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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북경 소비자의 샤인머스캣

구매의향 결정요인  가격민감도 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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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Factors Affecting Purchase Intention and

Price Sensitivity Analysis of Korean Shine-muscat

for Consumers in Beijing China

Lee, Jung-Myoung․Kim, Seung-Gyu․Choi, Se-Hyu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purchase intention and 

conduct price sensitivity analysis of Korean Shine-muscat for Chinese consumers. 

Logit model has been set up to find purchase intention with survey data which 

was conducted in Beijing China. The results show that the high-income, unmarried 

consumers are more sensitive to the price of Korean Shine-muscat than low-income, 

married consumers, but have higher purchase intention. Also, consumers who 

perceive Korea positively and those who prefer Korean dramas are more sensitive 

to the price but have higher purchase intention. Consumers with a high monthly 

purchase frequency of Shine-muscat have higher purchase intention of Korean Shine- 

muscat, but are more sensitive to the pr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basic information for promoting the export of Korean Shine- muscat to China.

Key words : Chinese consumer, logit model, price sensitivity analysis, purchase 

intention, Shine-muscat

Ⅰ. 서    론

개혁 ․ 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소득수준이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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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소비시장 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품 소비에서도 고품질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Jeon, 2011). 중국의 농산물 무역 규모는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확

대되는 추세이며, 2002년에서 2009년 사이 농산물 수입액은 124.1억 달러에서 521.7억 달러

로 연평균 22.8% 증가하여 수출에 비해 수입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중국의 2017년 연

간 과일 및 견과류 총수입량은 451만 톤으로 연간 11% 증가하였는데(Korea Agricultural 

Trade Information, 2017) 특히 포도 수입량은 2012년 146,000톤에서 2016년에는 252,000톤으

로 연평균 1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대부분이 칠레, 페루, 호주에서 수입되고 있다(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7).

한편, 최근 국내 포도는 소비감소와 함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으나1) 샤인머

스캣과 같은 특정 품종은 오히려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포도 품종별 재배면적은 

캠벨얼리(47.7%), 거봉(24.9%), 샤인머스캣(14.7%), MBA (8.9%), 델라웨어(0.6%) 순이며, 샤

인머스캣 재배면적은 2018년 953 ha에서 2019년 1,867 ha로 1년 사이 두 배로 급증하였고, 

2020년에는 전년보다 35% 늘어난 2,426 ha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Korea Rural Econo-

mic Institute, 2019). 샤인머스캣은 일본 아끼즈 과수연구소에서 1988년 개발한 품종으로, 국

내에서는 2006년 식재를 시작하여 2012년 이후 로열티 없이 재배 및 수출할 수 있는 정식 

권리를 획득하였다. 또한 당도는 높으나 산도는 낮고 과육이 크고 단단해 달고 아삭한 식

감이 뛰어나며, 씨가 없고 껍질이 얇아 껍질째 한입에 먹기 편리한 품종으로, 저온 보관 시 

3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해 수출에 적합하다. 현재 샤인머스캣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국

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며, 국내산 중 최상급은 일본산과 품질에 차이가 없으면서도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거봉이나 캠벨 등 다른 품종에 비해 수출가격이 3배 이상 높아 수출 

농가의 상당한 소득증대가 예상되는 품목으로 부상 중이다.

2015년 한 ․ 중 간 포도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되면서 한국산 신선과일 최초로 포도의 대

(對)중 수출이 시작되었다. 샤인머스캣의 경우 2017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최초로 중국에 수출되었으며, 2018년 포도 대중 수출액이 162만 달러에서 

2019년 300만 달러로 증가하였는데 그중 90%가 이 품종이다. 중국산보다 2~3배 비싼 고가

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품질로 중국 고급 과일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수출물량이 현지

에서 전량 판매되는 등 수출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이 수출 잠재력이 큰 샤인머스캣을 경쟁력 있는 수출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고품

질의 상품을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농가 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국산 샤인

머스캣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수출 시장에서

1) 2004년 한 ․칠레 FTA 협정 체결 후,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재배면적은 22천 ha에서 13천 ha로, 생

