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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배에 대한 인지가 배와 배 가공 식품의 구매에 미치는 영향

안세은1·오지은2·조미숙1,
*

1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

Effects of Cognition Toward Fresh Pear on the Purchase of

Pear and Processed Pear Products

Se Eun Ahn, Ji Eun Oh, Mi Sook Cho*
1Department of Nutritional Science and Food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2College of Science & Industry Convergence,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how fresh pear cognition variables influences the purchase of primary and secondary products to

promote pear consumption. The survey was performed online using 200 consumers who have consumed pears.

Consumers’ cognition was classified into two groups, one that was more favorable toward fresh pears and one that was less

favorable. The cognition toward pear significantly affected the attitude (p<0.001) and purchase intention (p<0.001) toward

fresh pear. When consumers bought fresh pear, sweetness was most important among the selection attributes to both

groups, and the most common reason why consumers liked the pear analyzed by check all that apply (CATA) was also sweet

taste. However, the negative group did not prefer fresh pear because of taste and texture, so those qualities should be well-

controlled. In addition, cognition toward primary products influenced liking and purchase intention of processed pear

products, especially beverages (p<0.001), bakeries and sweets (p<0.05). Therefore, these types of secondary products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consumers’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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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일은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하고 혈청 콜레스테롤 및

LDL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춰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유익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Lichtenstein 2006; Choi & Bae

2007; Kim & Seo 2014; Lee & Shin 2015), Kim (2016)

의 연구에 의하면 94.9%의 소비자들은 과일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인지하고 있다. 이렇듯 과일에 대한 긍정적

인 이미지는 과일 소비의 꾸준한 증가로 이어졌으나(Lee et

al. 2014), 이는 국내산 과일 소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

니라 FTA 체결 이후 다양하고 값이 싼 수입산 과일들이 다

량 국내에 유입되어 유통, 소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Lee & Park 2015).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과일 품목별

소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대표

적인 국내산 과일인 배, 포도, 수박, 참외 등 기존 다소비 품

목의 거래량이 5.2% 감소한 것에 반해, 수입산 과일 거래량

은 110.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Lee et al. 2014).

배는 장미과의 Pyrus 속에 속하는 과일로, 재배지 별로 서양

배(Pyruscommunis L), 남방형 동양 배인 일본배(Pyruspyrifolia

N.), 북방형 동양 배인 중국배(Pyrusussuriensis M.)로 분류된

다. 예로부터 배는 갈증 완화, 기관지 건강, 소화불량 해소

등의 용도로 소비되어 왔다. 최근에는 배의 풍부한 폴리페놀

이 혈당 및 혈압, 총 콜레스테롤과 지질 저하 등 다양한 생

리활성 기능이 있고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며(Eun et al.

2012; Yim et al. 2015; Moon et al. 2017), 숙취해소에 기

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Lee et al. 2013).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공을 거치지 않은 신

선 배에 대한 소비가 점차 줄어들었고(Lee et al. 2014), 국

내 배 재배면적은 2000년 2만 6,200ha에서 2015년 1만

2,700ha로 50% 이상 감소하였으며, 생산량은 2008년 47만

톤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 26만 톤으로 감소하였다(Kim et

al. 2017). 배 소비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품종을 개발, 보급

하고 있으나 여전히 신고 품종이 재배 비율의 80%를 차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Lee et al. 2014). 실제 국내 소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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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품목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오렌지, 토마토, 포도, 망

고, 딸기, 자몽, 복숭아 등으로 나타났으며, 복숭아, 배, 파인

애플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는 다른 과일류에 비해 매우 낮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Lee et al. 2014; Park et al. 2016).

배 구매 빈도 역시 연 평균 2.3회로 분석되어 과일 중 가장

낮은 빈도로 구매되고 있다(Park & Cho 2015). 배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소비자들이 배를 명절, 제사

용 과일로만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Seong et al. 2016;

Kim et al. 2017).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인지적 반응(cognitive response)

은 뇌의 인지적 구조(cognitive structure)에 영향을 미치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Richard & John 1977; Jerry et a. 1978; Lee et al.

