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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양 국가로써 어패류나 해조

류 등의 수산물은 식량자원으로 매우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있으며, 사회․경제적성장은 식생활의전반적인 변화등

으로 양적으로는 우수한 식생활을 하게 되었고 식생활은 삶

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복잡한
경쟁 사회의 구도 속에서 편리하고 간편하며, 신속하고 기
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더불어 웰빙

(well-being)의 확산으로 건강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심 및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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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erception of fishery products and processed food of 
marine products in college students through empirical analysis. 446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analysi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frequency of consumption of aquatic food was 2～3 times a 
week, the place of intake was good for taste of home and aquatic foods, respectively. Purchase motifs 
of processed fish products are easy, the frequency of ingestion is 3 to 4 times a week, the criteria for 
selection were always consumed, and the taste was considered to be high when purchased. The perception 
of nutrition and necessity of consumption of aquatic foods was high and radioactivity was low. 133 male 
students (57.8%) and 98 female students (45.4%) were aware of the aquatic traceability system. The college 
students generally has a high preference for the taste of marine products and high frequency of consump-
tion, and they recognized that nutritional excellence and necessity were positive. The marketing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by developing proper product considering the age level and sex of consumers. The 
limitation is that they are college students in Busan and Gyeongsang provinces and coast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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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강조되면서(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09),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식품의 생
산․유통․소비패턴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핵가족화, 
도시화, 여성 인력의 사회진출 등의 사회변화에 따라 가정
의 식생활패턴이 가정단위의 조리 형태에서 각종 가공 편의

식품의 구입과 이용이 빈번해져가는 추세로 변모되고 있다

(Jung, 2012).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접어든 대학생은 신
체적인 발달이 대부분 이루어지며, 부모의 통제 하에서 형
성되었던 식생활이 대학생이 되면서 밖에서의 활동이 많아

지고, 주거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불규칙하고 부적당한 식생
활을 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

기이다.    
2013년 식품소비행태조사에 따르면 육류에 비하여 수산

물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산분야 품질
인증 대상 품목은 현재 총 68개 품목으로 동물성 단백질의
약 36%를 차지하는 주요 공급원으로서 전체 식품수급측면
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Cho, Yoon, Jung, 
& Kim, 2007).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해조류 섭취는 세계에
서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다양한 조리 형태로 이용되
고 있으며, 보존식품으로서의 활용도 또한 높다(Lee, 2013).
우리나라 수산물은 전체 농림수산식품 분야 수출액에서

약 29%, 수입액에서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Cho et al., 
2007), 가공식품의 매출액은 2003년 약 23조원으로 조사되
었다. 수산물 가공식품은 국내산 수산물의 90% 이상을소비
하는 최대수요처로서(Jung & Im, 2002), 통조림 형태가 가정
널리 이용되고 있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03).
한편, 2011년 3월일본지진으로인한후쿠시마원전사고

는 수개월 동안 대량의방사능이 유출되어 해류와 먹이사슬

을 통해서 방사능오염이 확산되었고, 또한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중금속사용량이증가함에 따라 육상에서 연안 수역

으로 유입되는 폐수에 함유된 중금속 등에 의하여 대부분

연안에서양식되고있는해조류가오염될우려가있다. 우리
수산업도 현재무분별한수입 수산물의 유입과양식 수산물

의 항생제 위해 논란, 그리고 양식 어패류 위생안전사고 발
생등으로수산물에대한소비자의불안감이 확산되고있어, 
수산물의 안전성 등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원전 사고 후 방사능오염과 환경오

염 등으로 수산물 소비량이 줄어들고, 반감을 느끼는 상황
에서 부산 및경상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과 고품

질을 보증하고,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며, 더 나아가 외식업계의 메뉴개발
을 유도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지역 특산물, 관
광자원 등으로부각시키고자 일본과 가까운 부산 및 경상도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산물 음식과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대학생의 식행동