산량은 368천 톤에서 190천 톤으로, 생산액은 7,850억 원에서 5,930억 원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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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절한 가격 책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구매의향에 영향을 주는 중국 소비자들의 소

득이나 기호 또는 구매행태 등과 중국 소비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가격을 확인함으로써, 목

표 시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지역 소비자 조사를 통해 소비자 특성이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Woo 등(2018)은 중국 광저우 지역 소비자의 한국산 샤인머스캣에 

대한 소비속성과 수출 가능성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전평가 요소는 외

관과 신선도가 중요하며 사후평가 요소로는 당도와 식감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국으로 한국산 샤인머스캣을 수출하고자 하는 생산자에게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 내 소비

자 표적 시장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Pyeon (2015)은 일반 농식품을 대상으로 북

경, 상해, 광주, 청도 등 보다 다양한 지역 소비자의 수입 농식품 구매 결정요인 및 지불의

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Kim 등(2012)은 대미 사과 수출 전략 수립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산 사과 속성에 대한 선호도를 로짓 모형

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한편 신선농산물에 대해 가격민감도 분석을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로 

Ha 등(2014)은 배추에 대한 소비자 가격민감도와 구매 속성을 분석하였으며, 배추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 적정금액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샤인머스캣에 대한 구매의향 결정요인 및 가격민

감도 분석을 통하여 향후 중국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중

국 북경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한국산 샤인머스캣에 대한 구매의향과 

관련된 정보와 함께 소득, 기호 등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한류에 대한 선호도 등에 

대한 자료를 취득하였다. 이를 통해 확보한 321개의 유효 표본을 로짓 모형을 활용하여 구

매의향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가격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가격대 및 소비자 특성별 

가격민감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특성별 다양하고 포괄적인 마케팅 전략 등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도출하였다.

Ⅱ. 분석방법  자료

1. 분석방법

1) 로짓 모형(Logit Model)2)

로짓 모형은 기본적으로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지 않을 확률로 나누어, 이 두 변

2) 로짓 모형의 분석방법은 Lee 등(2005)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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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간의 비를 구한 후, 자연 대수로 변환된 식 (1)과 같은 누적분포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1)

는 종속변수, 는 독립변수들, ε는 관찰 불가능한 E(ε)=0인 오차항으로 대칭 분포이

며, 누적분포함수는 F(ε)로 나타낸다. 식 (1)에서 는 관찰 불가능한 응답변수로서 어떠

한 수준 이상에서 이항 선택항 범주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상정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한다.

를 이항으로 구분 짓는 기준을 0으로 보고   의 경우에 관찰 가능한 응답은 

  로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 샤인머스캣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관찰 불가능한 어떠한 수준   이기 때문에 종속변수   이 된다.

로짓 모형에서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   ) 두 가

지만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가 한국산 샤인머스캣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경

우 ‘  ’로, 구매할 의향이 없는 경우 ‘  ’으로 하여 두 경우의 사건 확률형태를 다음

과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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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민감도 분석(Price Sensitivity Analysis)

가격민감도 분석은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인식된 품질 및 수용 가능한 가격의 

시장 범위와 관련하여 고객 저항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가치를 검사하는 방법

이다.

인지가치 =
인지된 혜택(Perceived Benefit)

인지된 가격(Perceived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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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인지된 혜택은 물리적 비물리적 상품속성의 합으로 상품의 사용과 인지된 상

품 질에 영향을 받는다. 인지된 가격은 상품 가격에 구매자에게 인지된 상품 구매 전후 비

용을 더한 총비용이다. Gabor와 Granger (1966)에 의해 제안되고 Travers (1983)에 의해 확장 

개발되었으며,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인식과 행동 의도를 예측하여 평가하는 분석기법으로 

해석이 용이하고 수용가격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McCall and Bruneau, 2010). 

수용가격대의 범위(threshold)는 인지가치의 하한(lower) 및 상한(upper) 가격을 탐색하여 

파악한다. 이를 위해서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네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먼저 무관

심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질문은 1) 제품이나 서비스가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가격과 

2) 제품이나 서비스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대한 질문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 cheap

와 price로 나타낸다.

