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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주요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
고기) 총 소비량은 지난 10년간 1,043천톤
(1992)에서 1,541천톤(2002)으로 약 48% 증가하
였다.  육제품을 비롯하여 모든 식품은 소비자

를 목표로 개발되고, 생산되고 판매된다고 할 
수 있으며 생산되는 식품의 성공여부는 구매하
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에 달려 있다. 그만큼 소비자가 식품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식육제품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소비자들은 식품을 구입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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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맛, 선호도, 영양가, 편이성과 건강에 미치
는 영향 등 많은 요인들을 고려한다(Issanchou, 
1996). 우리나라의 육가공품 생산량은 어육혼합
소시지류를 포함하여 91년을 기준으로 107,116
톤이었던 것이 2001년에는 143,232톤으로 약 
34%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서 햄류가 32천톤에
서 58천톤으로 약 81% 증가하였고 베이컨은 
696톤에서 1천톤으로 약 44% 증가하였으며 소
시지류 중에서 어육혼합소시지류는 32천톤에서 
23천톤으로 약 30% 감소하였고 축육소시지류
는 35천톤에서 비하여 38천톤으로 약 8% 만이 
증가하였다(Meat Journal, 2002). 이러한 결과에
서 비교적 소시지에 비하여 품질이 좋은 햄류
와 베이컨류의 증가율이 높은 점을 알 수 있으
며 이는 육가공품의 품질을 개선한다면 보다 
넓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에측된다.  
한편, 국내 육가공품 생산량은 이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가공제품의 품질은 개
선되지 않고 오히려 제조사별 시장경쟁이 격화
되면서 고품질의 신제품을 개발하기 보다는 저
단가․저품질 제품 생산이 많아지면서 육가공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추세이다(Cho et al., 2002). Salvage (1998)
는 판매장에서 가공육의 위치를 확고히 증가하
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실태 이해가  필요하
다고 하였으며 Mandigo(1999)는 소비자를 이해
하는 것이 산업체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라고 하였다. 오늘날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
라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도도 상당
히 변화하여 보다 다양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
품을 원함에 따라 가공육제품의 공급도 이러한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
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육가공제품에 대
한 의식, 소비실태 및 구입실태를 중심으로 직
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함으로서 앞으로 육
가공산업체가 고품질 육제품 개발 및 생산전략
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실시하
였다.  

Ⅱ. 재료 및 방법

  본 설문조사는 2001년 10월에서 12월까지 3
개월간에 걸쳐 특별시와 광역시를 비롯하여 일
반 대도시 지역(수원, 대전, 인천, 안양, 부천, 
청주, 전주, 용인 등)에 거주하고 있는 1,343명
의 20대∼60대 전후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육
가공제품 구입실태 중심으로 직접 설문지를 배
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일반 개
황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비율이 210명(14.64 
%)이었고 인천 등 광역시의 비율이 380명
(26.50%)이었으며 중소도시의 비율이 753명
(52.51%)으로 가장 많았다. 설문 응답자의 연령
은 20대가 305명(22.71%), 30대가 505명(33.60 
%), 40대가 449명(33.43%), 50대이상이 84명
(6.25%)인 것으로 나타나 30~40대 응답자가 가
장 많았다. 가족 수로는 2인 이하가 145명
(10.80%), 3인이 287명(21.37%), 4인이 656명
(48.85%)이었고 5인이상 되는 가정은 225명
(18.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 월
평균 수입은 100만원 이하인 가정이 256명
(19.06%), 100∼200만원인 가정이 493명(36.71 
%), 200만원 이상이 594명(44.23%)인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들 대부분이 중상층인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1).

Ⅲ. 결과 및 고찰

  육가공제품의 구입횟수는 월 1∼2회이상 구
입하는 소비자가 68.8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
다(Table 2). 그러나 육가공제품을 거의 구입하
지 않는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19.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등(2001)이 100명의 소비자를 대
상으로 국내육가공품 소비성향을 조사한 결과 
햄은 일 주일에 한 번 정도가 59%로 가장 많
았고 소시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5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에도 베
이컨은 24%, 통조림류는 63%의 소비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구입한다라고 응답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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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윤 등(2001)에 따르면 소비자
들은 햄과 소시지를 도시락 또는 저녁식사 반

찬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햄과 소시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
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제품을 구분할 수 

Table 1.  Consumer distribution for survey(n=1,343). 
      (unit; households(%)) 

Item Seoul Megalopolis Municipal city Total

Age

 >20 years old 113
(53.81)

 33
(8.68)

159
(21.12)

305
(22.71)

 >30 54
(25.71)

126
(33.16)

325
(43.16)

505
(33.60)

 >40 35
(16.67)

192
(50.53)

222
(29.48)

