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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cal non-timber forest products can be easily accessed by tourists. These also provide opportunities for tourists to

experience the local culture. Many local governments are paying constant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non-timber forest

product brand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increase the profits of local farmers. Although there are many forest

products and tourism resources in each region of Korea, there is no local specialized strategy to sell non-timber forest

products and promote consumers' purchase intentions. In this study, we aimed to explore the consumers’ perceived creating

shared value (CSV) and its association with purchasing behavior of non-timber forest products in Jeongeup city,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1,066 consumers who had purchased non-timber forest products. Purchasing patterns of local specialty

products differed depending on consumers’ perceived CSV levels. In addition, consumers with higher levels of perceived

CSV showed higher awareness and familiarity with Jeongeup city and experienced Jeongeup city’s non-timber forest

products. Our findings suggest that improving consumer perception towards CSV of non-timber forest products can be used

as a marketing strategy for local non-timber forest product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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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임산물은 산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을 뜻하며 지

역 임산물은 지역의 문화와 풍습이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성을 가진 제품을 의미한다(Jun

et al 2007; Kim et al 2011). 특히 지역 임산물은 관광 자

원 중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Cho et al 2018). 국

내 지역 관광객의 수는 2010년 3,090만 명에서 2017년

4,05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각 지

방자치단체에서는 축제 개최, 지역 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통

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8). 특히 지방 자치 단체에

서는 지역 임산물 브랜드 개발을 통해 농가의 수익을 증대

시키고,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는 지역 임산물을 통해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Kim et al. 2014). 최근에는 지역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물리적 거리가 감소하면서 소비자는 특정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유통

망을 통하여 지역 임산물의 구매가 가능해졌다.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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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지역인 전라북도 정읍시의 총 인구는 2019년 9월 기준

110,899명(남성 54,923명, 여성 55,976명)인데 반해 연간 방

문하는 관광객은 2017년 12월 기준 1,460,168명으로 보고되

어 좋은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정읍시는 구절

초, 복분자, 먹시, 고사리, 도라지, 천마, 두릅, 대추, 꾸찌뽕

등 다양한 임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내장산 국립공원, 내

장사, 옥정호 등 수려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우수 임산물과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가의 소득 및 인구 감소와 더불어 농가소득-가계지출로 정

의되는 농가경제잉여도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Lee et al. 2009),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특화 상품 및 마

케팅 전략이 전무한 실정이다.

기업의 무한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 기

업은 동일한 기준을 준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지게 되었다(Na et al 2019). 기업 중심

의 경제체제 속에서 지역 사회와의 동반성장 문제, 소득의 양

극화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업은 이윤추

구를 위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사

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Porter & Kramer 2011). 그러나

Porter & Kramer(2011)는 기업이 더 많이 기부할수록,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 같은 현

상은 기업의 경영전략과는 관련 없이 기업의 평판을 위한 단

편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한 시도의 한계점

이 드러난 예라고 할 수 있다(Yoon & Lee 2014). CSR 활동

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6년 Porter와 Kramer는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이라는 개념을 하버

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에 발표하였고,

2011년에는 그 개념을 구체화하였다(Porter & Kramer 2011).

CSV는 단순한 자선의 목적이 아닌 기업과 사회가 모두 상생

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사회적 이슈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만듦과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충

족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Kim et al.

2011; Cheon et al. 2014; An & Han 2016).

이전의 몇몇 연구에서는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이 소

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Weon &

Jung(2017)은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은 사회적·문화적 가

치를 통해 기업이미지와 신뢰도를 제고하여 구매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품질개선, 가격과

품질의 적정성 등의 경제적 가치, 동반성장, 생산성 향상 등

의 사회적 가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활동, 친환경 제품 판

매 등의 관계적 가치와 같은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은 소

비자의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Lee & Yi 2019). 지금까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

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알아본 연구는

수행되었으나, 지역 특산품이나 임산물을 대상으로 이들 제

품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인식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알아본 연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CSV 활동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가 지속적 구매 및 이익창출로 이어진다

