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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곡물의 소비가 식생활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

고있는가운데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30년까지곡물소비

가 0.8% 감소할것으로전망하였다. 곡물류중메밀, 조, 율무,

기장, 수수를 포함한 잡곡류의 구매 또한 전반적으로 감소하

고 있다. 특히 메밀은 원곡의 구매액이 2010~2014년 86원에

서 2015~2019년 67원으로 구매액이 가장 적을 뿐만 아니라

감소폭이 가장 큰 품목이다.

[표 1] 잡곡류 구매액 변화

구분
구매액(원) 증감율

C=(B-A)/A′10-′14 (A) ′15-′19 (B)

메밀 86 67 -22.3%

조 735 625 -15.0%

율무 718 884 23.0%

기장 1,468 1,400 -4.6%

수수 1,525 1,328 -12.9%

메밀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메밀가공식품의 구매액은

2015~2019년 기준 3,580원으로 메밀의 원물 구매액 대비 약

53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 내 메밀 소비는 원곡보다 가

공식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메밀과 메밀가공식품 구매비교(2015~2019)

　 구매가구비율(%) 구매액(원) 구매횟수(회)

메밀 0.5 67 0.007

메밀가공식품 35.1 3,580 0.671

국내 메밀 소비활성화를 위해서는 메밀가공식품별 구매특

성을파악하는것이선행될필요가있다. 이 연구에서는농촌

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패널의 농식품 구매정보를 활용

하여메밀가공식품의품목을세분화한뒤구매변화를파악하

여 국내 메밀의 상품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소비자의 메밀가공식품 구매변화와 특성

메밀가공식품의 소비트렌드를 분석하기에 앞서 메밀가공

식품을메밀면, 메밀전ㆍ만두, 메밀차, 메밀분말, 메밀묵, 메밀

과자ㆍ빵, 메밀막걸리로 총 7가지 품목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메밀가공식품중 메밀과자ㆍ빵, 메밀막걸리를 제

외한 구매액 상위 5개 품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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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소비자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2010~2014년과 2015~2019년의 메밀가공식품 중 메밀면,
메밀전ㆍ만두, 메밀차, 메밀분말, 메밀묵품목의소비변화를분석하였다. 분석품목중메밀전ㆍ만두, 메밀분말, 메밀묵의
구매는 증가한 반면에 메밀면과 메밀차는 구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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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메밀가공식품 분류

소비자패널의 농식품 구매정보를 활용하여 메밀가공식품

의구매를살펴보니 2015~2019년 기준가구당연평균구매액

은 메밀면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메밀전ㆍ만두, 메밀차,

메밀분말, 메밀묵, 메밀과자·빵, 메밀막걸리순으로나타났다.

[표 4] 메밀가공식품 구매 변화

구분
구매액(원) 증감율

C=(B-A)/A′10-′14 (A) ′15-′19 (B)

메밀면 2,246 2,140 -4.7%

메밀전ㆍ만두 239 689 188.3% 

메밀차 490 303 -38.2% 

메밀분말 181 246 35.9%

메밀묵 117 163 39.3% 

메밀면은전체메밀가공식품구매액중가장큰비중을차

지하고 있는 품목이다. 하지만 최근 구매액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밀면은주로소바, 메밀냉면, 막국수등의요리로

활용된다. 메밀면의 연간 구매액 중 여름철(6~8월)이 차지하

는비율이약 60%정도로계절편중이뚜렷하게나타났다. 메

밀면은차갑게먹는소바, 막국수이외에도따뜻하게먹는온

소바, 메밀국수가 있음에도 여름철에 차갑게 먹는 형태가 주

를이루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메밀면소비형태는냉

면과 비슷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 2015~2019년 메밀면과 냉면 월별 구매액 비중 비교

2018년도에는폭염일수가 31일로, 평년 11일 대비 2.8배 많

아 무더운 날이 많았다. 이로 인해 차가운 음식에 대한 수요

가 늘어나 메밀면과 냉면 모두 소비가 증가하였고, 2019년엔

평년과비슷하게폭염일수로회복함에따라메밀면과냉면의

소비도 감소하였다.

[표 5] 메밀면과 냉면의 전년 대비 구매액 증감 여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메밀면 ↑ ↑ ↑ ↓ ↑ ↓ ↑ ↑ ↓

냉면 ↓ - ↓ - ↓ ↑ ↓ ↑ ↓

메밀전ㆍ만두는 메밀가공식품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이다. 이는 냉동만두 시장 내 차별화전략으로 냉동메밀

만두 제품을 출시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기존 메밀분말

을 이용해 직접 만들어 먹거나, 전문점에서 구매할 수 있던

메밀만두와전병이냉동으로손쉽게접할수있게되었기때

문이다.

메밀차는 메밀가공식품 중 가장 큰 폭으로 구매가 감소했

으며, 특히 600만원이상고소득층의구매이탈이빠르게진행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메밀차는 과거 고

급화제품으로고소득층에게주로판매되는제품이었으나최

근에는이러한메밀차의소비특성이약해지면서소비가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메밀분말의 구매는 증가세를 보였는데, 연령대에 따라 다

른양상을보였다. 40대 이하에서는구매액이감소한반면 50

대 이상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밀분말이 가

정내에서직접반죽해서요리한다는특성이있기때문에복

잡한 조리법를 선호하지 않는 젊은층에서 소비가 적은 것으

로 파악된다.

메밀묵은 구매액이 증가한 품목이다. 또한 메밀묵의 월별

구매액 비중을 살펴본 결과 겨울철 구매액 비중이 여름철보

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메밀묵이외의도토리묵, 청포묵등

의월별구매비중은큰차이가나지않는다는점에서메밀묵

이 다른 묵들과 달리 계절적 수요의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메밀묵은특히연령대가높을수록구매가많은것으

로나타났다. 하지만최근 30대 이하연령대에서구매가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소비변화이다. 메밀

묵은비가열섭취식품으로구매후특별한조리없이먹을수

있어 1인가구와 30대 이하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구분 세부 품목

메밀면류 소바, 모밀, 막국수, 메밀냉면, 메밀라면

메밀전ㆍ만두 메밀만두, 메밀전병, 메밀전, 부꾸미

메밀차 메밀 액상ㆍ침출ㆍ고형차

메밀분말 메밀가루, 메밀부침가루

메밀묵 메밀묵, 메밀묵가루

메밀과자ㆍ빵 메밀빵, 메밀과자, 메밀쿠키, 메밀엿

메밀막걸리 메밀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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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5~2019년 메밀묵과 묵(메밀묵 외) 월별 구매액 비중 비교

3. 결론

메밀전ㆍ만두, 메밀분말, 메밀묵은 비교년도 대비 구매가

증가한 반면, 메밀면과 메밀차는 구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구매가증가한 메밀전ㆍ만두, 메밀분말, 메밀묵은 새로

운소비자를유입시키기위한홍보및요리법개발을통해서

소비증가세를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반면 구매가 감소한 메밀면과 메밀차는 소비감소를 막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메밀면은 특히 메밀가공식품 구매액

차지 비율이 가장 큰 품목으로 소비활성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한품목이다. 여름철소비비중이큰품목으로겨울철소

비를늘릴수있게끔소비자의계절성에대한인식을개선하

고, 새로운 요리법 개발 등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밀차는 소비가 감소한 고소득층의 소비 대체의

원인을파악하고소비회복을위한새로운전략을찾는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