449
(33.43)

 >50 8
(3.81)

27
(7.11)

44
(5.84)

79
(5.88)

 >60 0
(0)

2
(0.53)

3
(0.40)

5
(0.37)

Monthly Income  <1,000,000 won 26
(12.38)

69
(18.16)

161
(21.38)

256
(19.06)

1,000,000 won
∼2,000,000 won

68
(32.38)

136
(35.79)

289
(38.38)

493
(36.71)

 >2,000,000 won 116
(55.24)

175
(46.05)

303
(40.24)

594
(44.23)

Family numbers  1 person 2
(0.95)

5
(1.32)

8
(1.06)

15
(1.12)

  2 persons 18
(8.57)

34
(8.95)

78
(10.36)

130
(9.68)

  3 persons 40
(19.05)

76
(20.0)

171
(22.71)

287
(21.37)

  4 persons 92
(43.81)

196
(51.58)

368
(48.87)

656
(48.85)

>5 persons 58
(27.62)

69
(18.16)

128
(17.0)

225
(18.99)

Occupation Housewife 57
(27.14)

196
(51.58)

278
(36.92)

531
(39.54)

Student 63
(30.0)

9
(2.37)

69
(9.16)

141
(10.50)

Office worker 78
(37.14)

146
(38.42)

343
(45.55)

567
(42.22)

Others 12
(5.71)

29
(7.63)

63
(8.37)

104
(7.74)

Total 210
(14.64)

380
(26.50)

753
(52.51)

1,34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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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햄과 소시지를 
구분한다가 86.75%로 나타난 반면 구분하지 못
한다가 13.25%로 나타났다(Table 3). 햄과 소시
지를 구분한다고 응답자들 중에서 71.93%가 맛
으로 구분한다고 응답하였고 외관으로 구분한
다가 10.56%였으며 그 밖에도 제품이름으로만 
구분할 뿐 내용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17.51% 있었다(Table 4). 본 
조사결과 햄과 소시지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구
분하더라도 이름으로 구분함으로서 제품상의 
특성을 모르고 있는 소비자가 30.76%가 되었는
데 국내에는 아직까지 햄과 소시지와 같은 육

가공제품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가 낮은 것으
로 판단되었다. 그 밖에 국내에 생산되고 있는 
대부분의 햄제품이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생
산․유통되기 보다는 프레스 햄 제품이 많이 
생산․유통되는 것도 소비자들로 하여금 햄과 
소시지의 구분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햄과 소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그 이유로서 두 제품의 고기 함량 및 첨가물들
이 비슷하여서(47.19%)가 가장 많았고 맛 또는 
외관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소비자
도 각각 17.98%, 15.73%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이러한 원인은 국내 제조되고 있는 

Table 3. Can you distinguish ham and sausage products ?

Yes No Total response

Numbers of response 1,165 178 1,343

% 86.75% 13.25% 100%

Table 4. If yes, how do you distinguish ham and sausage products ?

Seoul Megalopolis Municipal city Total

Name  6.42 23.65 17.55  17.51

Taste 79.14 67.07 72.36  71.93

Appearance 14.44  9.28 10.09  10.56

Total 16.05 28.67 55.28 100.00

Table 2. Purchase of frequencies of processed meat products

Seoul Megalopolis Municipal city Total Cumulative %

1∼2 times a week 31.90 25.00 28.55  28.07  28.07

1∼2 times a month 42.86 39.21 40.90  40.73  68.80

1∼2 times in 2 months  4.29  4.74  5.44   5.06  73.86

1∼2 times in 6 months  3.81  5.00  4.25   4.39  78.25

1∼2 times a year  0.95  4.74  1.46   2.31  80.56

Hardly purchase 16.19 21.32 19.39  19.43 -

Total 15.64 28.29 56.07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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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소시지는 분쇄육으로 제조되어 있고 또한 
비육단백질(非肉蛋白質) 등을 혼합하여 제조하
기 때문에 절단시 입자에 의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햄과 소시지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
려하는 사항은 회사명(brand name)인 것으로 
나타났으며(32.76%) 그 다음으로 원료육의 종
류(16.53%), 유통기한(16.38%) 및 원료육 생산
지(16.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
내 소비자들이 제품의 품질 등을 고려하기 보
다는 브랜드에 의해 육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육제품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는 고품질 육제품 제조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윤 등

(2001)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육가
공품을 구입할 때 가장 유의하는 것이 제조일
자(33%), 가격(22%) 및 제조회사명(18%)인 것
으로 보고하였다.  
  소시지 원료육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
는 것은 돈육이 54.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쇠고기가 17.65%였으며 계육은 9.16%인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7).
 햄 또는 소시지 구입시 제품 표시내용을 읽느
냐는 질문에 응답자들 중 72.25%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27.25%는 읽지 않는다고 응답하였
다 (Table 8). 제품 표시내용을 읽는다는 소비
자들 중에서 제품 표시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
시 여기는 고려사항으로 고기 함량이라고 응답

Table 5. If no, why?

