에 진

행한 시스템의 개편 이후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과 더불어 질적,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회원 수의 추이를 

보았을 때, 2006년에는 최저 5명 최대 330명, 표준편차는 11.3명이었던데 

비해 2007년에는 최소값 21명 최대 506명 표준편차는 12.44명으로 조사대

상이 되었던 농가들이 비교적 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조사결과 분석

2.4.1. 고객관리 필요성 분석

고객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5가지 질

문을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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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나는 내 농장과 상품 홍보를 위
해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를 개
설하여 활동하는 것이 고객확보
를 위해 필요하다고 느낀다.

0명 4명 3명 7명 22명 

4.3점
0.0% 11.1% 8.3% 19.4% 61.1%

1-4

나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고객을 
확보하고 관리해야만 전자상거
래 매출이 높아진다고 생각한
다.

2명 1명 5명 7명 21명 

4.2점
5.6% 2.8% 13.9% 19.4% 58.3%

1-5

나는 전자상거래 고객을 확보하
기 위해 옥션이나 G마켓, 우체
국 쇼핑 등에 입점하여 판매하
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7명 1명 9명 6명 13명 

3.5점
19.4% 2.8% 25.0% 16.7% 36.1%

조사대상 농업인들의 고객관리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는 “매우 그렇

다”가 평균 50.6%, “그렇다”가 21.7%로 72.3%가 그 필요성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고객관리를 잘 

하기 위해 내 농장 고객의 유형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

다고 느낀다”는 의견에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이 55.6%,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은 22.2%였다. 이렇게 고객유형 구분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나타났지만, 다음 질문인 “고객을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서 고객관

리 프로그램을 비용을 들여서라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이 41.7%,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이 30.6%로 전반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는 

있으나 “매우 그렇다”는 비율이 낮아진 것을 볼 때 아직까지 고객관리프

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특히 자기 비용을 들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되 상대적으로 적은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4번 

문항인 “나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고객을 확보하고 관리해야만 전자상거래 

매출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서는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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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8.3%,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이 19.4%으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을 볼 때 비용지불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고객관리프로그램

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3번 문항인 “나는 내 농장과 상품 홍보를 위해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

를 개설하여 활동하는 것이 고객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질문

에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이 61.1%,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이 

19.4%으로 80.5%의 긍정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이 질문에

는 “매우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아무도 없었다. 이러한 답변 결과를 볼 

때, 농업인들이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에 대한 중요성은 상당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5번 문항인 “나는 전자상거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옥션이나 G마켓, 우체국 쇼핑 등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것

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36.1%인 반면, 

“보통이다”는 답변은 25.0%, “매우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19.4%로 제휴

쇼핑몰 입점판매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도가 매우 다양함을 볼 수 있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한 농가와의 인터뷰에서 제휴쇼핑몰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를 물어보니, 수수료가 높고, 제휴쇼핑몰에 입점하

여 관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많았다. 반면, C농장처럼 제

휴쇼핑몰 활동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대형쇼핑몰들에 입점판매하는 것

이 매출확대와 고객확보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수수료 부담과 직접 제휴쇼핑몰을 관리하여 

대응하는 데 대한 시간과 관련 지식과 기술의 부족 등으로 꺼려하고 있

지만, 선도농가로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높아 제휴쇼핑몰 

사업을 대행위탁방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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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고객확보 활동

고객확보를 위해 어떤 활동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 6개의 항목을 

주고 1순위와 2순위를 기록하도록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객확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활동 1순위 2순위
가중치 
보정

⋅신문, 방송 등에 농장소개
10명

(27.8%)
4명

(11.8%)
24점

⋅네이버, 다음 등에 키워드 광고 진행
8명

(22.2%)
7명

(20.6%)
23점

⋅그린투어 등 고객의 농장 방문 행사 진행
7명

(19.4%)
2명

(5.9%)
16점

⋅옥션, G마켓, 우체국 쇼핑 등에 상품을 입점 판
매하면서 고객확보

2명
(5.6%)