Fig. 1. Price-sensitivity measurement.

무관심가격(Indifference Price, IDP)은 얼마부터 가격이 저렴하다고 인지하며, 얼마부터 비

싸다고 인지하는가에 대한 고객의 응답을 축적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두 값에 대한 그래프

가 만나는 지점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관심가격 비율(IDP Percentage)은 무관심가격의 해당 

누적 분포의 값이다. 무관심가격 비율이 낮으면 가격에 민감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무관심

가격 비율이 높으면 가격에 덜 민감하다는 것을 나타낸다(Fig. 1A).

다음으로 최적 가격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질문은 1) 제품이나 서비스가 너무 비싸서 구

매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가격과 2) 제품이나 서비스가 너무 저렴해서 품질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라고 생각되는 가격에 대한 질문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 too expensive



이정명 ․김승규 ․최세현160

와 too cheap으로 나타낸다. 최적 가격점(Optimal Pricing Point: OPP)이란 얼마부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품질에 불안을 느끼는지, 혹은 너무 비싸서 이용을 하지 않게 되는지에 대

한 응답을 축적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두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을 의미한다(Fig. 1A).

4개의 누적 분포가 결합되면 가격 의식에 ‘스트레스’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가격긴

장(Price Stress: PS) 값은 무관심가격에서 최적 가격점을 제하여 구한다. 최적 가격이 무관

심 가격에 가까울수록 가격에 덜 민감한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가격긴장 값의 범위가 

넓을수록 가격에 더 민감함을 의미한다(Fig. 1A).

저가한계점(Point of Marginal Cheapness: PMC)은 제품 혹은 서비스가 너무 싸다고 느끼는 

응답자들의 수와 싸지 않다고 느끼는 응답자들의 수가 같은 지점이다. 논리적으로 무언가

가 비싸다는 것은 값이 싸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응답자에게 “싸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

격을 말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색하고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cheap’ 곡선

을 역 분산 분포를 취해 ‘not cheap’ 곡선을 도출하고 ‘not cheap’곡선과 ‘too cheap’ 곡선의 

교차점을 구하면, 그 점이 저가한계점이 된다(Fig. 1B).

고가한계점(Point of Marginal Expensiveness: PME)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응답과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의 축적 그래프가 서로 만나는 점이다. 응답자

에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말하도록 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그렇기 때

문에 ‘expensive’곡선을 역 분산 분포를 취해 ‘not expensive’곡선을 도출하고, ‘not expensive’ 

곡선과 ‘too expensive’ 곡선의 교차점을 구하면, 그 점이 고가한계점이 된다(Fig. 1B).

수용가격대(Range of Acceptable Prices: RAP)는 저가한계점을 하한선으로 하고 고가한계

점을 상한선으로 하는 범위이다. 수용가격대 내에서는 가격이 품질에 대한 지표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게 되며, 그러한 가격은 절대적인 구매 장벽으로서의 역할은 못하지만 그 범위

를 벗어난 가격은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Garbor 

and Granger, 1966). 이 범위가 작을수록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Fig. 1B와 

같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지각된 가치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가격 책정자는 이 범위 내

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현명하다(Lewis & Shoemaker, 1997).

또한 가격긴장범위의 부호로 소비자의 가격 저항감 정도를 알 수 있는데, 무관심가격에

서 최적가격점을 뺀 값이 양수로 나타났다면 가격 저항감이 높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음수

로 나타났다면 가격 저항감이 낮아 고가한계점까지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Kotler et al., 2008).