대학생 시기의 식생활에서 영양 상태와 건강은 식습관에

따른 음식의 질과 양으로 좌우되고, 성인기의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시기의 영양문제는 일생에서 소
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대학생의 경우, 영․유아기, 학령기, 사춘기 및 청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회생활이원활해짐에 따

라 가정이나 단체급식소 등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식단

과 기호를 따라야 하는 강요적 입장에 있었다(Yoon, 2010; 
Jung & Hwang, 2014). 대학생이 되면서 외식 및 타인과의
식사기회가 증가하여 스스로 식품의 종류나 조리방법을 선

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간단하면서도 쉽게 해
결할 수 있는 가공식품을 많이 선택하게 된다. 대학생활을
통해새로운식습관이형성되는계기를맞게되며, 이시기에
형성되는 식습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들이 장차 한 가정
을 이룰때가족의건강에까지영향을주게된다(Lyu, 1993; 
Lee, 2009). 대학생들은 식품 및 영양소 섭취의 불균형, 불규
칙한 식사시간, 과식 및 폭식, 편식, 음주 및 흡연, 여학생의
마른 체형에 대한 지나친 선호 및 영양지식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장차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수행자로

서의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문화 형성이 우려되고 있다(Go, 
2012). 식습관은 대학생의 신체발달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므로 건강한영양 상태를 유지하기위해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2.2. 수산물 음식과 수산물 가공식품의 인식 및 특성

수산물은 바다등의물속에서나는 어패류와 해조류등의

총칭이며, 해산물은 바다에서 얻은 수산 동물들을 두루 일
컫는 말이다(Doosan Encyclopedia). 수산물은 우리나라 연근
해에서의 생산량이 다른 식품에 비해 상당히 많고, 연안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 손쉽게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종류마다 특유의 식품학적 특성과 생리기능성을 함유하고

있어, 인간의 건강 향상을 위한 기능성 식품의 가공소재로
서도 효용가치가 아주 높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식량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산물은 육류의과잉섭취시 발생하는포화지방산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질의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의 섭취

가 가능한 수산물을 건강식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며, 
수산물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또한 수산물 가공식품이
건강가공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국내산 수산물의 90% 
이상을 소비하는 최대수요처로서(Jung & Im, 2002), 최근 다
이어트 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는 참치 통조림을 선두로 고

등어, 꽁치, 갈치, 골뱅이, 연어, 굴, 홍합, 게살 등 다양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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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로 확장되어 개발되고 있다(Park, 2007). 

2.3. 방사능 및 중금속

일본의 원전사고로 새어 나온방사능물질이일본뿐 아니

라, 편서풍을 타고 전 지구로 퍼지고,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바닷물이 해류를 타고 전 지구의 바다를 돌아다니고 있다. 
일본은 물론 인접국가와태평양을 끼고 있는 주변국가 어느

곳도 방사능 문제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Mon-
thly Maritime Korea, 2011). 따라서 바다에서 나는 음식, 특히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이 가장 위험할 가능성이 크다(Kim, 
2011).
또한, 우리나라는 급속한 공업발전의 결과로 환경오염이

급속도로진행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급성․만성 중독현상
이 건강상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가장 주된 섭
취경로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USFDA, 1993a; USFDA, 
1993b).

 
2.4. 수산물이력추적제

수산물이력추적제(Seafood Traceability System)란 수산물
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는 제도를 말한다(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2015년 이력제 중점관리품목은 소비가 많은 대중적인 어
종을 중심으로 총 15가지로 고등어, 갈치, 참조기, 전복, 멸
치, 미역, 굴, 김, 다시마, 오징어, 옥돔, 넙치이며, 2016년에
는 홍어, 뱀장어, 송어, 멍게, 꽃게 5품목이 추가되었다. 즉, 
수산물이력추적제란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이력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수산
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Natio-
nal Fisheries College, 2011).