는 점을 지역 임산물과 연계하여, 소비자들의 지역 임산물의

CSV 인식 수준을 조사하고, 소비자의 인식 수준에 따른 정

읍 지역 임산물 구매행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

구의 결과는 향후 정읍시 지역 임산물의 소득증대와 안정된

판로확보를 위한 방안을 확대하고 지역 임산물을 위한 마케

팅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조사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였으며 조사

대상은 20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임산물 사용 경험이 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임산물

구매행동 조사를 위하여 Yu & Song (2016)의 연구를 기반

으로 연령대를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나누

어 세분화하였다. 조사 방법은 온라인 리서치 회사 ‘데이터

스프링(https://www.d8aspring.com)’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기보고식 설문지법(self-report questionnaire

survey method)을 적용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1,100명 중에

서 부실 응답한 34명의 자료를 제외한 1,066명의 자료를 대

상으로 최종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승인(승인번호: ewha-

202002-0024-02)을 받아 수행하였다.

2. 연구 내용

정읍시 임산물의 CSV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을 조사하

기 위하여 Yang & Hong (2019); Yu (2012); Hwnag &

Seo (2019); Kang et al. (2019)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

항을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소비자의 지역 임산물의 CSV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총 16문항이며, 건강친화성, 환경친화성, 지역경제 활

성화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7점 척도를 사

용하였으며 총점은 112점이었다. 인구통계학적 문항은 9문

항(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소득수준, 거주지역, 국내 관

광지 방문 횟수, 국내 관광지 방문 목적, 국내 관광지 방문

동행자)을 명목 척도로 구성하였다. 지역 임산물 가공품 소

비 실태 9문항(지역 특산품 구매경험, 유형, 구매처, 구매 비

용, 구매 이유, 구매 빈도, 만족 이유, 불만족 이유), 정읍시

방문 실태 10문항(정읍시 인지도, 친숙도, 방문 경험, 방문

목적, 미 방문 이유, 축제 경험, 축제 참석여부, 방문의향, 추

천의향), 정읍시 임산물 인식과 소비 7문항(정읍시 임산물 가

공품 구매 경험, 구매 상품 유형, 구매처, 구매 빈도, 구매 비

용, 구매 이유, 만족도)으로 구성하였다. 임산물에 대한 이용

실태, 소비자 인식에 대한 조사는 7점 척도를 이용하며 1점

은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은 ‘그렇다’, 7점은 ‘매우 그렇다’

로 표기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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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분석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비자의 지역 임산물의 CSV 인식 수준

은 점수에 따라 상위(high), 중위(middle), 하위(low) 그룹의

3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소비자의 지역 임산물의 CSV 인

식 수준에 따른 지역 특산 가공품 소비 실태, 지역 임산물

가공품에 대한 인식 및 소비 행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

제곱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정읍시에 대한 인식 및 친숙도,

향후 방문 및 추천 의향 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SPSS for

window 24.0 (SPSS Inc, Chicago, IL, USA)와 R version

3.3.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성 검정은 p<0.05 수준

에서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분포는 남성

528명(49.53%), 여성 538명(50.47%)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20대 263명(24.67%), 30대 268명(25.14%), 40대 270명

(25.33%), 50대 265명(24.86%)로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 600명(56.29%), 466명(43.71%)으로 나타

났으며, 교육수준은 중/고등학교 졸업 이하 198명(18.57%),

전문대학 졸업 180명(16.89%), 대학교 졸업 602명(56.47%),

대학원 졸업 이상 86명(8.07%)이었다. 가계 소득수준은 100

만원 이하 61명(5.72%), 100-200만원 105명(9.85%), 200-

300만원 208명(19.51%), 300-400만원 218명(20.45%), 184

명(17.26%), 500만원 이상 290명(27.20%)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으로는 경기/인천 270명(25.33%), 서울 256명(24.02%),

충청권(대전, 세종시 포함) 123명(11.54%), 전라권(광주 포함)

112명(10,.51%), 강원권 105명(9.85%), 경상권(대구, 부산,

울산 포함) 101명(9.47%), 제주권 99명(9.29%) 순으로 나타

났다. 국내 관광지 방문 횟수로는 ‘1년에 1-3회’ 551명

(51.69%), ‘1년에 4-6회’ 270명(25.33%), ‘거의 가지 않는다’