3명
(8.8%)

7점

⋅지역축제나 특판 행사 등에 참여하여 판매하면
서 고객확보

2명
(5.6%)

3명
(8.8%)

7점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하여 고객들의 관심을 유
발하는 활동을 통해 고객확보

7명
(19.4%)

15명
(44.1%)

29점

농가들이 고객확보를 위해 벌리는 6가지 주요 활동들에 대해 1순위와 

2순위에서 “신문, 방송 등에 농장소개”의 경우 1순위에 27.8%가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네이버, 다음 등에 키워드 광고 진행”이 22.2%를 

차지하였다. 반면, 2순위로 꼽은 결과에서는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하여 

고객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활동을 통해 고객확보”가 44.1%의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블로그나 카페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매우 긍정적 답변(58.6%)와 함께 농업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의 중요성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반면, “그린투어 등 고객의 농장 방문 행사 진행”, “지역축제나 특판 행

사 등에 참여하여 판매하면서 고객확보” 등의 오프라인 활동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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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하지만, 농장의 운영형태가 체험행사를 위주

로 하는 관광형 농가의 경우는 그린투어 행사에 대해 1순위로 답한 비율

이 높았다. 그리고, “옥션, G마켓, 우체국 쇼핑 등에 상품을 입점 판매하

면서 고객확보”에 답한 농가는 비율로는 많지 않았지만, “ㅈ홍화마을”처럼 

매출도 높고 제휴쇼핑몰 판매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필

요한 활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4.3. 고객확보 활동

고객관리를 잘 하기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에 대해 4가지 주요 활동을 사전에 조사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고객관리를 잘 하기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응답수
(n=36)

비중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5명 13.9%

⋅주로 택배송장을 모아두고 있다. 8명 22.2%

⋅엑셀이나 한글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고객의 거래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22명 61.1%

⋅전문적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1명 2.8%

조사대상 농업인들의 고객관리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가 “매우 그렇

다”가 평균 50.6%, “그렇다”가 21.7%로 72.3%가 그 필요성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고객관리를 잘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

로는 “엑셀이나 한글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고객의 거래기록을 관리

하고 있다”는 응답이 61.1%를 차지하였고, “주로 택배송장을 모아두고 있

다”는 응답 22.2%,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는 응답이 13.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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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된 고객을 잘 관리를 위해 고객유형 구분을 하고 있는가? 응답수 비중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못하다. 9명 25.0%

⋅온라인 구매고객만 관리하고 있다. 2명 5.6%

⋅일반고객과 충성고객으로만 구분관리하고 있다. 8명 22.2%

⋅온라인 고객과 오프라인 고객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6명 16.7%

⋅온라인 구매고객과 오프라인 구매고객(전화주문, 농장방문 고
객)의 리스트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23명 63.9%

⋅신규고객, 충성고객, 휴면고객, 특판고객, 기업고객 등으로 고
객유형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3명 8.3%

농가들의 고객관리 수준이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 

Management)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조사대상 농가의 평균 온라인 고객확보수가 163명에 불과한 측면

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농가들이 온라인 회원 외에도 오프라인 거래고

객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고객관리 방법을 연

구하여 농가들에게 교육하여야 할 필요성이 아주 높다고 하겠다. 일례로, 

밀성양봉원의 전문고객관리프로그램에 의한 고객대응 사례를 볼 때 농가

들이 엑셀이나 한글 등의 프로그램에 단순히 고객데이터를 기록하여 관

리하는 것보다 고객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휴면고객, 충성고객, 불만고객 

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프로모션을 수행하는 마케팅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3.4.4. 고객관리 유형

확보된 고객을 잘 관리 하기위해 고객유형을 구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 설문은 중복체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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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고객과 오프라인 구매고객(전화주문, 농장방문 고객)의 리

스트를 통합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이 63.9%로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농

가들이 온라인 쇼핑몰 회원과 더불어 전화를 통한 주문이 많고, 농장방문

고객 비율이 높은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25.0%로 나타났고, “온라인 구매

고객만 관리하고 있다” 5.6%, “일반고객과 충성고객으로만 구분관리하고 

있다” 22.2%로 체계적인 고객유형 분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규고객, 충성고객, 휴면고객, 특판고객, 기업고객 등으로 고객유형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응답이 8.3%에 불과해 고객유형분류에 대한 

농가의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마케팅이 진행되도록 

농촌진흥청의 지원이 필요하겠다.

