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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for country-of-origin labeling at restaurants. There is a 

growing concern over food safety as well as interest in the country-of-origin for food ingredients served at restaurants. In this study,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for the labeling of country-of-origin at restaurants,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12 attribute items, and the importance was scored higher than the performance in all items. Also,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for the attributes of the country-of-origin labeling showed that ‘supportive government policies’, ‘system of controls for 

violation of the country-of-origin labeling’, and ‘penalty for violation of the country-of-origin labeling’ are included in the second 

quadrant, which has a high level of importance but a low level of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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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비자들의 높아진 생활수준에 비해 각국과의 자유무

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장거리 식품의 증가와 식품유

통환경의 다변화로 인해 식품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

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 두 가

지 큰 이슈였던 2008년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한 우려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

후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도가 보다 커

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식생활

에서 외식의 의존도가 증가하여 총 식비 중 외식비 비율

이 2014년 1/4분기에 전년 대비 5.5% 증가하였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4).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 외식의 비중확대, 

일부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2007년

부터 ‘식품위생법’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Country of 

Origin Labeling)가 도입되었으며, 2008년 7월 8일 쇠고기

와 쌀(밥)의 표시를 시작으로 2008년 12월 22일부터는 닭

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가 추가적으로 시행되었다. 1995

년 대부분의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어

서 농수산물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제가 시행

되었지만 식비의 30-40%를 차지하는 음식점에서의 원산

지표시제는 2008년에서야 법규화 되었다(Ahn HJ 등 

2010).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2013년 6월 28일부터 우

리나라의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16개 품목에 대한 원

산지표시가 확대, 적용되며 축산물, 쌀, 김치에 대한 구

체적인 표시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2013). 원산지(Country of Origin)는 고객들에게 

있어서 다른 나라의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선택과 평가

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자동차와 같은 공산

품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는 다양한 

식품들에 관한 원산지 또한 소비자들에게 있어 중요하게 

인식되어져 왔다(Kim JM과 Eu YS 2011). 또한 원산지의 

정보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식품의 경우는 소비자에

게 주어지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을 미

친다고 할 수 있다(Lantz G와 Loeb S 1996, Bharath J와 

Charles F 2009). Gallicano R 등(2012)의 연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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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54%가 메뉴 선택 시 영양정보표시를 확인하고 

건강메뉴를 선택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소비자들이 메뉴

를 선택할 때 정보를 이용하여 선택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동안 레스토랑의 메뉴 선택 시 영양정보표시 등의 

정보표시가 메뉴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

고되었는데(Gallicano R 등 2012),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들이 메뉴를 선택하기 전에 원산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

도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사전 정보를 제

공하는 식품의 표시제(labeling)에 대한 연구는 메뉴 정보

표시에 대한 연구(Roberto CA 등 2010, Tandon PS 등 

2010, Yoo JA와 Jeong HS 2011, Lee DJ 등 2013), 음식

점 영양정보표시에 대한 연구(Kim TH와 Chang HJ 2003, 

Park SH 2011, Hwang JJ 2012), 유기농과 같은 친환경식

품의 정보표시에 대한 연구(Huh EJ와 Kim JW 2010, 

Choi WS 등 2013) 등으로 정보표시에 대한 연구는 그동

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쇠고기 음식점 원

산지표시제가 한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Jung 

MK 등 2010)에서 음식점 원산시표시제 시행 후 부정육 

유통 물량 감소의 일차적 효과는 생산자들의 이익의 증

가로 나타났으나 결국은 소비자 이익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도 

시행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시켜 결국 생산자뿐만 아

니라 소비자들의 이익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은 Martilla JA와 James JC(1977)가 자동차사업의 성

취도를 분석하기 위해 처음 소개한 이래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져 왔고 외식산업 분야에서는 서비스