2. 분석 자료

1) 조사설계

본 연구의 분석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 조사는 중국 북경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9



중국 북경 소비자의 샤인머스캣 구매의향 결정요인 및 가격민감도 분석 161

년 7월 중순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다. 먼저 소비자 설문 조사 경험이 있는 중국 동포 8

명을 현지조사원으로 선발하였으며, 국내 설문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한 ․ 중 동시통역

이 가능한 전문가를 통해 이들 현지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중국 북경 

고급 아파트 단지 및 대형마트에서 이루어졌으며, 사전설명을 통해 응답자가 충분히 설문

지를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한 후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설문이 

완료된 402명의 응답자 중 불성실한 답변으로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32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설문 조사 목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샤인머스캣 

선호도, 한국산 샤인머스캣 구매의향, 샤인머스캣 구매행태(월 구매횟수, 1회 구매단위, 1회 

구매액), 한류와 관련된 문항들(한국에 대한 인식, 한국 드라마 선호도), 한국산 샤인머스캣

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가격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2) 기 통계량

본 연구의 기초통계량 결과는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321명의 응답자 중 한국산 

샤인머스캣을 구매할 의향을 나타낸 응답자는 총 142명(44.24%), 구매할 의향이 없는 응답

자는 총 77명(23.98%), ‘잘 모름’으로 답한 응답자는 102명(31.78%)이었다. 이들의 인구통계

학적 특징인 성별은 남성이 139명(43.30%), 여성이 182명(56.70%)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대가 131명(40.81%), 30대가 119명(37.07%), 40대가 35명(10.90%)으로, 20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 수는 1명이 122명(38.01%)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중국의 

1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자녀 수 2명은 39명(12.15%), 자녀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

는 155명(48.29%)이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232명(72.27%), 고졸이 51명(15.89%), 중졸이 27명(8.41%) 순으로 나

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만 위안 미만이 150명(46.73%),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미만 

77명(23.99%), 2만 위안 이상은 94명(29.28%)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기혼 응답자가 166명

(51.71%), 미혼 응답자가 155명(48.29%)이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32명(41.12%)으로 가장 많았고 선호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23명(38.32%), 

매우 선호함은 17명(5.30%)으로 나타났으며, 좋지 않음은 27명(8.41%), 매우 좋지 않음은 22

명(6.85%)으로 나타났다. 한국 드라마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보통 113명(35.21%), 선호함 

88명(27.41%), 매우 선호함 45명(14.02%), 선호하지 않음 42명(13.08%), 전혀 선호하지 않음 

33명(10.28%) 순으로 조사되었다.

샤인머스캣을 한 달에 몇 번 구매하는지 묻는 설문에 0회라고 답한 응답자는 149명(46.42%), 

1회는 94명(29.28%), 2회는 40명(12.46%), 3회 이상은 38명(11.8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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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naire Frequency (person) Percentage (%)

Willingness to purchase 

Korean Shine-muscat

Do not buy 77 23.98

Not sure 102 31.78

Will buy 142 44.24

Gender
Male 139 43.30

Female 182 56.70

Age

Lower than 20 23 7.17

20’s 131 40.81

30’s 119 37.07

40’s 35 10.90

50’s 8 2.49

60 or higher 5 1.56

Children status

No child 155 48.29

1 122 38.01

2 39 12.15

3 4 1.24

4 1 0.3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or lower 11 3.43

Middle school 27 8.41

High school 51 15.89

University or higher 232 72.27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5,000 Yuan 56 17.45

5,000-Less than 10,000 Yuan 94 29.28

10,000-Less than 15,000 Yuan 50 15.58

15,000-Less than 20,000 Yuan 27 8.41

20,000-Less than 25,000 Yuan 42 13.08

25,000-Less than 30,000 Yuan 20 6.23

30,000 Yuan or higher 32 9.97

Marriage status
Single 155 48.29

Married 166 51.71

Table 1. Summary of surve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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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결과

1. 구매의향 분석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219개 표본3)의 인구통계학적 등의 변수들이 한국산 샤인머스캣의 

구매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Pseudo R2가 0.151으로 모형

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샤인머스캣 구매의향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들로는 유의수준 1% 내에서는 소득과 한국에 대한 인식이, 유의수준 5% 내에서 한

국 드라마 선호도가, 그리고 유의수준 10% 내에서 결혼여부와 샤인머스캣 월 구매횟수로 

추정되었다. 소득, 샤인머스캣 월 구매횟수, 한국에 대한 인식, 한국 드라마 선호도는 계수

의 부호가 양수이며,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월 샤인머스캣 구매횟수가 많을수록,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한국 드라마를 선호할수록 한국산 샤인머스캣을 구매할 의향이 

3) 한국산 샤인머스캣 구매의향에 대한 설문에서 ‘잘 모름’으로 응답한 102명은 제외하였다.

