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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에서 목장형 유가공의 효시는 1994년에 설립된

강성원 우유에서 시작되었다. 목장형 유가공이란 목장에서

생산한우유로집유운송단계가생략되고가공공정으로바

로 들어가 제품을 생산한 신선한 우유와유제품을 말한다. 목

장형유제품을생산하는중소규모낙농가는 100여 농가가된

다.1)

2019년 코로나 19 이후목장형유가공품소비자의소비에대

한실태조사를통해소비자의소비행태및인식에관하여분

석해 보고자 한다.

2. 조사방법

2.1 연구대상 및 설문지 구성

본연구는 2021년 9월 1일∼14일(코로나 19의 영향으로온

라인조사)에 걸쳐 목장형 유가공품 소비와 관련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20∼69세 최근 3개월이내목장형유가공품을소비

한 적이 있는 소비자(200명)를 대상으로 거주지별, 소득별로

조사했다.

1) 남명수, 정석근“한국의 목장형 유가공 현황과 미래”동물생명

과학연구(제8권), 2016.06.

3. 결과

3.1 목장형 우유 및 유제품소비 행태

최근 3개월 내 취식은 목장형 유가공제품 대비 일반 유가

공 제품의 취식률이 훨씬 높게 분석됐다.

* 단위: %, base: 목장형 우유 경험자 200명

[그림 1] 최근 3개월 내 취식제품(복수응답 가능)

목장형유제품으로는치즈, 발효유, 버터 순으로 취식률이

높게 조사됐다.

최근 취식/구입한 목장형 우유 브랜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기업 2개사 및대학제품이각각 15%로 높게분석됐다. 응

답자들이 응답한 브랜드임에도 제품명에“목장”이 들어가서

혼동하고 있거나, 대학우유 등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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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장형 유가공이란 목장에서 생산한 우유로 집유 운송 단계가 생략되고 가공 공정으로 바로 들어가 제품을 생산한
신선한우유와유제품을말한다. 2019년 발생한코로나 19는 다양한방면에영향을미쳤다. 그러면목장형우유및유제
품의 소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목장형 유가공품 소비자의 소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소비행태 및
인식에 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족 구성원별 목장형 우유 취식빈도로는매일취식은 ‘미취학 자녀’에서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초등학생 자녀’, ‘영
유아’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 취식빈도가 높게 조사됐다.
목장형우유정보습득경로에대해 57.0%가 ‘인터넷검색’을 통해습득한것으로조사됐다. 목장형 유제품
구입 경험률은 목장형 우유 구매 빈도가 높을수록 높게 조사됐다.
목장형 우유 및 유제품 소비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터넷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자녀가 있는 가정,
1인 가구, 노인부양 가족 등 가족 구성원별 목표 설정을 통한 매출증대 역시 좋은 표본이 될 것이다.



2022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620 -

소비자들은목장형우유및유제품에대한정의에대해정확

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구분 전체

목장형우유 구매빈도 소득

거의 
매일

주3
회 

이상

주2
회 

이하

300
만원 
미만

3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N 200 26 47 127 28 83 89

A사 15.0 26.9 8.5 15.0 14.3 15.7 14.6

B사 15.0 3.8 19.1 15.7 17.9 14.5 14.6

C사 15.0 11.5 14.9 15.7 17.9 18.1 11.2

D사 9.5 11.5 10.6 8.7 0.0 8.4 13.5

E사 7.5 7.7 17.0 3.9 25.0 6.0 3.4

F사 7.5 3.8 14.9 5.5 7.1 12.0 3.4

G사 6.0 3.8 2.1 7.9 0.0 4.8 9.0

H사 5.0 0.0 6.4 5.5 0.0 1.2 10.1

I사 5.0 0.0 4.3 6.3 3.6 3.6 6.7

J사 4.5 7.7 0.0 5.5 7.1 7.2 1.1

K사 4.0 3.8 4.3 3.9 0.0 6.0 3.4

L사 3.0 7.7 2.1 2.4 3.6 3.6 2.2

M사 3.0 11.5 0.0 2.4 10.7 3.6 0.0

N사 2.0 3.8 4.3 .8 0.0 4.8 0.0

O사 2.0 0.0 4.3 1.6 0.0 1.2 3.4

P사 2.0 3.8 0.0 2.4 3.6 2.4 1.1

Q사 2.0 3.8 0.0 2.4 0.0 1.2 3.4

R사 2.0 0.0 0.0 3.1 3.6 1.2 2.2

[표1] 최근 취식/구입한 목장형 우유/유제품 브랜드명

가족구성원별 목장형우유취식빈도로는 매일 취식은 ‘미

취학 자녀’에서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초등학생 자녀’, ‘영

유아’등의순으로높게나타나어린자녀들이있는경우취식

빈도가 높게 조사됐다.

* 단위: %, base: 목장형 우유 경험자 200명

[그림 2] 가족 구성원별 목장형 우유 취식빈도

목장형우유취식방법으로는 ‘흰 우유그대로마심’이 1순

위와 1+2+3순위 기준 모두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시리

얼/빵, 과자 등과 함께’ 취식하거나 ‘커피에 혼합’ 하는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 단위: %, base: 목장형 우유 경험자 200명

[그림3] 목장형 우유 취식방법

목장형 우유의 전년대비 취식빈도에 대해 응답자의 49.5%

가증가했다고조사됐다. 향후예상취식빈도에대해 ‘비슷하

다’가 4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7.5%가 추후에도

증가할 것이라고 조사됐다.