를 평가하고 개선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어

져 왔다. IPA분석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중요도와 만족도

에 대한 전략적인 마케팅 개발을 위한 도구로써 이를 통

한 소비자들의 요구 파악이 용이한 연구방법이다(Yang IS 

등 2000). 또한 IPA분석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니고 있

는 중요도 및 만족도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 동시에 분석 가능한 연구기법이며, 호텔과 관

광 분야의 연구자들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마케팅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Oh HM 2001). IPA

분석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의 한계를 안고 있는 관

련 담당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분석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Han HJ와 Kim YM, 2010). 그동안 외식분야에서는 

Lee SJ 등(2006), Jung HS와 Yoon HH(2008), Hong WS와 

Yoo HK(2008), Kim JH(2013) 등이 IPA를 통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현재 음식점 원산

지표시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Ahn HJ 

등 2010), 소비자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

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앞으

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하다 하

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음식점 원산지표

시제의 속성들에 대한 중요도와 이에 대한 만족도 차이

를 연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음식점 원산

지표시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및 내용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중요도-만

족도 분석을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20

세 이상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

사기간은 2013년 8월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총 수집된 

설문지는 460부이고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3부를 제

외하고 437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 활용된 설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이고, 두 번째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속성 문

항으로 이 문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의 원산

지종합관리시스템(www.origin.go.kr)의 음식점 원산지표

시제 시행과 관련된 내용과 선행연구(Ahn HJ 등 2010, 

Hwang EK 2010)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중요도-만족도 속성의 12개의 항목을 구성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는 외식전공 대학원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pilot test)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후 문항을 수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련 항목의 

설문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중요도(1점: 전혀 중요하

지 않다 ∼ 5점: 매우 중요하다)와 만족도(1점: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 5점: 매우 만족한다)를 이용하여 12개 문

항(1.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 2. 음

식점 원산지표시제 제도에 대한 신뢰, 3.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제도의 활성화, 4.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제도의 

홍보, 5.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적극적 

참여, 6.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정

책, 7.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음식점의 적극적 참

여, 8.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확대, 9.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10.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체계, 

11.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시 처벌, 12.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신고 시 신고포상제도)로 구성하였다. 음

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산출한 결과,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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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

Gender
Male 213 48.7

Female 224 51.3

Age

(years)

20~29 120 27.5

30~39 92 21.0

40~49 104 23.8

50~59 105 24.0

≧60 16 3.7

Average Age 39.9±12.0
1)

Education 

level

Under high school 101 23.0

Attending university 86 19.7

College 37 8.5

University 141 32.3

Graduate 72 16.5

Marital status
Single 188 43.1

Married 249 56.9

Occupation

Professional job 76 17.4

Office worker 71 16.2

Technical/production 39 8.9

Service worker 43 9.8

Public official/educator 50 11.4

Own business 26 5.9

Student 76 17.4

Housewife 39 8.9

Other 17 4.1

Monthly 

income 

(10,000won)

< 200 104 23.8

200~299 114 26.1

300~399 97 22.2

400~499 52 11.9

500~599 36 8.2

≧600 34 7.8

Total 437 100.0

1)
 Mean±SD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의 α값은 0.886이었고, 만족도의 α값은 0.893이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조사의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dow Ver. 12.0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중

요도 및 만족도의 차이분석을 위하여 대응표본 t-test  

(paired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중요도와 만족

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요도-만족도 분석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총 

437명의 응답자 중 남성은 48.7%, 여성은 51.3%였으며, 

20대가 27.5%, 30대가 21.0%, 40대가 23.8%, 50대가 

24.0%, 60대 이상이 3.7%였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

업자(32.3%), 고등학교 졸업자(23.0%), 대학재학중(19.7%), 

대학원 졸업자(16.5%) 순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56.9%)

이 미혼(43.1%)보다 많았으며, 직업 분포는 전문직(17.4%), 

사무직(16.2%), 생산･기술직(8.9%), 서비스직(9.8%), 공무

원･교직원(11.4%), 자영업(5.9%), 학생(17.4%), 주부(8.9%), 

기타(4.1%) 순이었다. 월평균가계소득은 200~300만원 미

만(26.1%), 200만원 미만(23.8%), 300~400만원 미만(22.2%), 

400~500만원 미만(11.9%)으로 나타났다.

