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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과수 재배면적은 142,466ha(2021년)으로 사과는

이중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34,359ha(24.1%가 재배되고 있

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과 재배면적은 2002년 26,163ha에서

2010년 30,992ha까지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선호 및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에는 쌀(이계임․김

민정, 2004), 사과(이동현․양승룡, 2015), 복숭아(최돈우 등

2021), 소고기(김성용 등, 2014), 닭고기(최현호 등, 2015), 전

통장류(김종화, 2017) 등이 있다. 그러나당도측정및소비시

식 후 면접조사방식의 실증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는사과의당도에대한소비선호수준을실

증적으로 분석하여 사과농가의 판매 의사결정자료로 활용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대구지역 소비자이며, 표본추출은 10

대에서 60대 이상까지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품종은 쓰

가루, 썸머킹, 홍로, 아리수, 시나노골드, 후지, 미얀미후지등

7 품종을대상으로하였으며, 조사시기는품종이많이판매되

는시기인 7월에서 11월에걸쳐이루어졌으며, 총 3회에걸쳐

조사하여유효표본수는 1,296명이다. 조사방법은당도를측정

한 후 소비자에게 시식을 하게 하였고, 그 후에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시식에 사용된

사과는다양한당도분포를위해선별하지않은과일을사용

하였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당도 추정은 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80%가 만족하는 확률을 소비자가 선

호하는 당도라고 가정하였다.

3. 분석결과

3.1 표본의 특성

설문조사 표본의 특성은 그림 1과 같다. 연령은 10대

14.4%, 20대 180.4%, 30대 11.2%, 40대 18.1%, 50대 19.2%, 60

대 이상 18.8%였고, 가구원 수은 1명 10.5%, 2명 25.4%, 3명

29.2%, 4명 27.1%, 5명 이상 7.8%였다. 가구별미성년자녀수

는 없음 70.3%, 1명 16.6%, 2명 10.6%, 3명 이상 2.6%였으며,

직업은 주부 56.6%, 사무직 10.0%, 서비스직 9.2%, 자영업

5.2%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형태는 단독주택 16.1%, 아파드

74.7%, 연립주택 8.1%, 기타 1.1%였고,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은 200만원 이하 35.9%, 200～400만원 17.8%, 400～600ㅁㄴ

원 30.2%, 600만원 이상 16.0%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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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과 품종별 선호 당도를 추정하기 위해 대구지역 소비자 1,3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당도측정 자료를
활용하여분석하였다. 연구에사용된품종은쓰가루, 썸머킹, 홍로, 아리수, 시나노골드, 후지, 미얀마후지등 7품종이며,
조사는 2021년 7월에서 11월까지 3회에 걸쳐이루어졌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과 품종별단맛에
대한만족도는조생종보다는만생종이높았다. 둘째, 소비자의 80%가맛있다고인지하는당도는쓰가루 12.4Brix, 썸머
킹 12.6Brix, 아리수 13.8Brix, 홍로 13.7Brix, 시나노골드 13.6Brix, 후지 14.3Brix, 미얀마후지 14.2Brix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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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표본의 특성

3.2. 사과 단맛의 소비자 만족도

사과 품종별 단맛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5점 척도를 활

용하여조사한결과 ‘만족’ 또는 ‘매우만족’ 비율을살펴보면,

쓰가루 41.5%, 썸머킹 49.0%, 아리수 65.0%, 시나노골드

65.0%, 홍로 56.3%, 후지 69.0%, 미얀마후지 66.5%로 조생종

보다는 만생종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쓰가루> <썸머킹>

<아리수> <시나노골드>

<홍로> <후지>

<미얀마 후지>
[그림 2] 사과 단맛에 대한 소비자의 정성적 선호 분포

3.3 소비자가 선호하는 사과 품종별 당도 추정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80%가 맛있다고 인지하는

당도는쓰가루 12.4Brix, 썸머킹 12.6Brix, 아리수 13.8Brix, 홍

로 13.7Brix, 시나노골드 13.6Brix, 후지 14.3Brix, 미얀마후지

14.2Brix로 조생종보다는만생종의기대당도가높음을알수

있었다.

[표 1] 로짓모형을 활용 소비자 80%가 선호하는 당도 추정
구분 쓰가루 썸머킹 아리수 홍로 시나노

골드 후지 미얀마
후지

당도
(Brix) 12.4 12.6 13.8 13.7 13.6 14.3 14.2

4. 결론
본연구는사과당도에대한소비자선호를실증적으로분

석하기위해당도측정, 소비자시식, 설문조사의순으로진행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과 품종별 단맛에 대한 만족도는 조생종보다는 만

생종이 높았다.

둘째, 소비자의 80%가 맛있다고 인지하는 당도는 쓰가루

12.4Brix, 썸머킹 12.6Brix, 아리수 13.8Brix, 홍로 13.7Brix, 시

나노골드 13.6Brix, 후지 14.3Brix, 미얀마후지 14.2Brix로 분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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