2010).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마

와 마 가공상품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Jung Sun Kim &

Gwang In Byun 2008), 버섯 가공품 개발을 위한 인식

(Chang et al. 2008), 약용작물과 한방 가공품에 대한 인식

(Roh et al. 2012), 친환경 식품 및 가공식품에 대한 주부들

의 인식(An & Kang 2006), 냉동 가공품에 대한 인식(Kang

et al. 2008) 등이 수행되었다.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인지가

가공상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신선 배에 대한 인지는 배 가공상

품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과일은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으로 인지되어 다양한 과일들이 소비되나, 소비

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배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를 조

사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선 배

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미지 인지와 태도, 선호와 비 선호의

이유 등을 조사하여, 신선 배와 배 가공 식품의 소비가 촉진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조사 기간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5일)였

으며, 조사 대상은 신선 배 섭취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60

세 미만의 성인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각 성별 및 연령별

로 균등 할당하여 선정하였다. 농식품 구매 패턴 조사를 위

해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으로 나누어 조사한 Cho et

al.(2014)의 연구를 기반으로, 연령대를 보다 세분화하여 20

대부터 60대까지로 선정하였다. 신선 배 섭취 경험이 없는

소비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온라

인 리서치 회사 ‘서베이몽키(https://ko.surveymonkey.com/)’

를 통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기보고식 설문지법

(self-report questionnaire survey method)를 적용하였다. 총

응답율은 100%로, 부실 응답된 설문지 없이 200부를 회수

하였다.

2. 연구 내용

배에 대한 인지가 배와 배 가공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한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설문지 문항으로는 인

구통계학적 문항 8문항(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거주

형태 및 가족 구성원 수, 월 가계소득, 월 평균 과일 구매 비

용)을 명목 척도로 구성하였다. 신선 배에 대한 인지는 3문항

(배에 대한 인지도, 건강성, 상대적 기능성)으로 구성하였고,

신선 배에 대한 태도는 5문항(기존 가격의 적합도, 향미의 익

숙한 정도, 향미의 선호도, 전반적인 선호도, 긍정적 태도)으

로 구성하였다. 신선 배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과

인지, 태도에 대한 문항에 사용된 척도는 9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동의하지 않고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함을 의미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9: 매우 그렇다). 구매 시 중요 속성은

Lee et al.(2014)의 조사항목을 참고하였다. 신선 배에 대한 이

미지, 배에 대한 좋은 점과 싫은 점은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는 다중 응답(Check All That Apply, CATA)은

Yeo(2014)의 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CATA 설문

은 소비자가 제품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조사하는 데 매우 유

용하며, 제품의 특성이나 선호, 비선호 이유를 조사할 때 활

용되어 제품 개발 시 효과적인 방법이다(Kang et al. 2014;

Hwang 2017). 또한 배를 활용한 가공 식품에 대한 상품군 별

기호도와 구매 의사수준을 9점척도로 조사하였다.

3. 통계분석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

다. 신선 배에 대한 인지 점수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

고, 인지 군집 별 신선 배에 대한 이미지 빈도를 카이 제곱

검정(Chi-square test) 후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 하였다. 또

한 군집 별 신선 배에 대한 좋은 점과 싫은 점에 대한 다중

응답(Check All That Apply, CATA)문항에 대해 빈도를 구

하고 퍼센트를 계산하였다. 신선 배에 대한 태도와 구매 의

사에 미치는 영향은 선형회귀검정(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 별 신선 배의 선택 속성 중요도와 배 가공 식품에 대

한 기호도는 독립 표본 t-test를 수행하여 군집 별로 유의적

인 차이가 있는지 판별하였으며, 유의성 검정은 p<0.05 수준

에서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선 배에 대한 인지가 가공

식품 기호도와 구매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회귀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SPSS for window 22.0 (SPSS Inc., Chicago,

IL, USA)와 R version 3.3.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인구 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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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 대상자는 총 200명으로, 20대부터 50대 각각 50명

이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50.0%로 같았다. 결혼여부

에는 미혼(89명, 45.0%)보다 기혼이 111명(55.0%)으로 조금

높았으며, 가족 유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유형이 136

명(68.0%)으로 가장 많았고 부부만 사는 경우가 27명(13.5%)

으로 뒤를 이었다. 가족 구성원 수는 4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87명(43.5)%를 차지하였고, 이어 3인이 66명(33.0%),

2인이 29명(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원의 월 소

득에서는 400만원 이상이 101명(50.5%), 뒤이어 200-400만

원 미만이 83명(41.0%)였으며, 200만원 미만 그룹이 16명

(8%)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월 평균 과일 구매 비용

은 5만원 미만이 66명(33.0%)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10~15만원은 58명(29.0%), 5~10만원은 36명(18.0%), 20만

원 이상과 15~20만원 이상은 각각 22명(11.0%), 18명(9.0%)

이었다. 이는 2004년 이후 2013년까지 월 평균 과일류 지출

비용이 3만 7천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Lee et al.