2.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차이

분석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중요도-만족도간 차이분

석의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12개의 속성 모두 유

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p<0.001), 모든 항목의 중요도가 

만족도보다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전체 총 평균점수는 

중요도 4.47/5.00점, 만족도 2.94/5.00점이며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다(p<0.001). 중요도 항목 가운데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음식점의 적극

적 참여(4.62)’로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음식점 원산지표

시제의 신고포상제도(4.61)’,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

한 적극적인 정부정책(4.60)’,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대상

품목의 확대(4.55)’,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위반 단속 체

계(4.58)’ 순이었다. Lee KI 등(2009)의 연구에 의하면 음

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94.7%가 

동의한 반면,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신뢰도는 24.8%로 매

우 낮았다. 그 이유로 첫 번째로 든 것이 음식점이 원산

지를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53.6%로 절반이상이었다. 본 연

구에서는 소비자들은 음식점들의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만족도는 중요도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수를 보였으며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음식점 원산

지 표시방법(3.06)’,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제도의 활성화

(3.05)’,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표시대상의 품목확대(3.0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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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s

Importance
1)

Performance
2)

Gap

t-value
Mean±SD Mean±SD

Importance-

performance

1. Reliability of the safety 4.46±0.73 2.98±1.12 1.48 23.341***

2. Reliability of a system 4.22±0.85 2.95±1.12 1.24 19.774***

3. Activation of a system 4.39±0.79 3.05±1.10 1.39 21.125***

4. Promotion of a system 4.32±0.79 2.95±1.12 1.36 21.206***

5. Active participation of customers 4.44±0.73 2.85±1.18 1.39 22.263***

6. Supportive government policies 4.60±0.67 2.75±1.24 1.72 25.738***

7. Active participation of restaurants 4.62±0.68 2.84±1.20 1.68 24.855***

8. Expansion of food items subject 4.55±0.65 3.03±1.05 1.48 23.675***

9. Labeling methods 4.49±0.71 3.06±1.18 1.46 25.139***

10. System of controls for violation 4.58±0.64 2.88±1.20 1.76 27.142***

11. penalty for violation 4.33±0.83 3.00±1.09 1.82 26.915***

12. Reward system for reporting of violation 4.61±0.66 2.98±1.10 1.48 22.890***

Mean±SD 4.47±0.13 2.94±0.95 1.49 24.248***

1)
 Mean±SD with a 5-point Likert type scale: 1 point (strongly unimportant)~5 point (strongly important).

2)
 Mean±SD with a 5-point Likert type scale: 1 point (strongly unsatisfactory)~5 point (strongly satisfactory).

***p<0.001 by t-test.

Table 2.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the attributes for country of origin labeling at restaurants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큰 속성을 살펴보면, ‘음식

점 원산지표시제 위반 시 처벌(1.82)’, ‘음식점 원산지표

시제 위반 시 단속체계(1.76)’,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정책(1.72)’ 순이었다. 중요도와 만족

도의 차이가 큰 속성은 개선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소비자들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에 대한 단속체계와 위반 시 처벌 등 정부정책의 개선이 

중요하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Ahn HJ 등(2010)의 연

구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찬성유무에

서 모든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우

자조금관리위원회가 내놓은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

링’ 용역결과 2013년 쇠고기를 취급하는 전국의 일반음

식점 201개소를 대상으로 ‘대부분의 식당에서 원산지 표

시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은 결과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은 2011년 77.3%이던 것이 

2013년에는 31.3%에 불과했다. 또 ‘대부분의 식당에서 한

우와 육우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매우 잘 지켜진다’는 답은 2011년 66.7%

에서 2013년 20.9%로 나타났다(The Farmers Newspaper 

2014). 이는 선행 연구에서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들의 신뢰도가 낮았던 결과(24.8%)에서 소비자들의 원산

지표시제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결과라고 

사료된다(Lee KI 등 2009)

따라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통해 2008년부터 시

행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높

아진 반면 시행이후 단속 및 처벌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의 관리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운영규정의 현실화를 통한 음식점과 정부의 노력이 보다 

필요하겠다고 사료된다.