136명(12.76%), ‘1년에 7-9회’ 109명(10.23%) 순으로 나타

났으며 국내 관광지 방문 주요 목적으로는 ‘축제 및 행사’가

466명(43.71%)로 가장 높았으며, ‘음식’ 249명(23.36%), ‘문

화유적답사’ 209명(19.61%), 기타 94명(8.82%), ‘쇼핑’과 ‘비

즈니스’가 각각 25명(2.35%), 23명(2.16%)로 나타났다. 국내

관광지 방문 동행자로는 ‘가족, 친척’이 667명(62.5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구’ 173명(16.23%), ‘연인 119명

(11.16%), ‘혼자’ 82명(7.69%), 기타 25명(2.35%) 순으로 나

타났다.

2. 소비자의 지역 임산물의 CSV 인식 점수

소비자의 지역 임산물의 CSV 인식 수준 측정을 위한 항

목별 점수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총점 112점 중

소비자의 지역 임산물의 CSV 인식 점수의 평균은 85.21±

14.08점으로 나타났다. 16개 문항 중 ‘지역 임산물 가공품 개

발 및 판매는 지역 임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

다(5.52점).’, ‘지역 임산물 가공품 개발 및 판매는 지역의 경

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5.50점).’, ‘지역 임산물 가공품 개발

및 판매는 지역 임산물 홍보에 도움이 된다(5.48점).’ 등의

문항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 임산물 가공

품 개발 및 판매는 친환경적으로 생산된다(5.05점).’의 문항

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3. 소비자의 지역 임산물의 CSV 인식 수준에 따른 지역 가공

품 소비 실태 조사

소비자의 지역 임산물 CSV 인식 수준(상위, 중위, 하위그

룹)에 따른 지역 가공품 소비 실태 조사 결과는 <Table 3>

에 제시하였다. 지역 특산 가공품 구매경험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수는 852명(79.92%), ‘아니오’는 214명

(20.08%)이며, 지역 임산물 CSV 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예’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수가 319명(88.37%)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p<0.001). 구매 경험 상품 유형으로는 과

자류 405명(37.99%)으로 가장 높았으나, 지역 임산물 CSV

인식 수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즙/진

액/원액의 경우 ‘예’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수가 지역 임산

물 CSV 인식 수준 상위그룹에서 168명(46.54%), 중위그룹

에서 9명(36.34%), 하위그룹에서 99명(28.29%)으로 상위그

룹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차류와 분말식품, 건조식품,

당절임, 원물에서 지역 임산물 CSV 인식 수준 상위그룹에서

‘예’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수가 각각 161명, 89명, 144명,

98명으로 각각의 상품에서 중, 하위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지역 임산물 CSV 인식 수준 상위 그룹에서

차류/분말류, 건조식품(도라지, 산나물 등) 358명(33.58%), 청

/효소/당절임 216명(20.65%)으로 4가지 항목에서 유의하게

높은 구매 수준을 나타냈다. 차류를 구입하였다고 응답한 전

체 응답자 중 368명(34.52%) 중 상위집단은 161명(44.60%),

중위집단은 112명(31.55%), 하위집단은 95명(27.14)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분말식품을 구입하였다고 응

답한 조사대상자 수는 206명(19.32%)이며, 지역 임산물

CSV 인식 수준 상위집단 89명(24.65%), 중위집단 81명

(22.82%), 하위집단 36명(10.29%) 순으로 나타났다(p<0.001).

소비 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의식 수준 또한 높아짐에

따라 윤리적 소비 경향성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이 추구하는

활동 가치가 소비자들이 지향하는 개인적 가치와 일치할 경

우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증가시킨다는 Kang et

al. (2019)의 연구 결과에 미루어 볼 때, 지역 임산물의 사회

적 가치 창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지역 가공품 구매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424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Vol. 36, No. 5 (2021)

4. 소비자의 지역 임산물의 CSV 인식 수준에 따른 정읍시에

관한 인지도 및 친숙도

농산물 브랜드의 인지도(Awareness)란 ‘소비자들이 특정한

농산물 브랜드를 해당 브랜드 범주와 관계시키는 정도를 말

한다(Aaker 1991). 소비자의 지역 임산물 CSV 인식 수준별

정읍시에 관한 인지도 및 친숙도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정읍시에 대한 인지도의 평균은 3.90±1.55점이며, 지