3.4.5. 고객관리 기준

확보된 고객에 대한 고객유형을 구분하고 있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를 설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충성고객과 일반고객으로 구분하고 있다면 그 기준은? 응답수 비중

⋅구체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13명 36.1%

⋅일정기간 동안의 구매횟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21명 58.3%

⋅일정기간 동안의 구매금액을 파악하여 구분한다.  2명  5.6%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횟수를 파악하여 구분한다.  0명  0.0%

응답자의 58.3%가 “일정기간 동안의 구매횟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답해 충성고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구매횟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설문이 4지선다형이었기 때문에 구매금액기준은 구매횟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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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된 고객의 관리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는? 응답수 비중

⋅온라인 쇼핑몰 고객에게 마일리지 제공 16명 44.4%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적으로 마일리지 제공  4명 11.1%

⋅평생회원 제도 운영  2명  5.6%

⋅문자메세지 발송 19명 52.8%

⋅이메일 발송 18명 50.0%

⋅고객감사 편지 발송 10명 27.8%

⋅농장 방문 행사 진행  9명 25.0%

⋅충성고객에게 할인 판매 진행  7명 19.4%

⋅쿠폰 발급  4명 11.1%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2명  5.6%

선택한 농가가 구매금액기준을 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매금액 기준

을 농가들이 고려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구매금액보다는 구매횟

수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 역시 36.1%에 달해 아직까

지 농가들이 충성고객과 신규고객, 휴면고객 등 고객분류를 체계화하지 

않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었다.

또한, 에덴양봉원처럼 고객의 게시판 게재를 핵심 고객구분 요인으로 

하는 경우를 사례조사에서 살펴보았으나, 하이팜 농가들의 경우 이러한 

기준으로 고객관리를 한다는 응답이 전혀 없어 게시판과 블로그, 카페 등

의 활동과 더불어 발생하는 고객들의 관심도 체크와 WOM(Word of 

Mouth : 구전마케팅)의 창출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3.4.6. 고객관리 활동

확보된 고객을 잘 관리 하기위해 실시하고 있는 특별한 서비스가 무엇

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 설문은 중복체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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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하는 활동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이 52.8%, 이메일 발송이 

50.0%, 온라인 쇼핑몰 고객에게 마일리지 제공이 44.4%로 나타났다. 하

지만, 이러한 활동은 일반적 쇼핑몰에서도 당연히 하는 고객관리 활동이

기 때문에 농업인의 사이버직거래 유통의 차별화로는 보기 어렵다. 오히

려, 농장방문행사진행, 고객감사편지발송, 평생회원제도 운영 등이 농산물

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이 직거래 하면서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보이며, 본 설문조사에서도 매출과 방문자, 회원수

가 높은 농가일수록 농장방문행사진행, 고객감사편지발송, 평생회원제도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적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한다는 농가가 11.1%에 

달했는데, 하이팜 시스템이 온라인 고객만 관리가 가능하므로 오프라인 

구매고객에 대한 마일리지 관리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사된 농가

들에게 인터뷰 결과 엑셀기록장에 오프라인 고객의 주문도 기록해두고, 

마일리지를 적립해두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하이팜 시스템의 경

우 농가가 제공한 마일리지를 그 농가의 상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이팜에 입점된 모든 농가의 상품에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자기 농가로의 방문유도와 구매촉진을 위해서 충성고객

에게 별도의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3.4.7. 시스템 개선 요구

마지막 질문으로 하이팜 시스템내에 고객관리기능을 추가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할 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설문은 3가지를 선택하여 체크하

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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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팜 시스템내에 고객관리기능을 추가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응답수 비중