3.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중요도-만족도분석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격자 모형

의 분석에 대한 결과는 Fig. 1에 제시하였다. 중요도-만족

도 분석은 2차원 격자모형으로 나누어진 4개의 사분면으

로 구분될 수 있는데, 중요도의 평균값을 y축의 분할선으

로 만족도의 평균값을 x축의 분할선으로 하여 1사분면

(keep up the good work)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으

며, 2사분면(concentrate here)은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

가 낮고, 3사분면(low priority)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으며, 4사분면(possible overkill)은 중요도는 낮고 만족

도는 높은 사분면으로 나눌 수 있다(Green CG 1993). 본 

연구에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 영역인 1

사분면의 영역은 7. 음식점들의 적극적 참여, 8.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의 확대, 9. 원산지 표시방법이었으며, 중요

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2사분면인 ‘집중’ 영역에는 6. 

적극적인 정부정책, 10. 원산지 위반 단속체계, 11. 원산

지 위반 시 처벌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

족도가 모두 낮은 ‘저 순위’ 영역인 3사분면은 12. 원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57

Korean J. Food Cook. Sci. Vol. 31, No. 1 (2015)

Section Attribute

I. Keep up the 

good work

7. Active participation of restaurants

8. Expansion of food items subject

9. Labeling methods

II. Concentrate 

here

6. Supportive government policies

10. System of controls for violation

11. penalty for violation

III. Low priority 12. Reward system for reporting of violation

IV. Possible 

overkill

1. Reliability of the safety

2. Reliability of a system

3. Activation of a system

4. Promotion of a system

5. Active participation of customers

Fig. 1. IPA chart for the attributes of country of origin restaurant

(Total).

지표시제 신고포상제도이며, 중요도는 낮고 만족도는 높

은 ‘과잉’ 영역인 4사분면은 1. 안전성에 대한 신뢰, 2. 제

도에 대한 신뢰, 3. 제도의 활성화, 4. 제도의 홍보, 5. 소

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였다. IPA분석에서는 가장 집중

해서 관리되어져야 할 부분으로 2사분면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속성에 대한 중요도는 가장 높게 인식하지만 이에 

대한 실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향후 대상의 

집중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집중 영역

인 2사분면으로 ‘적극적인 정부정책’, ‘원산지 위반 단속

체계’, ‘원산지 위반 시 처벌’에 대해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까지 소비자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에 대해 정부의 보다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어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단속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도 2008년부터 

시행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적극적인 정부정책’, ‘원

산지 위반 단속체계’, ‘원산지 위반 시 처벌’에 대해 소비

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만족도

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ong YK 등(2009)의 

연구에 의하면 음식점 식육의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규제

의 필요성에 대해 소비자, 정부, 음식점 모두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그

동안 규제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규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에 대한 신뢰는 확보되지 못했다고 사료된다.

4.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1) 성별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 분석

성별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분석의 결과는 Table 3에 제

시했다. 성별에 따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하여 중요

하게 생각하는 속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소비자

들의 적극적 참여’, ‘적극적인 정부 정책’, ‘음식점들의 적

극적 참여’,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확대’, ‘원산지 표

시 방법’, ‘원산지 위반 단속 체계’, ‘원산지 위반 시 처

벌’, ‘원산지 위반 시 신고포상제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모두 중요성 정도를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Jeon 

YM(2007)은 외식업체 이용 고객 중 성별이 식품안전성

에 대해 느끼는 불안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여성 65.1%, 기혼 82.4%이 외식업

체가 제공하는 식품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

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 더 민감

하고 부정적이라는 선행연구(Ahn HJ 등 2010)와 같은 연

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Kim SS(2010)의 소고기 안

전관련 표시를 인지하고 확인하는 연구에서도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보다 여성