2.5. 수산물 음식과 수산물 가공식품의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수산물 음식과 수산물 가공식품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

면 초등학생을대상으로한연구로는 Jo, Lee와 Lee(2003), Oh 
(2007),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Nam, Lee와 Lee(2002), 
Park(2007), Lee(2009), Lee(2010) 등의 연구가 있다.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Nam 등(2002), Oh(2010), Lee(2007), 
Jung(2012) 등이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Sung 
(2009), 일반인을대상으로한연구는 Kim(2011), Gwon(2014) 
등의연구들이 있다. 수산물음식과 수산물가공식품의인식
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Kim(2011)의 연구가 있다. 수산
물 음식과 관련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기간

연구수행을 위한 1차 자료(primary data)의 수집은 예비조
사와 본조사로나누어실시하였다. 먼저예비조사를 2017년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실시하여설문지작성의참고자료
로활용하였다. 예비조사를통해도출된요인과결과를바탕
으로 설문지를 재조정하였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수산물을
쉽게 접할수 있으며연구자가거주하고 있는부산지역 D대
학․K대학․D대학, 경상도지역 G대학․D대학․Y대학의학
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업시작 전에 교수님들이 설
문의내용을설명하고, 대학생들에게직접기입하는자기기입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 표본추출방
법(non-sampling error method)의 하나인 편의적 표본추출방
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을선정후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3일까지 19일간총 530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기재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한 446
부(84.2%)를 회수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의 문항
은 총 26문항이고, Oh(2010), Lee(2010)의 설문지를 참조하
여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3.2. 조사내용 및 방법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대
상자의 성별, 주거형태, 거주지, 어머니의 직업 유무, 전공
등을 살펴보았다.

2) 수산물 음식과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식행동의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산물 음식과 수산물 가공식품의섭취

횟수, 섭취 장소, 좋아하는 이유, 싫어하는 이유, 구입 동기
등을 살펴보았다.

3) 수산물 음식과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
기 위하여 영양적 우수성, 다양성, 필요성, 가격, 방사능 오
염도, 원전 사고 이후 섭취횟수 변화, 거부감, 중금속 오염
도, 구입 시 만족도, 선택기준, 구입 시 고려사항 등을 살펴
보았다. 

4) 수산물 음식과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위하
여 수산물이력추적제를 알고 있는 여부, 알게 된 경로, 구입
우선순위, 구입한 동기 등을 조사하였다. 

3.3. 자료처리 및 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12.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평균, 
빈도, 표준편차를 구하고, 독립된 집단 간의 평균값을 비교
할 때는 t-검정과 ANOVA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4. 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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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부산 및 경상도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446명을대상으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일반적사항
은 Table 1과 같다. 남학생 230명(52%), 여학생 216명(48%) 
이었으며, 주거형태는자가가 245명(54.9%)으로가장높았고, 
거주지는 부산지역이 188명(42.1%)으로 가장 높았다. 어머
니의 직업 유무는 어머니 직업이 있는 학생이 298명(66.8%)
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공은 비전공 관력학과보다 조리 관
련학과가 236명(52.9%)으로 높았다. 한 달 용돈으로 ‘11～20
만원’이 159명(35.6%)으로가장높았으며, 식품및조리법선
택 시 영향력은 ‘부모’가 359명(80.5%)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Item Male(N/%) Female(N/%) Entirety(N/%)

Gender 230(52.0) 216(48.0) 446(100)

Living a gestalt

Self 109(47.4) 136(63.0) 245(54.9)

Relative 1( 0.4) 2( 0.9) 3( 0.7)

Dormitory 53(23.0) 59(27.3) 112(25.1)

Track 61(26.5) 17( 7.9) 78(17.5)

Boarding 4( 1.7) 2( 0.9) 6( 1.3)

Others 2( 0.9) 0( 0.0) 2( 0.4)

Residence

Busan 91(39.6) 97(44.9) 188(42.1)