(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2. 신선 배에 대한 이미지 및 선택 속성

신선 배에 대한 인지에 따른 신선 배 선택 속성을 분석하

기 위하여 K-means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한 결

과 배에 대해 긍정적인 집단과 부정적인 집단 각각 137명,

63명으로 분석되었다.

신선 배에 대한 인지 군집 별 신선 배의 이미지 CATA 분

석 결과로 요인 별 빈도를 구하고, 그 빈도가 20% 이상인

요인을 추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또한 이에 대한 결

과를 R 통계 패키지를 통해 워드 클라우드로 이미지화한 결

과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고향’, ‘전통’, ‘선물’, ‘제사’,

‘아삭함’, ‘수분감(과즙)’, ‘소화 용이’는 호감도가 높은 집단

이 호감도가 낮은 집단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5), ‘건

강에 좋다’(p<0.01), ‘맛있다’, ‘기관지 건강(감기 예방)’

(p<0.001) 역시 두 집단 간 배에 대한 이미지로 선택한 빈도

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두 집단이 선택한 빈도 차가 가

장 큰 항목은 ‘기관지 건강에 좋음’이었으며 ‘맛있음’, ‘건강

에 좋음’이 그 뒤를 이었다. 호감도가 높은 집단은 신선 배

에 대한 이미지로 ‘수분감(과즙)’ 81.0%, ‘시원함’ 77.4%, ‘제

사’ 70.1%, ‘아삭함’ 68.6% 순으로 많이 선택하였고, 호감도

가 낮은 집단에서는 신선 배에 대한 이미지로 ‘시원함’

73.0%, ‘수분감(과즙)’ 68.3%, ‘제사’ 54.0%, ‘후식’과 ‘아삭

함’이 각각 50.8%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낮은

빈도를 나타낸 항목은 ‘노랗다’였다(호감도가 높은 집단

25.5%, 호감도가 낮은 집단 15.9%). 따라서, 신선 배에 대한

홍보 시 배의 과즙과 아삭한 질감, 시원함을 부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명절, 제사용 과일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평소 다소비 과일로 인지할 수 있는 방

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신선 배에 대한 인지 군집에 따른 신선 배 선택 속성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신선 배에 대한 인지에 따른 선택

속성은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으며(p<0.01), 호감도가

<Table 1> Demographic profile of subjects

N %

Gender
Male 100 50

Female 100 50

Age

20s 50 25

30s 50 25

40s 50 25

50s 50 25

Marital status
Married 111 55.5

Single 89 44.5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26 13.0

College 32 16.0

University 127 63.5

Graduate school 15 7.5

Resident

Single 18 9.0

With friends, siblings, 

housemates
4 2.0

Couple (Parents) 27 13.5

Couple (Parents)+children 136 68.0

Couple (Parents)+grandparents 7 3.5

Couple (Parents)+

children+grandparents
8 4.0

Number of 

family member

1 person 18 9.0

2 people 29 14.5

3 people 66 33.0

More than 4 people 87 43.5

Monthly house 

income

(￦10,000)

Less than 200 16 8

200~<400 83 41.5

More than 400 101 50.5

Monthly Fruit 

Purchase

expenses

(￦10,000)

Less than 5 66 33.0

5~<10 36 18.0

10~<15 58 29.0

15~<20 18 9.0

More than 20 22 11.0

Total 200 100

<Figure 1> Image of Fresh pear clustered by cognition toward

fresh pear (Word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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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집단은 호감도가 낮은 집단보다 모든 선택 속성을 중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선 배를 선택할 때

두 집단 모두 단맛, 가격, 신선함을 중요한 속성으로 인지하

고 있었으며, 이는 Jin (2010)의 연구에서 과일 구매 시 중요

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맛/당도’ 31.4%, ‘가격’ 23.9%, ‘신선

도’ 15.2% 순으로 분석된 결과와 일치한다. 선택 시 중요 속

성의 순서는 상이하나 Lee et al.(2014) 보고서에서도 ‘신선

도(27.8%)’, ‘가격(23.8%)’, ‘당도(15.7%)’, Kim et al.(2004)

의 연구에서도 ‘맛’ 47.3%, ‘신선도’ 28.6%, ‘가격’ 15.1%을

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2016)의 연구에서는

‘맛’ 46.9%, ‘품질’ 27.0%, ‘가격’ 13.2% 순으로 고려하였다.

