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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딸기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소비자 인식도 및 구매패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국내산 딸기가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싱가포르이다. 그리고 조사대상은 프리미엄 마켓 방문자 71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해외 현지 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주로 소비자가 느끼고 있는 해외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를 구명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가장 먼적 과채류 및 딸기 선호도를 보면 가장 많이 먹는 과채류의 경우

딸기가 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박 19%, 토마토 14%였다. 가장 많이 구매한 과채류는 딸기

44%, 토마토 14%, 수박 13%였다. 구매처를 보면 대형마트가 68.3%로 월등하게 높았고 다음으로

소형마트 13.1%, 수입품전문매장 8.7% 순이었다. 수입 과채류 구입시 고려사항으로는 가격 33.1%, 

원산지 28.2%, 맛 14.7% 순으로 나타났다. 딸기를 섭취하는 방법을 설문한 결과 생과를 직접 섭취하

는 경우가 55.1%로 높았고 케이크와 함께 소비하는 경우는 20.7%, 딸기쨈을 가공하여 섭취하는 경

우는 10.3%, 그리고 딸기쥬스로 섭취하는 경우는 5.4%이었다. 싱가포르 소비자가 딸기 생과를 선호

하는 이유를 설문한 결과 맛 있어서가 59.2%로 높았고, 먹기 편해서 17.2%, 영양섭취 때문 16.1% 

순이었다. 딸기 생과 섭취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딸기 생과 고려사항은 당도가 3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선도 19.8%, 맛이 15.0% 순이었다. 딸기 관련 상품 구매시 연평균 지출 금액은 $100 이

상이 71%로 나타났다. 해외 수입되는 딸기 중 한국산 딸기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89.2%로

타 국가 생산물에 비하여 월등하게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딸기 구매하는 장소로는

대형마트 46.7%, 수입품전문매장 15.5%, 소형마트 14.7% 순이었다. 한국산 딸기 구매 이유로는 당

도가 높아서가 35.8%, 맛이 있어서 22.8%, 신선도가 높아서가 15.0%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딸기

에 대해 각 변수 간에 어떤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pearso의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 상관관계가 0.01값(양측)에서 유의하다고 할 때 변수간 상호 정의관계를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산 신품종 딸기 4종(죽향, 메리퀸, 비타베리, 킹스베리)을 싱가포르 호레카

(HoReCa : 호텔, 레스토랑, 케이터링) 및 일반 소비자 85명을 대상으로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조

사결과 비타베리와 죽향이 27% 동히 높게 나왔고 킹스베리와 메리퀸은 23%로 약간 낮게 나왔다. 그

리고 킹스베리의 경우는 주로 크리스마스와 생일 등 축하하는 자리에 이벤트용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딸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면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싱가포로 소비자는 한국산 딸기를 선호

하고 주로 대형마트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대형마트용 소포장재로 포장후 수출하여 해외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공략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산 딸기를 선호하는 이유로 당도와

맛을 고려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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