⋅오프라인 고객을 통합관리하는 기능(전화주문고객, 방문고객 
등을 통합관리)

24명 66.7%

⋅고객주문횟수, 매출, 게시글 등을 통해 고객을 분류하여 관
리하는 기능

16명 44.4%

⋅고객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기능 (발송비용은 농가가 부담) 20명 55.6%

⋅엑셀프로그램과 연동하여 고객의 등록, 다운로드 가능한 
기능

21명 58.3%

⋅고객에게 메일발송 시, 다양한 형식으로 디자인하여 보낼 수 
있는 기능

 8명 22.2%

⋅홈페이지 내에 웹로그 분석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 12명 33.3%

⋅고객에게 편지 발송 시 편지겉봉 출력 기능  6명 16.7%

⋅기타  2명  5.6%

가장 높은 고객관리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은 “오프라인 고객을 통합관

리하는 기능(전화주문고객, 방문고객 등을 통합관리)” 66.7%, “엑셀프로그

램과 연동하여 고객의 등록, 다운로드 가능한 기능”이 58.3%로 1위와 2

위를 차지하였다. 이 두 가지 기능의 공통점은 온라인 고객과 오프라인 

고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는 것으로 단순히 온/오프라인 고객의 

주문 정보를 통합하는 차원이 아니라 각 고객별로 주문한 내역과 주문금

액, 날짜, 농장방문 히스토리와 각 고객별 클레임이나 특이사항 등을 통

합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네 번째를 기록한 “고

객주문횟수, 매출, 게시글 등을 통해 고객을 분류하여 관리하는 기능”이 

위의 1번, 2번 응답을 한 고객과 상당수 중첩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

으며, 현장방문조사 시 이에 대한 요구도가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고객관리 활동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SMS와 이메일 관련 시

스템 요청사항으로 “고객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기능 (발송비용은 농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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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55.6%, “고객에게 메일발송 시, 다양한 형식으로 디자인하여 보

낼 수 있는 기능” 22.2%, “고객에게 편지 발송 시 편지겉봉 출력 기능” 

16.7% 순으로 나왔다. 이러한 기능은 고객관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농가

들에 있어서 주요 고객관리 방법이기도 하며, 민간업체의 유료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SMS 건당 30원~50원 사이로 상당한 비용요인이 되기도 한

다.

“홈페이지 내에 웹로그 분석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대한 요청은 

33.3%로 나타났다. 웹로그 분석은 사이버 마케팅에서 고객들이 내 홈페

이지를 어떤 경로를 통해 방문하고,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경로로 움직이

며,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지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의 

보고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러한 웹로그 분석에 대해 단순히 

방문자수와 회원수 통계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어 이번 조사에서도 낮은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ㅇ농장, ㅅ농원 등 회원이 400명 

이상이 되는 농장일수록 웹로그 분석기능의 요청이 높았다.

4. 연구의 결론 및 논의

우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전자상거래 농업인들이 고객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는 기초

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고객관계

관리(CRM)과 고객군의 분류 및 고객충성도 측정(RFM 분석) 등 발전된 

고객관리 기법들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전자상

거래 시스템이 이러한 기능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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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잠재고객 → 신규고객 → 충성고객 → 휴면고객 → 이탈고객”으

로 변화하는 고객 라이프사이클을 볼 때 각 고객군별 체계적인 프로모션 

기법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 이메일 발송과 마일리지 제공 등 일반 쇼핑몰과 비차별적인 마케

팅에 머무르고 있고, 직거래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마케팅 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매출과 고객수가 많은 농가들일수록 고객관리를 시스템화해 나가

는 데 대한 요구가 높았다. 고객관리 시스템을 단순히 온라인/오프라인 

고객을 통합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CRM 기법에 접근하는 관리를 원

하는 농가들도 있었다. 이러한 선도농가들의 발전적 요구를 수용하고 일

반화하여 후발농업인들이 교육을 통해 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고객관리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농업인 전자상거래

의 현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접근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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