역 임산물 CSV 인식 수준 상위 그룹에서 4.24±1.54점, 중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528 49.53

Female 538 50.47

Age

20s 263 24.67

30s 268 25.14

40s 270 25.33

50s+ 265 24.86

Maritial status
Married 600 56.29

Single 456 43.71

Education level

≤Middle/high school graduate 198 18.57

Attending or completed college 180 16.89

Attending or completed university 602 56.47

≥Attending or completed graduate school 86 8.07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KRW)

≤100 61 5.72

100-200 105 9.85

200-300 208 19.51

300-400 218 20.45

400-500 184 17.26

≥500 290 27.20

Residential area

Seoul 256 24.02

Gyeonggi 270 25.33

Gangwon 105 9.85

Chungcheong 123 11.54

Jeolla 112 10.51

Kyungsang 101 9.47

Jeju 99 9.29

Frequency of visiting domestic

tourist attractions

Rarely 136 12.76

1-3 times/year 551 51.69

4-6 times/year 270 25.33

7-9 times/year 109 10.23

Purpose of visiting domestic

tourist attractions

Festival 466 43.71

Historical and cultural site 209 19.61

Foods 249 23.36

Shopping 25 2.35

Business 23 2.16

Others 94 8.82

Companions of visiting domestic 

tourist attractions

Alone 82 7.69

Family, relatives 667 62.57

Friends 173 16.23

Couple 119 11.16

Others (colleague, etc.) 25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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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3.90±1.52점, 하위그룹 3.56±1.53점 순으로 상위그룹에

서 유의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정읍시에 대한 친

숙도는 평균 3.94±1.53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임산물 CSV

인식 수준 상위그룹에서 4.30±1.58점, 중위그룹에서 3.99±

1.46점, 하위그룹에서 3.51±1.45점 순으로 나타나, 지역 임산

물 CSV 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정읍시에 대한 인지

와 친숙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Kim

et al. (2011)의 연구에서 특산물 인지도와 지역특산물 구매

행동이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결과와 유사하다. 소비자의 지

역 임산물 CSV 인식 수준에 따라 지역특산물에 대한 인지

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소비자의 지역 임산물의 CSV 인식 수준에 따른 정읍시의

임산물 인식 및 소비행태

소비자의 지역 임산물 CSV 인식 수준에 따른 정읍시 임

산물 인식 및 소비 행태 조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정

읍시 임산물 가공품 구매경험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 수는 221명(20.73%), ‘아니오’는 845명(79.27%)으로

조사대상자의 정읍시 임산물 가공품 구매경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 지역 임산

물 CSV 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정읍시 임산물 가공

품 구매경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지

역 임산물 CSV 인식 수준에 따른 정읍시 임산물 구매 상품

유형으로는 차류와 주류에서 상위그룹일수록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구매처로는 ‘지역 직접 방문’이 155명

(14.54%)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위그룹에서 72명(19.94%), 중

위그룹에서 50명(14.08%), 하위그룹에서 33명(9.43%)으로 상

위그룹이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구매

빈도로는 1년에 1-2회 이하가 142명(13.32%), 59(5.53%),

20명(1.88%)로 나타났으며, 구매 비용으로는 10,000원 미만

30명(2.81%), 10,000원 이상-30,000원 미만 111명(10.41%),

30,000원 이상 80명(7.50%)로 나타났다. 주요 구매 이유로는

직접 사용 및 판매율이 168명(15.76%), 선물이 53명(4.97%)

으로 나타났으며 상위그룹에서 83명(22.99%), 중위그룹에서

52명(14.65%), 하위그룹에서 33명(9.43%)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구매상품 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5.52±0.91점이었

으며, 상위그룹에서 6.00±0.75점, 중위그룹에서 4.77±0.83점,

하위그룹에서 5.52±0.91점으로 나타났다(p<0.001). 이러한 결

과는 사회적 가치 일치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구매행동에 적

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Choi & Kim(2013)의 연구와 유사

하다. 또한 지역 임산물 CSV 인식을 통해 형성된 신뢰도가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매 경험 상품