이 안전관련표시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으며 이를 이용하

는 정도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Lee LE 등

(2012)의 연구에서도 여성과 노인들이 레스토랑 식품안전

에 대해 젊은 남성들보다 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여성은 남성

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중요성을 더 많이 인

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비자, 정부, 외

식업체 모두의 적극적 참여와 원산지표시 품목의 확대와 

표시방법의 개선, 처벌과 관리에서 남성보다 중요성을 크

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만족도에 대한 점수는 ‘소비자

들의 적극적 참여’, ‘음식점들의 적극적 참여’, ‘원산지표

시제 위반 시 처벌’ 문항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도에 대한 점수가 약간 높았으나 차이는 크

지 않았으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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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
Performance

1)

t-value
Male Female

1. Reliability of the safety of a system 3.07±1.16 2.90±1.06 1.588

2. Reliability of a system 3.07±1.14 2.90±1.05 1.659

3. Activation of a system 3.08±1.09 2.92±1.08 1.592

4. Promotion of a system 3.05±1.03 2.86±1.10 1.706

5. Active participation of customers 3.00±1.14 3.10±1.06 -1.027

6. Supportive government policies 2.91±1.20 2.85±1.20 0.483

7. Active participation of restaurants 2.92±1.26 2.97±1.23 -0.362

8. Expansion of food items subject 3.12±1.63 3.01±1.20 0.998

9. Labeling methods 3.07±1.03 2.99±1.06 0.836

10. System of controls for violation 2.85±1.20 2.83±1.21 0.228

11. penalty for violation 2.72±1.29 2.79±1.18 -0.572

12. Reward system for reporting of violation 2.88±1.23 2.82±1.13 0.521

 Total 2.98±0.12 2.91±0.92 0.523

1)
 Mean±SD with a 5-point Likert type scale: 1 point (strongly unsatisfactory)~5 point (strongly satisfactory).

Table 4. The performance score of the attributes of selection regarding country-of-origin labeling at restaurants by gender

Attributes
Importance

1)

t-value
Male Female

1. Reliability of the safety 4.39±0.82 4.52±0.64 -1.792

2. Reliability of a system 4.15±0.91 4.30±0.78 -1.909

3. Activation of a system 4.32±0.87 4.44±0.71 -1.576

4. Promotion of a system 4.22±0.89 4.41±0.67 -1.016

5. Active participation of customers 4.40±0.79 4.48±0.68 -3.729***

6. Supportive government policies 4.47±0.78 4.72±0.56 -4.119***

7. Active participation of restaurants 4.49±0.78 4.75±0.54 -2.174**

8. Expansion of food items subject 4.48±0.71 4.61±0.58 -2.659**

9. Labeling methods 4.40±0.76 4.58±0.64 -2.764**

10. System of controls for violation 4.52±0.76 4.69±0.54 -2.659**

11. penalty for violation 4.50±0.68 4.65±0.60 -2.342*

12. Reward system for reporting of violation 4.23±0.91 4.43±0.73 -2.402*

Total 4.38±0.12 4.55±0.14 -1.826*

1)
 Mean±SD with a 5-point Likert type scale: 1 point (strongly unimportant)~5 point (strongly important).

*p<0.05, **p<0.01, ***p<0.001.

Table 3. The importance score of the attributes regarding country-of-origin labeling at restaurants by gender

3)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IPA 분석(남성)

Fig. 2는 남성의 IPA 분석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중요

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2사분면인 ‘집중’ 영역에는 

‘6. 적극적인 정부 정책’, 7. 음식점들의 적극적 참여’, 

‘10. 원산지 위반 단속 체계’, ‘11. 위반 시 처벌’이 속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7. 음식점들의 적극적 

참여’ 부분도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은 2사분면에 

해당하는 집중관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IPA 분석(여성)