Questionnaire Frequency (person) Percentage (%)

Perception on Korea

Very bad 22 6.85

Bad 27 8.41

Medium 132 41.12

Good 123 38.32

Very good 17 5.30

Preference for Korean 

drama

Not preferred at all 33 10.28

Not preferred 42 13.08

Medium 113 35.21

Preferred 88 27.41

Very preferred 45 14.02

Number of purchase

in a month

0 149 46.42

1 94 29.28

2 40 12.46

3 or higher 38 11.84

Total 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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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결혼 여부의 계수 부호는 음수로 나타나 기혼보다 미혼이 한

국산 샤인머스캣 구매의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없는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여성의 구매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Estimate Pr > 


Constant -2.230 0.039

Gender

(Female=0, Male=1)
-0.049 0.886

Age

(Lower than 20=1, 20-29=2, 30-39=3, 40-49=4,

50-59=5, 60 or Higher=6)

0.143 0.525

Education

(Elementary school or lower=1, Middle school=2, 

High school=3, University or higher=4)

-0.164 0.446

Marriage status

(Single=0, Married=1)
-0.958 0.079*

Children status

(No child=0, Otherwise=1)
-0.034 0.945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5,000 Yuan=1, 5,000-10,000=2, 10,000-15,000=3, 

15,000-20,000=4, 20,000-25,000=5, 25,000-30,000=6, 30,000

Yuan or higher=7)

0.268 0.004***

Number of purchase in a month 0.183 0.051*

Perception on Korea

(Very bad=1, Bad=2, Medium=3, Good=4, Very good=5)
0.572 0.004***

Preference for Korean drama

(Non-preference=0, Preference or Medium=1)
0.880 0.047**

Number of sample N=219

Log likelihood -120.624

P-value p=0.000

Goodness of fit Pseudo R2=0.151

Note 1: ***, **,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1%, 5%, 10%, respectively.

Table 2. Results of logit model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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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민감도 분석

한국산 샤인머스캣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가격민감도 분석은 전체 표본에 대해서, 그

리고 가구 월소득이나 연령 등 소비자 특성별로 각각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 표본의 가격

민감도는 Table 3 및 Fig. 2와 같다. 무관심가격(IDP)은 27.5위안, 누적응답비율은 49%로 나

타났으며, 최적가격점(OPP)은 29위안으로 무관심가격과 최적가격의 차이를 의미하는 가격

긴장범위(Price Stress)는 (-)1.5위안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가한계점과 고가한계점은 각각 

24위안과 33위안으로 계측되어, 이 두 한계점의 사이인 수용가격대는 24~33위안으로 나타

났다. 가격긴장범위의 부호가 음수로 나타났다는 것은 가격 저항감이 낮기 때문에 고가한

계점인 33위안까지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4)

Indifference 

price

(IDP)

Percentage of 

indifference 

price (IDP)

Optimal 

pricing point 

(OPP)

Price stress 

range

Point of 

marginal 

cheapness 

(PMC)

Point of 

marginal 

expensiveness 

(PME)

Range of 

acceptable 

price (RAP)

¥ 27.5 49% ¥ 29 ¥ (-)1.5 ¥ 24 ¥ 33 ¥ 24~33

Table 3. Price sensitivity of Korean Shine-muscat (1kg)

Fig. 2. Price sensitivity graph of Korean Shine-muscat (1kg).