유형으로는 과자류 405명(37.99%)으로 가장 높았으나, 지역

임산물 CSV 인식 수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Holbrook(1999)은 소비자 가치를 8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

여 효율적 가치, 유희적 가치, 탁월함의 가치, 미학적 가치,

지위의 가치, 윤리적 가치, 존중의 가치, 정신적 가치로 제시

하였으며, Holbrook(2006)은 후에 소비자 가치를 사회적 가

치, 이타적 가치, 쾌락적 가치, 경제적 가치의 4가지로 발전

시켰다. 또한 Kim et al. (2011) 연구에서 지역 특산물을 마

케팅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어울리는 브랜드, 지역 특성을 담

은 이미지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

<Table 2> Total and subcomponent scores of consumers’ perceived CSV of local non-timber forest products 

Components Mean SD

Development and sale of local non-timber forest products improves consumer’s health. 5.13 1.09

Development and sale of local non-timber forest products is eco-friendly. 5.05 1.14

Development and sale of local non-timber forest products is helpful in promoting local non-timber forest products. 5.48 1.10

Development and sale of local non-timber forest products helps to promote the consumption of local non-timber forest products. 5.42 1.13

Development and sale of local non-timber forest products helps increase the number of local visitors. 5.22 1.13

Development and sale of local non-timber forest products contributes to building local infrastructures such as sightseeing and foods. 5.36 1.13

Development and sale of local non-timber forest products is helpful for development of local tourism industry. 5.39 1.13

Development and sale of local non-timber forest products helps improve job satisfaction of local forest households. 5.30 1.13

Development and sale of local non-timber forest products helps increase the profit of local forest households. 5.52 1.09

Development and sale of local non-timber forest products helps improve work environment of local forest households. 5.29 1.07

Development and sale of local non-timber forest products helps secure market share of local non-timber forest products. 5.27 1.10

Development and sale of local non-timber forest products can be fused with new industrial contents such as shared kitchen, food tech, etc.). 5.25 1.13

Development and sale of local non-timber forest products contributes to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5.50 1.12

Development and sale of local non-timber forest products helps boost local investment. 5.37 1.16

Development and sale of local non-timber forest products helps create identity of region. 5.43 1.14

Development and sale of local non-timber forest products provides opportunities for local government to collaborate with 

universities, research facilities, and companies. 
5.23 1.13

Total 85.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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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지역 임산물의 공유가치창출이 지

역 임산물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

며, 지역 임산물의 CSV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인식 수준이

지역 임산물 판매량과 수익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CSV의 개념을 임산물 소비자에 적용하여

정읍시 지역 임산물의 소득증대와 안정된 판로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결과로부터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지역 임산물의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른 구매 상품 유형에 유

의적 차이가 있었으며(p<0.05), 가공품 사용 실태 조사 결과,

인식 수준이 높은 상위그룹에서 차류, 건조식품, 엑기스, 청

류, 원물의 소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둘째, 지역 임산물의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수

준은 정읍시의 인지도, 친숙도, 방문경험, 방문의사 및 방문

<Table 3> Local specialty products purchasing patterns according to consumers’ perceived CSV levels

Local specialty products purchasing patterns Total
Levels of consumers’ perceived CSV

χ²
Low (16-76) Middle (77-93) High (93-112)

Experience of local 

specialty products

Yes 852(79.92)1) 252(72.00) 281(79.15) 319(88.37) 15.32***2)

No 214(20.08) 98(28.00) 74(20.85) 42(11.63)

Type of

purchased

products

Tea 368(34.52) 95(27.14) 112(31.55) 161(44.60)

Powder 206(19.32) 36(10.29) 81(22.82) 89(24.65)

Dried 358(33.58) 78(22.29) 136(38.31) 144(39.89)

Concentrate solution 396(37.15) 99(28.29) 129(36.34) 168(46.54)

Syrup/enzyme 216(20.26) 53(15.14) 65(18.31) 98(27.15)

Itself 126(11.82) 25(7.14) 39(10.99) 62(17.17)

Beverage 119(11.16) 43(12.29) 36(10.14) 40(11.08)