Kyeongnam 78(33.9) 63(29.2) 141(31.6)

Kyeongbok 57(24.8) 49(22.7) 1.6(12.8)

Others 4( 1.7) 7( 3.2) 11( 2.5)

Mother existence 
and nonexistence 

Existence 152(66.1) 146(67.6) 298(66.8)

Nonexistence 78(33.9) 70(32.4) 148(33.2)

Major
Cook connectiom　 134(58.3) 102(47.2) 236(52.9)

Non-major connectiom 96(41.7) 114(52.8) 210(47.1)

Month allowance

100,000 won under 53(23.0) 45(20.8) 98(22.0)

110,000～200,000 won 67(29.1) 92(42.6) 159(35.6)

210,000～300,000 won 44(19.1) 42(19.4) 86(19.3)

310,000～400,000 won 29(12.6) 27(12.5) 56(12.6)

410,000 won more than 37(16.1) 10( 4.3) 47(10.5)

Influence

Parent 196(85.2) 163(75.5) 359(80.5)

Children 16( 7.0) 21( 9.7) 37( 8.3)

Grandparent 10( 4.3) 22(10.2) 32( 7.2)

Family 6( 2.6) 10( 4.3) 16( 3.6)

Others 2( 0.9) 0( 0.0) 2( 0.4)

4.2. 표본의 수산물 음식과 수산물 가공식품의 식행동 분석

4.2.1. 수산물 음식

표본의 수산물 음식의 식행동을 분석하여 보면 Table 2와
같다. 전체적인 수산물 음식의 섭취횟수는 일주일에 2～3회
섭취하는 학생이 243명(54.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
학생은 112명(48.7%), 여학생은 131명(60.6%)으로 ‘일주일
에 2～3회’섭취가 가장 많았다. Kim(2011)의 연구에서 ‘일주
일에 2～3회’가 48.9%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Lee(2013)의 연구에서 ’일주일에 1～2회‘가 60.2%로 나타났
고, Oh(2010)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은 ‘일주일에 1～2회’가
48.6%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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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음식의 섭취장소는 집에서 섭취하는 경우가 남학

생 87명(37.8%), 여학생 115명(53.2%)으로 나타났으며, ‘학
교급식’에서 남학생 59명(25.7%), 여학생 36명(16.7%)으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 Gwon(2014)의 연구에서 성인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 결과는 ‘외식’ 49.6%, 집‘ 32.2%로 나타났다. 
수산물이 좋은 이유는 남학생 85명(37.0%), 여학생 75명

(34.7%)으로 ‘맛이좋다’고답한학생이가장많았다. Oh(2010)
의 연구에서 남학생은 ‘영양가’가 25.1%, ‘건강’이 23.7%, 여
학생은 ‘맛’이 27.8%, ‘영양가’가 24.9%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Gwon(2014)의 연구에서도 성인들을 조사한
결과는 ‘맛’ 56.1%, ‘건강’ 35.4%로 나타났다. 
수산물 음식이 싫은 이유는 ‘냄새’ 남학생 86명(37.4%), 

여학생 94명(43.5%)이었으며, ‘먹기가 불편하다’가 남학생
81명(35.2%), 여학생 71명(32.9%)으로 나타났다. Oh(2010)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수산물 음식이 싫은 이유로 남학생은

‘냄새’가 36.7%, 여학생은 ‘냄새’가 37.4%로 나타났고, Gwon 

Table 2. Eating behavior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 
Seafoods N(%)

Question Division
Gender

Entirety
(N=466)Male

(N=230)
Female

(N=216)

Intake 
frequency

Do not eat 19( 8.3) 5( 2.3) 24( 5.4)

Once a week 82(35.7) 72(33.3) 154(34.5)

2～3 times a week 112(48.7) 131(60.6) 243(54.5)

4～5 times a week 14( 6.1) 5( 2.3) 19( 4.3)

