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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의 구입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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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쌀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식품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식품들이 등장하였고, 육류나 빵 등의 소비 증가는 쌀의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쌀은 다른 농산물
과 달리 오래 보관이 가능하여 저장식품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는 쌀을 구입할 때 도정일
을 고려하고, 쌀을 진공상태로 보관하여 신선함을 유지하는 등 쌀 소비와 관련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쌀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이 저장식품에서 신선식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농촌진흥청의 최근 5개년(2015-2019) 농식품 소비자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패널회귀
모형을 통해 연도별 쌀의 구입 주기를 분석하였다. 쌀의 구입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비특성변수
와 가구특성 변수 등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쌀의 구입 주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1회 구입량과 연 , 19세 이하 자 유 로 분석되었다. 구입량과 연 은 쌀의 구입 주기를 증가시 는
요인이며, 19세 이하 자 유 는 구입 주기를 단 시 는
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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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32.4kg에서 2018년 61.0kg로 감소한 반면 1인당 육류
소비량은 같은 기간 11.3kg에서 53.9kg으로 5배 가까이 증가

1. 서론

하였다[2].
쌀의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구입 특성도 일부 변화가 발생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까지 쌀의 수확량이 부족하여 식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저장된 쌀이 부족한 시기에 보리로
식량으로 대체하여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후 ‘통일
벼’ 품종의 개발로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크게 증가되어 식
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통일벼’의 개발과 함께 쌀
의 생산성은 1970년 10a당 327kg에서 2020년 483kg로 크게
향상되었다[1].
최근에는 식품산업이 발전하면서 빵이나 면, 육류 등 다양
한 식품이 등장하였고 소비자는 다양하고 풍족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식품산업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육류
나 빵, 우유, 유지방 등을 통한 칼로리 섭취 비율이 증가하면
서 쌀의 소비는 자연스럽게 감소하였다. 또한, 1인가구의 증

하였다. 과거 쌀의 소비는 다른 농산물에 비해 오래시간 저장
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단위가 큰 편이었으며, 장기간에 걸
쳐 소비되었다. 그러나 쌀 역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선도가
떨어지고 밥맛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쌀의 도정일을 확
인하여 가장 최근에 도정된 쌀을 구입하거나 햅쌀을 구입하
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는 쌀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진공기능이 추가된 저장용기를 출시하는 등
쌀을 신선하고 맛있게 소비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쌀에 관한 인식이 저장식품에서 신선식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쌀의 구입
주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가정 내 식사 비율보다 외식의
비중을 높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 본 성과물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세부과제번호: PJ015690022021)의 지원에 의해 이
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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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자료

2. 분석방

료

2.1 자

측되지 않은 개체효과에 대한 귀무가설(  )을 1% 수준에
서 기각(    =4.18)되었다. 따라서, 일원오차모형 중 고
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료는 농촌진흥청에서 구축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

료이다. 농촌진흥청은 2010년부
터 소비와 관련된 실제 지출내역을 축적하고 있다. 포
함 내용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등이며, 외식 지출액
까지 범위를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전체 패널 자료 중
쌀(백미) 구입 내역을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농식품 소비자패널 자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개년이다. 분석
대상은 해당 기간에 쌀을 2회 이상 구입한 패널로 한
정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종

속변수는 연도별 쌀의 구입 주기

독립변수는 소비특성 변수와 가구특성 변수 등
으로 설정하였다. 소비 특성 변수는 1회 평균 구입량
과 배달 경험, 가공식품 비율 등이다. 가구 특성 변수
는 소득과 연령, 19세이 자녀 유무(더미), 65세 이상 거
주자 유무(더미), 구성원 수, 전업주부(더미) 등이다.
종속변수인 연도별 구입 주기는 쌀을 구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t-1) 구입시점에서 해당 구입시점(t)까
지의 소요기간을 연도별로 평균값으로 설정하였다.
이다.

2.2 분석방

법[3, 4]

차항의 고려방식에 따라 일원오
차성분모형(one-way error component regression
model)과
이원오차성분모형(two-way
error
component regression model)로 구분된다. 일원오차
성분모형에서 오차항은 관측되지 않은 개체 효과
(individual effect)와 시간 효과(time effect) 중 하나의
오차항만을 고려한다. 이원오차성분모형의 오차항은
관측되지 않은 개체 효과와 시간 효과를 모두 개별적
으로 고려한다. 식 (1)은 이원오차성분모형으로 관측
되지 않은 개체 효과(  )와 시간 효과(  )를 모두 고려
하고 있다. 관측되지 않은 개체 효과(  )와 시간 효과
(  ) 중 하나의 오차항만을 고려하면 일원오차성분 모
패널회귀모형은 오





형이 된다.
       ,       

(1)

   …     … 

측

<표 1>은 일원오차성분모형 고정효과 모형의 분석
결과이다. 쌀의 구입 주기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변
수는 1회 평균 구입량과 연령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1회 평균 구입량이 증가할수록 소비 기간에 영
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구입 주기를 증가시키는 것으
로 판단된다. 쌀의 경우 포장단위도 크고 무겁기 때문
에 패널의 연령이 많을수록 쌀 운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구입 주기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다. 19세 이하 자녀 유무는 10% 유의수준에서 구입 주
기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내
에 19세 이하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쌀의 구입 주기가
짧아지며, 그 효과가 가장 큰 변수로 분석되었다.
[표 1] 쌀 구입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변 수
1회 평균 구입량(kg)
소득(원)
연령(세)
19세이하 자녀(더미)
65세이상 거주자(더미)
구성원수(명)
배달 경험(더미)
가공식품/식료품(%)
전업주부(더미)
constant
F-test=4.18***

추정치
0.914*
-2.587
8.170***
-34.036*
-8.851
-1.045
-14.055
-7.090
-11.430
227.648*

  
1.71
-0.64
3.19
-1.69
-0.44
-0.12
-1.43
-0.67
-0.91
-1.67

4. 결론





않은 개체 효과( )를 추정해야할 모수로 가
정하면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이며, 확률변수로 가정하
면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
만약 관 되지

3. 분석결과



본 연구는 쌀의 구입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굴하기 위해 소비특성변수와 가구특성 변수를 포함
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회귀분석은 개
체 오차항만을 고려한 일원오차모형으로 실시하였으
며 개체효과를 가정한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쌀의 재구입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구입량과 연령, 19세 이하 자녀 유무로 분
석되었다. 구입량과 연령은 구입 주기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일수록 쌀의 구
입주기가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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