Liquor 290(27.20) 76(21.71) 92(25.92) 122(33.80)

Vinegar 107(10.04) 23(6.57) 39(10.99) 45(12.47)

Fried 140(13.13) 36(10.29) 44(12.39) 60(16.62)

Pills 88(8.26) 24(6.86) 19(5.35) 45(12.47)

Oil 37(3.47) 12(3.43) 10(2.82) 15(4.16)

Snacks 405(37.99) 114(32.57) 135(38.03) 156(43.21)

Others 18(1.69) 7(2.00) 3(0.85) 8(2.22)

Purchase

channel

Directly in the areas 423(39.68) 125(35.71) 140(39.44) 158(43.77) 1.33

Supermarkets 108(10.13) 47(13.43) 33(9.30) 28(7.76)

Online 234(21.95) 54(15.43) 84(23.66) 96(26.59)

Traditional markets 87(8.16) 26(7.43) 24(6.76) 37(10.25)

Purchase expense 

(KRW)

10,000 149(39.68) 71(20.29) 32(9.01) 46(12.74) 8.17***

10,000-30,000 494(46.34) 132(37.71) 181(50.99) 181(50.14)

30,000-50,000 165(15.48)  36(10.29) 55(15.49) 74(20.50)

50,000 44(4.13) 13(3.71) 13(3.66) 18(4.99)

Purchase

purpose

For use 669(62.76) 186(53.14) 224(63.10) 259(71.75) 2.46

For gift 183(17.17) 66(18.86) 57(16.06) 60(16.62)

Purchase

frequency

1-2 times/year 385(36.12) 126(36.00) 131(36.90) 128(35.46)

1-2 times/6 months 367(34.43) 97(27.71) 122(34.37) 148(41.00)

1-2 times/month 88(8.26) 25(7.14) 24(6.76) 39(10.80)

1-2 times/week 12(1.13) 4(1.14) 4(1.13) 4(1.11)

Purchase satisfaction 5.13±0.92 4.73±0.87 5.12±0.80 5.47±0.92 52.112***3)

CSV, creating shared value.
1)Values indicate the number (percentage) for categorical variables and mean±standard deviation for continuous variables.
2)p-values were obtained from the chi-square test (***p<0.01).
3)p-values were obtained from the ANOVA test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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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wareness and familiarity with Jeongeup city according to consumers’ perceived CSV levels

Total
Levels of consumers’ perceived CSV

χ²
Low (16-76) Middle (77-93) High (93-112)

Awareness of Jeongeup City 3.90±1.551) 3.56±1.53 3.90±1.52 4.24±1.54 17.75***2)

Familarity of Jeongeup City 3.94±1.53 3.51±1.45 3.99±1.46 4.30±1.58 25.13***

Visit experience of Jeongeup City
Yes 436(40.90) 111(33.71) 157(44.23) 161(44.60) 5.61**3)

5.61**3)
No 630(59.10) 232(66.29) 198(55.77) 200(55.40)

Revisit intention 4.55±1.39 3.99±1.29 4.53±1.36 5.12±1.29 66.32***

Recommendation intention 4.27±1.43 3.81±1.34 4.21±1.41 4.77±1.39 43.34***

CSV, creating shared value.
1)Values indicate the number (percentage) for categorical variables and mean±standard deviation for continuous variables.
2)p-values were obtained from the ANOVA test (***p<0.001).
3)p-values were obtained from the chi-square test (**p<0.01).

<Table 5> Consumers’ recognition and purchase behavior of non-timber forest products of Jeongeup City according to consumers’ perceived

CSV levels

Total
Levels of consumers’ perceived CSV

χ²
Low(16-76) Middle(77-93) High(93-112)

Experience of non-

timber forest products

Yes 221(20.73)1) 52(14.86) 72(20.28) 97(26.87) 7.93***2)

No 845(79.27) 298(85.14) 283(79.72) 264(73.13)