Seoul Megalopolis Municipal 
city Total

No difference in meat contents or additives 43.48 50.00 49.79 47.19

No label on products 17.39 15.22 21.10 19.10

No difference in taste 21.74 15.22 18.35 17.98

No difference in appearance 17.39 19.57 13.76 15.73

Total 12.92 25.84 61.24 100.000

Table 6. Consideration factors for purchasing ham and sausage products

Seoul Megalopolis Municipal city Total

Brand name 35.71 34.21 31.21  32.76

Meat contents 14.29 13.95 13.68  13.85

Meat species (chicken, pork) 17.14 16.84 16.20  16.53

Meat origin(domestic, imported) 10.95 19.21 16.20  16.23

Price  4.76  2.89  4.25   3.95

Shelf-life 17.14 12.89 17.93  16.38

Wrapping material  0.00  0.00  0.53   0.30

Total 15.64 28.29 56.07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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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45.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원료육의 종류(22.64%), 원료육의 원산지(17.80 
%) 및 유통기한(10.57%)인 것으로 나타남으로
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육가공제품 선택시 고
기함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9).  윤 등(2001)의 설문조사에서 소비
자들이 육가공품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인스턴
트 식품이라는 요인(25%) 다음으로 제품의 원

료(23%), 위생(18%), 성분표기(17%) 및 유해물
질 포함여부(1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품
표시를 읽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은 그 이유가 
관심이 없어서가 가장 높았고(39.34%) 그 다음
이 믿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소비자도 25.96%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따라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표시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 Preferred raw meat materials for sausage

Seoul Megalopolis Municipal city Total

Beef 15.71 22.63 15.67  17.65

Pork 50.48 51.32 56.44  54.06

Chicken 13.81  8.16  8.37   9.16

Meat mixture of different species  1.90  2.63  4.12   3.35

Meat and nonmeat ingredients  6.19 11.84  9.16   9.46

It is not important 11.90  3.42  9.24   6.33

Total 15.64 28.29 56.07 100.00

Table 8. Responses for reading the label on the ham or sausage products?

Yes No Total response

Numbers of response 977 366 1,343

% 72.75% 27.25% 100%

Table 9. If yes, what is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factor in label?

Seoul Megalopolis Municipal city Total

Meat contents 60.48 38.68 45.02 45.64

Meat species (beef, pork, chicken) 18.10 27.37 21.51 22.64

Meat origin (domestic, imported) 10.00 23.42 17.13 17.80

Additives  5.24  1.84  3.59  3.35

Shelf-life  6.19  8.68 12.75 10.57

Total 15.64 28.29 56.07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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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은 햄과 소시지 구입시 불만사항으
로 47.65% 소비자들이 제품내에 고기보다는 결
착제를 비롯한 다른 첨가제들이 많아서 고기맛
을 거의 느낄 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외관 및 
내용물이 비슷한 제품이 너무 많다고 응답한 
소비자 및 맛이 없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각각 
27.70%, 1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결
과 소시지 제조시 첨가되는 증량제 및 비육단
백질 등 부원료 사용량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
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품의 품질등급기준 
도입이 시급하다 하겠다.
  햄 및 소시지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고
기 함량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64.04%였고 품질에 따른 등급
화를 원한다는 응답자가 15.71%였으며 다양한 
제품을 원한다는 응답자가 14.15%인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12).
  고품질 햄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좋은 재료와 돈육 함량이 높은 제
품을 말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90.32%로 절대
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TV나 신문광고 등에
서 본 적이 있는 햄(2.53%) 또는 가격이 비싼 
햄(2.08%)이라고 응답한 소비자와 모르겠다라
고 응답한 소비자도 2.90%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
  햄과 소시지제품 판매시 품질에 따른 가격차
등제 실시에 대하여 찬성한다고 응답한 소비자
가 83.54%인 것으로 나타나 많은 소비자들이 
햄과 소시지 제품의 품질에 따라 가격을 달리
하는 차등제 실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4). 현재 국내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및 닭고기)은 품질에 따른 등급제도

Table 10. If no, why?