Fig. 3는 여성의 IPA 분석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중요

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2사분면인 ‘집중’ 영역에는 

‘6. 적극적인 정부 정책’, ‘10. 원산지 위반 단속 체계’, 

‘11. 원산지표시제 위반 시 처벌’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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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Attribute

I. keep up the 

good work

7. active participation of restaurants

8. expansion of food items subject

9. labeling methods

II. concentrate 

here

6. supportive government policies

10. system of controls for violation

11. penalty for violation

III. low priority

1. reliability of the safety of a system 

2. reliability of a system

4. promotion of a system

12. reward system for reporting of violation

IV. possible 

overkill

3. activation of a system

5. active participation of customers

Fig. 3. IPA Chart for the attributes regarding country-of-origin 

labeling at restaurants (female).

Section Attribute

I. keep up the 

good work

1. reliability of the safety of a system

5. active participation of customers

8. expansion of food items subject

9. labeling methods

II. concentrate 

here

6. supportive government policies

7. active participation of restaurants

10. system of controls for violation

11. penalty for violation

III. low priority 12. reward system for reporting of violation

IV. possible 

overkill

2. reliability of a system

3. activation of a system

4. promotion of a system

Fig. 2. IPA chart for the attributes regarding country-of-origin

labeling at restaurants (male).

났다. 이는 ‘7. 음식점들의 적극적 참여’를 제외하고는 남

성의 경우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IPA 분석결과

를 통해 여성과 남성 모두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

는 부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소비

자들을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중요도-만

족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차이

분석에 대한 결과에서는 12개의 속성 항목들 모두 유의

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모든 항목에서 중요도(4.47점

/5.00점)가 만족도(2.94점/5.00점) 보다 높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전체 평균에서도 볼 수 있

듯이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속성에 대한 중요도-만족

도 분석 결과에서는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2사

분면인 ‘집중’ 영역에는 ‘적극적인 정부정책’, ‘원산지 위

반 단속체계’, ‘원산지 위반 시 처벌’이 속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속성들은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가장 

높은 항목이었으며, 이러한 속성들은 소비자들이 현재 정

부정책과 단속체계를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

고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남･여 성별에 따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중요

도와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중요도는 여성(4.55

점/5.00점)이 남성(4.38/5.00점)보다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남성(2.98/5.00점)이 여성(2.91/5.00

점)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여 성별

에 따른 IPA 분석 결과 ‘7. 음식점들의 적극적 참여’를 제

외하고는 남･여 모두 2사분면인 ‘집중’ 영역에는 ‘6. 적극

적인 정부 정책’, ‘10. 원산지 위반 단속 체계’, ‘11.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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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시제 위반 시 처벌’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를 통해 남･여 모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사료하는 부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관리방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를 회복하기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관리하는 법규와 

해당 부처의 일원화와 전문화가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식

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법안도 별개이고 관리주

체도 별개인 지금의 현실에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만드

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현재 소비자들은 단속체계와 

처벌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개선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단속과 관련해서도 기본적

으로 인력 및 예산을 지금보다 많이 투입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현재 정부의 관리･감독에 불신을 가지고 있

는 만큼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제의 개선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시행･단속 기관을 일원화시키고 현재보

다 인력 및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노력을 통해 제

도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소비자들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확대나 표시방

법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온 만큼 이러한 부

분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원산지표시제 제도 자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와 외식업체의 노력이 보다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넷째, 음식점들이 원산지표시제

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개선해나가기 위해 규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도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에 원산지표시 우수

업체 지정제도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우수업체 지정대상

을 집단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와 HACCP 인

증을 받은 휴게음식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원확대를 위해 우수업체 표시판을 제작 배포할 수 있

으며, 홍보활동을 허용하였다. 또한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면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

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4). 이와 같이 원산지표시제를 잘 지키고 시행

하는가에 대한 단속과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하여 음식점이 자체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과 경기도

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속성 문항에 대

한 깊이 있는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거의 미미한 상태로 속성문항의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

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폭넓은 평가

를 위한 다양한 항목들을 추가한 연구와 개선방안을 마

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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