Almost everyday 3( 1.3) 3( 1.4) 6( 1.3)

Intake 
a place

Home 87(37.8) 115(53.2) 202(45.3)

Eat out 79(34.3) 64(29.6) 143(32.1)

School cafeteria 59(25.7) 36(16.7) 95(21.3)

Others 5( 2.3) 41(19.0) 6( 1.3)

Favorite 
reason

Taste good 85(37.0) 5( 2.3) 183(41.0)

Nutrition abound 45(19.6) 36(16.7) 81(18.2)

Health good 37(16.1) 7( 3.2) 78(17.5)

Material fresh 42(18.3) 94(43.5) 47(10.5)

Recipe varies 21( 9.1) 71(32.9) 57(12.8)

Reluctant 
reason

Taste none 19( 8.3) 37(17.1) 26( 5.8)

Smell hate 86(37.4) 7( 4.2) 180(40.1)

Eating uncomfortable 81(35.2) 71(32.9) 152(34.1)

Shape hate 24(10.4) 37(17.1) 61(13.7)

Hate it for no special 
reason 

20( 8.7) 7( 4.2) 27( 6.1)

(2014)의 연구에서 성인들도 ‘냄새’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4.2.2. 수산물 가공식품

표본의 수산물 가공식품의 식행동을 분석하면 Table 3과
같다. 수산물 가공식품의 구입 동기는 ‘맛이 있어서’ 남학생
116명(50.4%), 여학생 127명(5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간편하게 먹을수 있어서’ 남학생 69명(30.0%), 여
학생 44명(20.4%)으로 나타났다. 이는 Choi(2010)의 연구에
서도 고등학생을 연구한 결과, 남녀 학생 모두 ‘편리해서’ 
남학생 49.3%, 여학생 50.4% 그리고 ‘맛있어서’가 남학생
26.5%, 여학생 25.2%로 본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수산물가공식품의섭취횟수를보면남학생 97명(42.2%), 

여학생 121명(56.0%) ‘일주일에 3～4회’가남녀모두가장높
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학생 63명(27.4%) ‘일주일에 5～
6회’, 여학생 40명(18.5%) ‘일주일에 5～6회’로나타났다. Kim 
(2011)의 연구에서는 ‘한 달에 1～2회’가 82.6%로 높게 나타
나,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으며, Lee(2010)의 연구에서도 남
학생 33.9%, 여학생 30.9%가 ‘일주일에 1～2회’로 나타났다.

4.3. 수산물 음식과 수산물 가공식품의 인식

4.3.1. 수산물 음식

수산물 음식에 대한 인식은 Table 4와 같다. 수산물 음식
에 대한 인식을 보면 ‘영양성분의 우수성’에서 남녀 모두 높
은점수를나타냈으며, 여학생이 3.92점으로남학생 3.69점보

 

Table 3. Eating behavior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 Processed seafood products N(%)

Question Division
Gender

Entirety
(N=466)Male

(N=230)
Female
(N=216)

Purchase 
motive

Hungry  12( 5.2) 8( 3.7) 20( 4.5)

Rich in nutrition 26(11.3) 33(15.3) 59(13.2)

Eat easily 116(50.4) 127(58.8) 243(54.5)

Have a taste 69(30.0) 44(20.4) 113(25.3)

Cheap 6( 2.6) 4( 1.9) 10( 2.2)

Other 1( 0.4) 0( 0.0) 1( 0.2)

Intake 
frequency

1～2 times a month 29(12.6) 13( 6.0) 42( 9.4)

1～2 times a week 38(16.5) 39(18.1) 77(17.3)

3～4 times a week 97(42.2) 121(56.0) 218(48.9)

5～6 times a week 63(27.4) 40(18.5) 103(23.1)

Everyday 3( 1.3) 3( 1.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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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 of perceptions of seafood     N(%)

Item
Gender

tMale
(N=230)

Female
(N=216)