Seoul Megalopolis Municipal city Total

Too busy  9.41 24.39 13.07 14.75

No interest 44.71 28.05 41.71 39.34

No trust 25.88 34.15 22.61 25.96

I don't know 20.00 13.41 22.61 19.95

Total 23.22 22.40 54.37 100.00

Table 11. Unsatisfaction reasons for purchaing ham and sausage products

Seoul Megalopolis Municipal city Total

Taste 16.19 10.53 10.89  11.62

Texture  9.05  7.63 10.76   9.61

Hardly detect meat taste because of too 
much additives other than meat 39.52 52.11 47.68  47.65

Hardly distinguish good products becasue 
of similar kinds and appearance 32.86 26.32 26.96  27.70

Low quality  2.38  3.42  3.72   3.43

Total 15.64 28.29 56.07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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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Demanding points for ham and sausage products

Seoul Megalopolis Municipal city Total

To produce the products containing high
contents of meat

54.76 72.11 62.55  64.04

To produce cheap product  6.67  5.00  6.51   6.11

To produce variable products 20.00  8.42 15.41  14.15

To produce products separated by quality
grade

18.57 14.47 15.54  15.71

Total 15.64 28.29 56.07 100.00

Table 13. Consideration factors for high quality ham

Seoul Megalopolis Municipal 
city Total

Expensive ham  1.43  2.11  2.26   2.08

Good ingredients and high contents of pork 93.81 91.58 88.71  90.32

Familiar products by TV, newspaper and
magazine  1.43  1.32  3.45   2.53

Ham wrapped with expensive materials  0.48  0.26  0.53   0.43

Ham produced from famous company  1.90  2.89  1.06   1.71

I don’t know  0.95  1.84  3.98   2.90

Total 15.64 28.29 56.07 100.00

Table 14. Response for introducing the price differential system depending on quality

Seoul Megalopolis Municipal city Total

Yes 85.71 84.21 82.60  83.54

No  7.14  4.74  5.58   5.58

It is not important  7.14 11.05 11.82  10.87

Total 15.64 28.29 56.07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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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착 또는 도입단계에 있으며 육가공제품의 
경우 KS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 기준은 
제품품질 뿐 아니라 제조공정까지도 규정에 포
함시킴으로서 산업체가 적용하기에 실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조사결과 소비
자들은 햄, 소시지와 같은 육가공품 구매시 고
기 함량과 품질에 많은 관심은 갖고 있으나 비
슷한 제품이 대부분인데다가 각 제품간의 품질
을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각 나라마다 육가공품 품질을 등급화하여 판매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살코기/결합조직 함량
(lean/connective tissue)을 기준으로 등급화하였
고, 일본에서는 고기 함량/결착제 함량을 기준
으로 등급화하였으며, 미국에서는 C.F.R. 기준
으로 품질을 규제하여 생산하고 있다. 결론적
으로 국내에도 육가공품 시장의 확대와 소비자
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육가공품의 품
질 등급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
며, 육가공업체들도 이와 같은 고품질 육제품
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품질요인과 관련된 고기
함량, 맛 또는 조직감의 개선, 품질의 차별화 
및 유통기한 연장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소
비패턴과 구매의식을 반영한 새로운 제품개발
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Ⅳ. 적    요 

  본 설문조사는 국내 육가공제품의 시장에 대
한 소비자 의식과 구매형태를 파악하고 시장확
대를 위한 기본방안 구축을 위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조사한 결과이다. 육가공제품
의 구입횟수는 월 1∼2회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40.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 1∼2회 
구입하는 것(28.07%)으로 나타났다. 햄과 소시
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분한
다가 86.75%로 나타난 반면 구분하지 못한다가 
13.25%로 나타났다. 햄과 소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그 이유로서 두 제품의 고

기 함량 및 첨가내용물들이 비슷하여서라는 응
답이 47.19%로 가장 많았다. 햄과 소시지를 구
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회사
명(brand name)인 것으로 나타났으며(32.76%) 
원료육의 종류(16.53%), 유통기한(16.38%) 및 
원료육 생산지(16.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햄 
또는 소시지 구입시 제품설명 표시내용을 읽느
냐는 질문에 응답자들 중 72.25%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27.25%는 읽지 않는다고 응답하였
다. 소비자들은 햄과 소시지 구입시 불만사항
으로 소비자들이 제품내에 고기보다는 결착제
를 비롯한 다른 첨가제들이 많아서 고기맛을 
거의 느낄 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47.65%), 외
관 및 내용물이 비슷한 제품이 너무 많다고 응
답한 소비자 및 맛이 없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각각 27.70%, 1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햄 
및 소시지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고기 함
량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64.04%였다. 햄과 소시지 제품 판매
시 품질에 따른 가격차등제 실시에 대하여 찬
성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83.54%인 것으로 나
타나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햄과 소시지 제품
의 품질에 따른 가격차등제 실시를 원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품질에 따른 등급
기준 설정과 품질별 가격차등제 실시를 통하여 
육가공 제품시장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며 이는 국내돈육의 비선호부위의 소비촉진
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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