Type of purchased 

products

Tea 86(8.07) 15(4.29) 23(6.48) 48(13.30) 4.23***

Powder 46(4.32) 14(4.00) 13(3.66) 19(5.26) 0.79

Dried 100(9.38) 24(6.86) 30(84.5) 46(12.74) 0.28

Concentrate solution 74(6.94) 13(3.71) 25(7.04) 36(9.97) 1.15

Syrup/enzyme 36(3.38) 5(1.43) 14(3.94) 17(4.71) 1.16

Itself 28(2.63) 3(0.86) 9(2.54) 16(4.43) 1.77

Beverage 18(1.69) 6(1.71) 5(1.41) 20(5.54) 5.12

Liquor 28(2.63) 3(0.86) 5(1.41) 7(1.94) 0.52

Vinegar 18(1.69) 6(1.71) 5(1.41) 7(1.94) 0.52

Fried 16(1.50) 2(0.57) 6(1.69) 8(2.22) 0.58

Pills 8(0.75) 0(0) 2(0.56) 6(1.66) 1.97

Oil 11(1.03) 1(0.29) 4(1.13) 6(1.66) 0.68

Snacks 30(2.81) 9(2.57) 11(3.10) 10(2.77) 0.83

Others 9(0.84) 4(1.14) 2(0.56) 8(0.83) 1.14

Purchase channel

Directly in the areas 155(14.54) 33(9.43) 50(14.08) 72(19.94)

Supermarkets 16(1.50) 6(1.71) 6(1.69) 4(1.11)

Online 30(2.81) 9(2.57) 7(1.97) 14(3.88)

Traditional markets 20(1.88) 4(1.14) 7(2.54) 7(1.94)

Purchase expense 

(KRW)

10,000 30(2.81) 11(3.14) 8(2.25) 11(3.05)

10,000-30,000 111(10.41) 26(7.43) 37(10.42) 48(13.30)

30,000-50,000 80(7.50) 15(4.29) 27(7.61) 38(10.53)

Purchase purpose
For use 168(15.76) 33(9.43) 52(14.65) 83(22.99)

For gift 53(4.97) 19(5.43) 20(5.63) 14(3.88)

Purchase satisfaction 5.52±0.91 4.77±0.83 5.43±0.77 6.00±0.75 43.50***3)

CSV, creating shared value.
1)Values indicate the number (percentage) for categorical variables and mean±standard deviation for continuous variables.
2)p-values were obtained from the chi-square test (***p<0.001).
3)p-values were obtained from the ANOVA test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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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셋째,

소비자의 지역 임산물의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정읍시 임산물에 대한 경험 및 사용 실태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차류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정

읍시 임산물에 대한 만족도에서 역시 지역 임산물의 공유가

치창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가장 높았다

(p<0.05).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소비자의 지역 임

산물의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인식 수준은 임산물의 구매 이

유와 구매상품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최종적으로 선행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구매의

도와 지불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Parashant(2014)의 연구에서 CSV를 통해 사회적 요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혁신 제품 개발이 가능하며 효율성의 향상,

비용 감소, 위험성의 완화, 생산성 증가 등 회사 운용을 향

상시키는 경제적 가치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보았

고,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클러스터 지원을 통한 사

회적 가치의 긍정적 영향을 CSV가 가져온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임산물은 크기나 품질 등의 규격

화가 어렵고, 안정적인 공급물량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고유

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산품이나 서비스 상품과는

다른 특성을 고려한 브랜드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Cho et al.

2018). 특히 임산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원물로 판매되거나

단순 가공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 임산물 CSV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수준에 따른 정읍

시 인지도와 친숙도, 정읍시 임산물에 대한 인식과 소비행태

를 조사하여 지역 임산물 개발과 마케팅 전략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CSV의 개념이 적용된 임

산물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로 하여금 임산물 구매 시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여 향후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지역 임산물의 판매 증가는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곧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수입 증대로 이어질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CSV는 소득의 안정화와 임산물 판매 및 마케팅 강화 역할

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지역

임산물의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낮은 하위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20대 연령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0만원 이상의 수입 수준이라고 응답한 응답

자 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수준이 높아짐

에 따라 친환경식품에 대한 소비욕구가 높아 질 것으로 전

망되고 있어 임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특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Cho et al. 2018).

이를 위하여 소비자 특성에 따른 임산물의 구매 및 소비행

동을 알아보고, 임산물 구매 시 선호하는 제품 유형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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