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616 -

1. 서론
  우유는 1981년학교급식법제정으로학교우유급식의실시
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식습관의 변화와 더불어 소비량

이 지속적으로 성장했다1).
 그러나 2000년대초반부터출산율의저하로우유의주요소
비대상인저연령층이감소함에따라백색우유에대한소비

가 점차 한계점에 다다랐다. 더군다나 2019년 11월 발생한
코로나 192)는우리생활전반에영향을줄뿐만아니라우유

및 유제품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소비자의우유및유제품소비에대한실태
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조사방법

2.1 연구대상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2021년 9월 1일∼14일(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온라인조사)에걸쳐 우유 및 유제품 소비와 관련하여전국에
거주하는 20∼69세 주부 및 1인 가구 1,500명(1인 가구 450

1) 이혜영·이종인 “우유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보도가 소비자 인
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 농업 생명환경연구, 제
28권3호, p10

2) 대한민국 누적 확진자 : 17, 727,086명, 확진자▲ 32,451, 사망
23,607명, ▲ 52명(2022년 5월13일)→ : CORONA LIVE

명, 주부 1,050명)대상으로 거주지별, 소득별로 조사했다.  

3. 결과

3.1 우유·유제품 소비형태

  우유·유제품취식빈도에대해우유를거의매일취식하는
비율이 다른유제품에 비해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우유
는거의매일취식하는비율이 41.9%, 발효유는 20.1%, 치즈
는 15.5%로 조사됐다.

* 단위: %, 2021년 : 1인가구+가정주부 base 1,500명

[그림 1] 우유·유제품 취식빈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거의 매일 우유를 취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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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유시장은 2000년대 초반을기점으로성장에서정체로최근몇넌동안에는우유소비량이감소하고분유재고량
은 증가하고 있다. 원유 연동제의 도입으로 국내 유업체들은 매년 일정량의 원유를 의무적으로 구입하고 있지만 우유
소비가정체되어재고량이늘어가고있는실정이다. 여기에출산율저하및코로나 19의 영향으로우유소비가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이후 국내 우유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는 어떠한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는 전국
거주자 1,500명을 거주지별로, 1 인가구 및 2인 이상 가구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이다. 우유·유제품의 취식빈도를 보면
거의매일취식의경우, 우유는 41.9%인데반해발효유는20.1%, 치즈는 15.5%로 조사됐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도전년
대비 소비량이 소폭 증가 했지만 향후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다. 주로 마시는 우유는 백색 우유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층에서 많이 소비하고 저지방 우유 및 기능성 우유에 대한 소비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향후 우유 소비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소득별로, 혹은 기혼가정, 미혼 등을 고려하여 소비 대상을
설정할필요가있다. 우유소비촉진을위한유투브,TV, sns 등 다양한매체를활용한홍보및우유를활용한음식, 발효
유, 치즈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2022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617 -

600만원 이상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46.3%)가 많고 소득이
300만원미만인경우소비가(38.1%), 적게조사됐다. 또한미
혼그룹은 28.9%인데 반해 기혼그룹은 47.2%로 높게 조사됐
다. 

[표1] 우유 취식빈도3)

우유 전체

소득 결혼여부
300
만원
미만

300~
600만
원미만

600
만원
이상

미혼 기혼

사례수 (1500) (578) (607) (315) (439) (1061)
거의 매일 41.9 38.1 43.2 46.3 28.9 47.2
주3회 이상 22.9 22.5 22.2 25.1 20.5 23.9
주 1~2회 19.7 22.1 18.8 17.1 26.7 16.9
월 1~2회 10.9 12.3 11.2 7.9 17.5 8.2
3개월1회정도 4.5 5.0 4.6 3.5 6.4 3.8
연 1~2회 0.0 0.0 0.0 0.0 0.0 0.0
거의안 먹음 0.0 0.0 0.0 0.0 0.0 0.0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년전대비우유소비량이 ‘증가’했다는응답이‘감소’했다
는응답보다높게조사되었지만, 향후변화와비교시증가할
것이라는응답이전년소비량대비낮은비율로나타나향후

우유 소비는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단위: %, 2021년 : 1인가구+가정주부 base 1,500명

[그림 2] 1년 전 대비 우유 소비량 변화 및 향후 전망

  주로마시는우유로 1순위와 1+2+3순위모두 ‘백색우유’인
것으로 조사됐고, 그 다음 1순위 기준으로 ‘저지방우유’가
1+2+3순위로는 기능성우유가 두 번째로 높게 조사 됐다.

[그림3] 주로 마시는 우유

3) 거주지(1,500명) 중 수도권(899), 특·광역시(357), 지방 중소도
시(244) 임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1순위 기준으로 백색우유의
경우 취식빈도가 많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비
율이높게조사된반면, 저지방(무지방)우유는취식빈도가적
을수록, 소득이높을수록비율이높게분석됐다. 기능성우유
는주3회이상취식시와소득이높을수록높게조사됐다. 과
일 맛, 유기농, 멸균, 커피 맛, 곡물, 기타 등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 이경우특정소비층이한정적
으로 보인다.

[표2 주로 마시는 우유 1순위]

1순위 전체

우유 취식 빈도 소득

거의
매일

주3회
이상

주2회
이하

300
만원
미만

300~
600만
원미만

600
만원
이상

사례수 (1500) (628) (344) (528) (578) (607) (315)
백색 59.3 63.7 57.6 55.1 63.0 59.0 53.0 
저지방
(무지방) 18.7 18.6 15.4 20.8 16.6 19.6 20.6 
기능성 12.4 10.8 15.4 12.3 10.9 12.4 15.2 
과일맛 2.6 0.6 2.3 5.1 3.1 2.3 2.2 
유기농 2.5 2.7 3.5 1.7 1.7 2.5 4.1 
멸균 2.4 2.2 2.9 2.3 2.2 2.6 2.2 
커피맛 1.1 0.6 0.9 1.7 1.4 0.7 1.3 
곡물 1.0 0.6 2.0 0.8 1.0 1.0 1.0 
기타 0.1 0.0 0.0 0.2 0.0 0.0 0.3 

  우유 구입 시 고려하는 요인은 1순위 기준으로는 ‘우유
맛’, 가격, 제조일자/유통기한으로 분석된 반면, 1+2+3순위
기준으로는 ‘제조일자/유통기한’, 다음으로 가격요인으로 조
사되었다.

[그림4] 우유 구입 시 주 고려요인
  우유 평가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맛은 1순위와 1+2+3순위
기준모두 ‘고소한맛’이가장높게조사되었다. 그다음은 ‘깔
끔하고 맑은 맛’ ‘비린 맛이 없는 것’의 순으로 높게 분석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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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우유 평가 시 중요4)하게 생각하는 맛

3.2 우유 인식 관련

  응답자중 21.3% 정도가수입우유에대해경험이있는것
으로 조사되었고, 63.9%가 국산제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6] 수입 우유 경험 및 선호도

  유당제거(락토프리)우유에대해 38.1%가경험이있는것으
로조사되었으며, 추후구입의향이있는비율은 37.7%로분
석되었다.

[표 6] 

               
향후 우유 소비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소득별로, 혹은 기혼가정, 미혼 등을 고려하여 소비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있다. 우유 소비 촉진을위한 유투브,TV, sns 
등다양한매체를활용한홍보및우유를활용한음식 , 발효
유, 치즈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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