4) 2019년 현재 중국 북경 현지에서 판매 중인 일본산 샤인머스캣의 가격은 도매시장에서 44.4위안/ 

kg, 소매시장에서 53위안/kg, 고급마트에서 176위안/kg으로, 본 연구에서 계측한 수용가격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품질 측면에서 한국산은 일본산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수출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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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특성별 가격민감도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5) 먼저 가구 월소득 1.5만 위안(한

화 약 250만원)을 기준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나누어 소득 계층별 가격민감도 차이

를 계측한 결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무관심가격 비율은 각각 45%와 52%이며, 수용가격

대는 고소득층 24위안~32.5위안, 저소득층 19위안~29위안으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비

교적 좁게 나타나,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가격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취업(소득), 결혼, 자녀출산 등에 따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30대를 기준으로 

30대 미만과 30대 이상으로 나누어 연령별 가격민감도 차이를 계측한 결과 무관심가격 비

율은 30대 미만 50%, 30대 이상 47%로 30대 이상의 비율이 낮았으며, 가격긴장범위는 30대 

미만은 2위안, 30대 이상은 3위안으로 30대 이상이 범위가 넓었다. 따라서 30대 이상이 가

격에 보다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 가격긴장범위는 기혼 2위안, 미혼 4위안으로서 미혼자가 넓

게 나타났으며, 수용가격대는 기혼은 10위안, 미혼이 9위안으로 미혼자가 좁게 나타났다. 따라

서 가격긴장범위가 넓고, 수용가격대가 좁은 미혼자가 가격에 보다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IDP
Percentage

of IDP
OPP

Price stress

range
PMC PME RAP

Monthly 

Household 

Income

More than 

15,000 Yuan
¥ 27.5 45% ¥ 30 ¥ (-)2.5 ¥ 24 ¥ 32.5 ¥ 24~32.5

Less than

15,000 Yuan
¥ 22.5 52% ¥ 25 ¥ (-)2.5 ¥ 19 ¥ 29 ¥ 19~29

Age
More than 30 ¥ 24 47% ¥ 27 ¥ (-)3 ¥ 20 ¥ 30 ¥ 20~30

Under 30 ¥ 26 50% ¥ 28 ¥ (-)2 ¥ 23 ¥ 33 ¥ 23~33

Marriage

status

Married ¥ 23 50% ¥ 25 ¥ (-)2 ¥ 19 ¥ 29 ¥ 19~29

Single ¥ 26 50% ¥ 30 ¥ (-)4 ¥ 24 ¥ 33 ¥ 24~33

Number of 

purchase in 

a month

0 ¥ 37 50% ¥ 37 ¥ 0 ¥ 31 ¥ 49 ¥ 31~49

1 or higher ¥ 25 50% ¥ 26 ¥ (-)1 ¥ 19 ¥ 28 ¥ 19~28

Perception 

on Korea

Positive ¥ 25 50% ¥ 28 ¥ (-)3 ¥ 22.5 ¥ 30 ¥ 22.5~30

Negative ¥ 23 50% ¥ 26 ¥ (-)3 ¥ 20 ¥ 30 ¥ 20~30

Preference 

for Korean 

drama

Preference ¥ 27.5 49% ¥ 30 ¥ (-)2.5 ¥ 24 ¥ 33 ¥ 24~33

Non-Preference ¥ 27.5 49% ¥ 29 ¥ (-)1.5 ¥ 24 ¥ 33.7 ¥ 24~33.7

Table 4. Price sensitivity differences by consumer characteristic

5) 소비자 특성별 가격민감도 그래프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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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머스캣의 월 구매횟수가 1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들과 0회라고 응답한 응답자

들로 나누어 가격민감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격긴장범위는 전자가, 수용가격대는 후자가 

각각 넓게 나타나 월 구매횟수가 1회 이상인 응답자들이 가격에 보다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의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수용가격대는 7.5위안으로 부정적

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의 수용가격대인 10위안에 비해 좁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을 긍정적

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가격에 보다 민감하다는 의미이다.

한국 드라마 선호도의 경우 수용가격대는 한국 드라마를 선호하는 응답자들의 수용가격

대가 9위안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의 수용가격대인 9.7위안에 비해 좁게 나타났

으나, 가격긴장범위는 한국 드라마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선호하지 않는 응답자에 비해 넓

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드라마를 선호하는 응답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할 

수 있다.