브랜드는 가장 중요도가 낮은 선택속성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같은 결과는 Lee & Wi(2004), Kim & Lee(2005)의 소

비자들은 과일을 구매할 때 브랜드나 산지는 그다지 고려하

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인지 군집 간 선택 속성 중요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선택 속성 중 품종(1.24) 신선함(1.09),

단단함(0.91), 브랜드(0.90), 단맛(0.83) 등의 순으로 인지 차

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품종의 경우 다른 속성에 비해 선

택 속성의 중요도는 매우 낮지만 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반해 신선함의 경우 선택 시 매우

중요한 속성이나 인지 그룹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선택 속성의 우선순위가 높고 그룹간 차이가 큰 속성

의 경우 호감도가 낮은 집단에서 해당 속성을 중요하게 인

지하도록 개선한다면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외관, 크기와 가격

은 선택 속성의 중요도가 9개 항목 중 중간 이상에 해당되

나 인지 그룹 간 차이는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신선 배의 선호, 비 선호 이유

소비자의 신선 배에 대한 선호 및 비 선호 이유는 CATA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배에 대해 긍정적인 인지를 가진 군집은 배에 대한 좋은

점으로 질감 97.1%, 맛 86.1%, 후미 65.0%를 꼽았으며, 배

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군집은 배에 대한 좋은

점으로 질감 82.5%, 맛 71.4%, 느낌 50.8%을 선택하였다.

맛과 질감에 대해서는 배의 단맛, 아삭함, 과즙이 소비자들

의 주된 선호 이유로 여겨지며, 후미로는 ‘개운하다’, ‘더 먹

고 싶다’, 느낌으로는 ‘건강에 좋을 것 같다’, ‘기분이 좋아진

다’를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호감도가 높은 집단과 호감도가 낮은 집단 간 배에 대해

좋은 점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은 맛(p<0.05), 후미,

질감, 느낌(p<0.001)이었다. 맛, 후미, 질감, 느낌에 대해 호

감도가 높은 집단이 유의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배에 대해 싫은 점으로 배에 대해 호감도가 높은 집단은

맛(38.0%)을, 호감도가 낮은 집단은 맛(30.2%)과 질감

(28.6%)을 꼽았으나 두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배의 품질 개선사항 중 맛에 대한 개선 요구

비중이 74.4%로 나타난 Kim et al.(2004)의 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 또한 구입한 배의 맛에 불만족하면 추후 재구매를

하지 않거나 구입 빈도를 줄이는 소비자가 65.5%로 나타난

Kim et al.(2017)의 연구와도 부합하였다.

4. 신선 배와 배 가공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 의사

신선 배에 대한 인지가 신선 배에 대한 태도와 구매 의사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선형회귀분석 결과 신선 배에 대한 인지가 태도에 미치는 영

<Table 2> Image of Fresh pear clustered by cognition toward fresh pear(CATA)

　 More Favorable Less Favorable χ2-value Gap

Bronchial tubes healthiness 064.21) 36.5 13.432*** 27.7

Delicious 66.4 39.7 12.668*** 26.7

Good for health 47.4 25.4 8.706** 22.0

Present 48.9 30.2 6.188* 18.7

Crunchness 68.6 50.8 5.879* 17.8

Tradition 350. 17.5 6.410* 17.5

Ancestral rites 70.1 540. 4.920* 16.1

Digestible 45.3 30.2 4.082* 15.1

Rural 44.5 30.2 3.711 14.3

Hometown 34.3 20.6 3.841* 13.7

Moistness (Juicy) 810. 68.3 3.972* 12.7

Dessert 61.3 50.8 1.961 10.5

Yellowness 25.5 15.9 2.316 09.6

Whiteness 44.5 36.5 1.139 08.0

Coolness 77.4 73 0.449 04.4

Korean food 27.7 39.7 3.33 -12

1)%

*p<0.05, **p<0.01, ***p<0.001



398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32, No. 5 (2017)

향은 매우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고(p<0.001), 이에 대

한 설명력은 40.8%로 높은 편이었다. 또한 신선 배에 대한

태도가 구매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 회귀 분석한 결과,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구매 의사가 매우 유의적으로 높았다