 우유 구입 시 고려하는 요인은 1순위 기준으로는 ‘우유

맛’, 가격, 제조일자/유통기한으로분석된반면, 1+2+3순위기

준으로는 ‘제조일자/유통기한’, 다음으로 가격요인으로 조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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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base: 목장형 우유 경험자 200명

 [전년 대비 취식빈도]

        

 [향후 예상 취식 빈도]

[그림4] 목장형 우유 전년대비 취식 빈도 및 향후 예상 취식빈도

3.2 목장형 우유 및 유제품 구입행태

목장형 우유 구입 빈도는 응답자의 54.5%가 ‘주1∼2회 정

도’로 조사됐다,

* 단위: %, base: 목장형 우유 경험자 200명

[그림5] 목장형 우유 구입 빈도

주로 구입하는 목장형 우유 종류로는 1순위와 1+2+3순위

기준으로 ‘백색우유’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그다음 1순위

기준으로는 ‘저지방(무지방)우유’, 1+2+3순위 기준으로는 ‘기

능성우유’가 높게조사됐다. 유기농우유에대한구입빈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 단위: %, base: 목장형 우유 경험자 200명

[그림5] 주로 구입하는 목장형 우유 종류

전년대비증가하여구입한우유는 ‘백색우유’, 저지방(무지

방)우유’등의순으로높게조사됐다. 감소하여구입한우유는

‘과일맛 우유’,‘커피맛 우유’,‘곡물우유’등 첨가우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 단위: %, base: 목장형 우유 경험자 200명

[그림6] 전년 대비 구입변화 우유종류

목장형 우유 구매 시 행동습관에 대해 53.5%가 ‘가급적 주

로 구입하는 상표를 구입한다.’ 고 응답했고, ‘항상 구입하는

상표 제품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5%로 80%이상이 구

입 시 상표를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단위: %, base: 목장형 우유 경험자 200명

[그림7] 목장형 우유 구매시 행동습관

3.3 목장형 우유 인식 관련

목장형우유정보습득경로에대해 57.0%가 ‘인터넷검색’

을 통해 습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인터넷 검색’은 목장형 우유의

경우,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게 조사됐고, ‘TV/라디오/신

문광고’는 중소도시에서 높게 조사됐다, ‘블로그/눈/카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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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형 우유 구매빈도가 거의 매일인 그룹에서 높게 조사됐

다.

* 단위: %, base: 목장형 우유 경험자 200명

[그림8] 목장형 우유 정보 습득경로

구분
전

체

구매빈도 거주지 
거의 
매일

주3회 
이상

주2회 
이하

수도
권

특광
역시

중소
도시

N 200 26 47 127 138 40 22
인터넷 

검색
57.0 73.1 61.7 52.0 61.6 47.5 45.5

TV/라디오

/신문 광고
40.0 34.6 48.9 37.8 40.6 32.5 50.0

블로그/SN

S/카페
32.0 42.3 31.9 29.9 29.0 45.0 27.3

주변 지인 30.5 34.6 19.1 33.9 33.3 22.5 27.3
뉴스 기사 28.0 26.9 36.2 25.2 29.7 22.5 27.3
예능/드라

마/다큐
15.0 23.1 25.5 9.4 15.2 15.0 13.6

대리점 

영업사원
13.5 23.1 8.5 13.4 13.8 12.5 13.6

관련 책자 

/팜플렛
7.5 15.4 10.6 4.7 6.5 12.5 4.5

옥외/버스/

지하철 광고
6.5 19.2 4.3 4.7 5.1 12.5 4.5

기타 0.5 0.0 0.0 0.8 0.7 0.0 0.0

[표2] 목장형 우유 정보 습득경로(중복)

3.3 목장형 유제품 구매행태

목장형 유제품 구입 경험률은 치즈는 63.5%, 발효유는

54.0%로 조사됐다.

* 단위: %, base: 목장형 우유 경험자 200명

[그림9] 목장형 유제품 구입경험

목장형 유제품 구입 경험률은 목장형 우유 구매 빈도가

높을수록 높게 조사됐다.

구분 전체

구매빈도 거주지 

거의 
매일

주3회
이상

주2회 
이하

수도
권

특광
역시

중소
도시

N 200 26 47 127 138 40 22

목장형치즈 
구입경험 비율

63.5 73.1 68.1 59.8 64.5 57.5 68.2

목장형발효유 
구입경험 비율

54.0 69.2 59.6 48.8 54.3 47.5 63.6

 [표3] 목장형 유제품 구입경험

구분
전

체

구매빈도 거주지 

거의 
매일

주3회 
이상

주2회 
이하

수도
권

특광
역시

중소
도시

N 108 18 28 62 75 19 14

매우 

불만족
0.9 0.0 0.0 1.6 1.3 0.0 0.0

다소 

불만족
3.7 0.0 3.6 4.8 4.0 5.3 0.0

보통 17.6 22.2 17.9 16.1 17.3 10.5 28.6

다소 

만족
57.4 50.0 57.1 59.7 54.7 63.2 64.3

매우 

만족
20.4 27.8 21.4 17.7 22.7 21.1 7.1

*5점 

평균*
3.93 4.06 3.96 3.87 3.93 4.00 3.79

 [표5] 목장형 유제품 만족도 -발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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