Ⅳ. 요약  결론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산 포도 수출액은 1,300만 달러(약 154억 원)로 지난해 같

은 기간과 비교하면 35% 증가한 규모다. 이는 해외 프리미엄 시장을 중심으로 샤인머스캣 

품종 등에 대한 점유율을 높인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산 샤인머스캣은 품질이 뛰어나면

서도 가격이 일본산과 중국산의 중간 수준이어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

한 중화권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 내 공급은 아직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를 기회 삼아 중국에 대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 수출물량 확보나 품질 

개선 등의 노력과 함께 중국 소비자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마련이 시급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 북경지역의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산 샤인머스캣의 구매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

다. 또한 가격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가격대는 어떠한지, 그리고 특성상 어떤 소비자 

계층이 가격에 보다 민감한지 등을 분석하였다.

먼저 구매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득, 결혼여부, 샤인머스캣 월 구매횟수, 한

국에 대한 인식, 한국 드라마 선호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

득이 높을수록, 미혼인 소비자가, 샤인머스캣 월 구매횟수가 많을수록,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한국 드라마를 선호할수록 한국산 샤인머스캣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격민감도 분석결과 무관심가격은 누적 응답률 49%에서 27.5위안으로 계측되

었으며, 하한 가격은 1 kg당 24위안, 상한 가격은 33위안으로 계측되었다. 따라서 중국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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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역 소비자에 대한 한국산 샤인머스캣 적정가격은 1 kg당 24위안에서 33위안 사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격민감도 분석결과, 연령대는 30대 미만 응답자보다 30대 

이상의 응답자가, 월 가구소득은 1.5만 위안(한화 약 250만 원) 이상인 응답자가 1.5만 위안 

미만인 응답자보다, 결혼 여부에서는 기혼의 응답자보다 미혼의 응답자가, 월 구매횟수가 

0회라고 응답한 응답자보다 1회 이상인 응답자가, 한국에 대한 인식 및 한국 드라마 선호 

여부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자보다 긍정적인 응답자가, 각각 가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소비자 구매행태 및 가격민감도 분석결과를 기초로 한국산 샤인머스캣의 대중 

수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의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가격에는 민감한 편이나 구매의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고소득층을 목표 소비자층으로 선정하고 현재 일본산 샤인머스캣의 가격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가격을 책정하되, 이에 걸맞은 상품 고급화를 통해 백화점이나 고급매장

에서 판매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미혼 소비자가 기혼인 소비자보다 가격에 민감하지만, 구매의향이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근 연령대가 낮은 미혼자의 경우 다소 가격대가 높아서 민감하게 

여기더라도 자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성향을 나타내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므로 1인 가구가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소량 포장하여 판매하는 방안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소비자와 한국 드라마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가격에 민감

하지만 구매 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실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품 포장에 한국산 표기를 넣어서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샤인머스캣 월 구매횟수가 많은 소비자가 한국산 샤인머스캣 구매의향은 높으나, 

가격에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샤인머스캣을 자주 구매하는 소비자를 핵심 대

상으로 삼고 다양한 홍보 ․촉진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마케팅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일 것

이다. 먼저 일본산과 비교하였을 때, 품질 및 포장에는 뒤처지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광고 패널 설치 및 시식 판촉 행사를 통해 한국산에 대한 고정 

소비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모바일 마케팅의 영향력이 중국에서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한국산의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방안

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 조사 대상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구매의향이 높을수록 가격에 더 민감하였

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유통손실의 최소화, 원가절감 등의 노

력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임을 명심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 초기 단계에서는 중국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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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매체 홍보뿐만 아니라 시식 판촉 및 가격할인 행사, 중국 내 안정

적인 유통망 확보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간 및 비용 제약으로 중국 북경지역만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을 통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좀 더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구매의향 및 가

격에 대한 지역 간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소비자 구매의향 결정요

인 및 가격민감도 분석 등 소비자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중국지역 수출 활성화

를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생산자 측면, 유통 ․ 수출

업체 측면, 정부지원 측면에서의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Submitted, February. 14, 2020; Revised, April. 13, 2020; Accepted, May. 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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