<Table 3> Importance of Selection Attributes clustered by attitude score toward pear and the gap between the group

Total More Favorable Less Favorable t-value Gap2)

Sweetness 7.69 7.93 7.09 04.074*** 00.83 (5)3)

Freshness 7.59 7.90 6.81 4.905*** 1.09 (2)

Price 6.95 7.17 6.40 3.933*** 0.77 (7)

Firmness 6.84 7.09 6.19 2.726**0 0.91 (3)

Appearance 6.68 6.85 6.25 3.541*** 0.61 (9)

Size 6.66 6.86 6.15 3.537*** 0.71 (8)

Provenance 6.25 6.48 5.66 3.674*** 0.82 (6)

Varieties 5.95 6.30 5.06 3.335*** 1.24 (1)

Brand 5.63 5.88 4.98 4.442*** 0.90 (4)

1)Mean
2)Mean of More Favorable-Mean of Less Favorable
3)numbers in the parenthesis are the ranking of the gap

**p<0.01, ***p<0.001

<Figure 2> Importance of Selection Attributes clustered by attitude score toward pear

<Table 4> Reasons for liking and disliking of fresh pears clustered by cognition toward fresh pear (CATA1))

More Favorable (n=137) Less Favorable (n=63) χ2-value p value

Reason for Liking

Taste2) (86.13)) Taste (71.4) 6.187 .013*

Aftertaste (65.0) Aftertaste (39.7) 11.253 .001***

Flavor (38.0) Flavor (25.4) 3.034 .082

Appearance (21.9) Appearance (22.2) 0.003 .959

Texture (97.1) Texture (82.5) 13.152 .000***

Feeling (75.2) Feeling (50.8) 11.701 .001***

Reason for Disliking
Taste (38.0) Taste (30.2) 1.146 .284

Texture (28.6) 1.944 .163

1)Check all that apply
2)attributes selected by more than 20% of the subjects are listed
3)numbers in the parenthesis are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checked the attributes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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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인지가 구매 의사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인지가 긍

정적일수록 구매 의사가 매우 유의적으로 높은 정(+)의 관계

를 보였다(p<0.001). 즉, 신선 배에 대해 호감도가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이며, 구매 의사 역시 높으므로 배 소비 촉진

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부정적 인지의 전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신선 배에 대한 인지 군집이 배 가공 식품 기호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신선 배에 대한 인지 군집은 배 음료(β=.157,

p<0.05), 배 빵, 떡류(β=.158, p<0.05), 배 잼(β=.158, p<0.05),

배 초콜렛, 캔디, 젤리(β=.164, p<0.05)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신선 배에 대한 인지

가 긍정적일수록 배 음료, 배 빵 및 떡류, 배 초콜렛, 캔디,

젤리류에 대한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호도가 가

장 낮은 배 스낵과 기호도가 상위에 랭크된 배 아이스크림

의 경우 인지가 다른 두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 유의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결과를 기반으로, 배 가공 식품에 대한 태도가 유의

적으로 분석된 배 가공 식품에 대해 신선 배에 대한 인지 군

집이 배 가공 식품 구매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는 <Table 7>과 같다. 신선 배에 대한 인지 군집은 배 음료

(β=.227, p=0.001), 배 빵, 떡류(β=.147, p<0.05), 배 초콜렛,

캔디, 젤리(β=.146, p<0.05)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신선 배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수

<Table 5> Effect of cognition group on the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toward fresh pea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F
R2

(Adjusted R2)
B Std Error β

Attitude toward

fresh pear

Cognition cluster 

toward fresh pear
.560 .048 .641 11.755 .000*** 138.183 .411 (.408)

Purchase intention

Attitude toward

fresh pear
0.121 0.028 0.16 4.306 .000*** 18.543 .025 (.024)

Cognition cluster 

toward fresh pear
0.510 0.074 0.25 6.932 .000*** 48.049 .063 (.062)

***p<0.001

<Table 6> Effect of cognition group on the liking of pear processed product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Mean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F
R2

(Adjusted R2)
B Std Error β

Liking

Pear Beverage

Cognition

cluster toward

fresh pear

06.33±1.711) .585 .281 .157 2.084 00.039* 4.345 .025 (.019)

Pear Snack 4.25±1.99 .416 .328 .096 1.265 .208 1.600 .009 (.003)

Pear Bakery 4.26±2.14 .734 .350 .158 2.093 0.038* 4.382 .025 (.019)

Pear Jam 4.53±2.11 .727 .346 .158 2.101 0.037* 4.415 .025 (.019)

Pear

Ice cream
5.32±2.13 .149 .353 .32 0.422 .674 0.178 0.001 (-.005)

Pear Chocolate,

Candy, Jelly
4.30±2.14 .764 .351 .164 2.177 .031* 4.738 .027 (.021)

1)Mean±SD

*p<0.05 

<Table 7> Effect of Cognition group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processed pear product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F
R2

(Adjusted R2)
B Std Error β

Purchase 

intention

Pear Beverage

Cognition 

cluster toward 

fresh pear

.867 .264 .227 3.285 .001*** 10.794 .052 (.047)

Pear Bakery .658 .316 .147 2.085 .038* 4.347 .021 (.017)

Pear Jam .491 .310 .112 1.582 .115 2.501 .012 (.007)

Pear Chocolate, 

Candy, Jelly
.663 .319 .146 2.077 .039* 4.312 .021 (.016)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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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배 음료, 배 빵 및 떡류, 배 초콜렛, 캔디, 젤리류에 대한

구매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의 기호

도와 구매 의사를 반영하여 배를 활용한 가공 식품 개발 시

배 음료, 그리고 배 베이커리 및 후식류를 개발한다면 2차

가공 식품 구매를 유도하여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IV.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신선 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에 따른 신선

배 이미지와 선택 속성 및 선호, 비 선호 이유, 그리고 배 가

공 식품 구매행동 등을 분석하여 신선 배와 배 가공 식품 소

비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부실 응답

된 응답 없이 200부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22.0와 R 3.3.1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신선 배에 대한 인지에 따라 소비자들은 호감

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2가지 군집으로 분류되었고,

이에 따른 신선 배에 대한 이미지를 CATA로 조사한 결과,

두 집단 간 가장 높은 빈도로 선택한 항목이 다르게 나타났

는데, 호감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수분감(과즙)’을, 호감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시원함’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두 집단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기관지 건강에 좋음’으로 나

타나, 배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집단에 배가 기관지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음을 부각시켜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홍보 방

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선 배 인지 군집에 따른 신선 배의 선택 속성 중

요도를 독립 표본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호감도가 높은 집

단은 호감도가 낮은 집단보다 모든 선택 속성을 유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신선 배를 선택할 때 두 집단 모두 단맛, 신선함, 가격을

중요한 속성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배 생산 시

당도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재배방법을 개발 및 보급하고,

소비자가 생각하는 배의 신선함의 정의와 적정 가격을 조사

해야 한다. 또한, 두 집단 간 선택 속성 중요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품종에 관한 호감도가 낮은 집단의 인지 개

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신선 배의 선호 이유에 대해 CATA분석 후 카이제곱 검정

을 실시한 결과, 호감도가 높은 집단이 호감도가 낮은 집단

보다 맛(p<0.05), 후미, 질감, 느낌(p<0.001)에 대해 유의적으

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호감도가 높은 집단이 배를 선

호하는 이유는 단맛, 깨끗한 뒷맛, 아삭함, 건강할 것 같은

느낌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호감도가 낮은 집단에서 배를 선

호하지 않는 이유가 맛과 질감으로 분석되었으므로, 보다 세

분화된 조사를 통해 소비자 인지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연구가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선 배에 대한 인지가 긍정적일수록 신선 배에 대한 태

도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01), 구매 의사에도 유의적

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p<0.001), 배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신선 배에 대한 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시

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선 배에 대한 인지가 배 활용 가공 식품 기호도와 구매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신선 배에 대한 인

지가 긍정적일수록 배 음료, 배 빵 및 떡류, 배 초콜렛, 캔디,

젤리류에 대한 기호도와 구매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선 배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가 긍정적일수록 배를 활

용하여 개발된 2차 가공 식품의 구매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소비자 요구에 부합

하는 제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으로 간편식, 프리미엄 가공 식

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경험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간편 가공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러한 소비자의 변화에 발 맞추어 배의 소비를 증가하기 위

해 소비자에게 긍정적으로 인지되는 소비 편이 가공품을 개

발해야 하겠다. 또한 연구 의 결과는 향후 배를 활용한 신선

편이 등 소비 편이 가공 식품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데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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