Excellence of nutrients 3.69±0.88 3.92±0.91  6.241***  

Variety of food categories 3.63±0.97 3.86±0.93  3.167***  

The need for ingestion 3.79±0.86 4.06±0.81  2.942** 

Appropriateness of price 3.62±0.63 3.78±0.78 -1.248 

Radioactivity pollution degree 2.96±0.80 3.12±0.80 -1.327

Changes in intake after 
radiation accident 2.49±0.82 2.46±0.82  1.820

Rejection after radiation acci-
dent

3.11±0.95 3.20±0.92 -1.427

Heavy metal pollution degree 2.82±0.69 3.34±0.68 -5.694***  

* p<0.05, ** p<0.01, *** p<0.001.
1) Mean±S.D.

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p<0.001)를 보였다. ‘음
식 종류의 다양성’은 남학생 3.63점, 여학생 3.86점으로 유의
적인 차이(p<0.001)를 보였으며, ‘섭취의 필요성’은 여학생
이 4.06점으로 남학생 3.79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
인차이(p<0.01)를 보여 섭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격의 적정성’에서는 여학생이 3.68점, 남학
생 3.62점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도
에서는 남학생 2.96점으로 여학생이 3.12점으로 나타났으며, 
방사능사고이후섭취횟수변화는남학생과여학생이비슷하

였고, 방사능사고이후거부감은여학생이 3.20점, 남학생 3.01
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금속 오염도는 여학생이 3.34점으
로 남학생 2.82점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p<0.001)
를 보였다. 수산물 음식의 인식차이를 가장 크게 보여준 항
목은 영양성분의 우수성>중금속 오염도>음식종류의 다양
성이었으며, 중금속(카드뮴, 수은, 납 등)오염도 역시 심각하
게 인식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Gwon(2014)의 연구에서 성인들은 방사능 사고이후의 변
화는 거의 없었으며, 중금속 오염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4.3.2. 수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음식에 대한 인식은 Table 5와 같다. 수산물 가공
식품의선택기준을보면남학생은 ‘늘먹던것으로’ 92명(40.0%)
으로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즉흥적으로’ 81명(37.5%)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늘 먹던 것으로’가 149명(33.4%)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Park(2007)과 Jung(2102)의

Table 5. Difference of perceptions of processed seafood 
products N(%)

Question Division
Gender

Entirety
(N=466)Male

(N=230)
Female

(N=216)

Selection 
criteria

TV, internet adver-
tising 18( 7.8) 32(14.8) 50(11.2)

Improvisedly 45(19.6) 81(37.5) 126(18.3)

As a friend buys 23(10.0) 8( 3.7) 31( 7.0)

Always eat 92(40.0) 57(26.4) 149(33.4)

As a reliable product 47(20.4) 32(14.8) 79(17.7)

With new products 1( 0.4) 3( 1.4) 4( 0.9)

Others 4( 1.7) 3( 1.4) 7( 1.6)

Purchase 
conside-
rations

Price 20( 8.7) 43(19.9) 63(14.1)

Expiration date 19( 8.3) 22(10.2) 41( 9.2)

Flavor 104(45.2) 106(49.1) 210(47.1)

Nutrient component 7( 3.0) 5( 2.3) 12( 2.7)

Amount 12( 5.2) 8( 3.7) 20( 4.5)

Manufacture company 34(14.8) 20( 9.3) 54(12.1)

Safety  34(14.8) 12( 5.1) 46(10.3)

연구에서 남녀학생 모두 ‘늘 먹던 것으로’가 각각 54.8%․
42.6%와 유사한 결과이다. 
수산물가공식품의구입시고려사항으로맛을 가장고려

한다는 응답이 남학생 104명(45.2%), 여학생 106명(49.1%)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Cheon(2010)의 연구에서 중학
생의 연구결과는 남학생 44.9%, 여학생 40.4%로 ‘맛’으로 조
사되었고, Lee(2010)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의 연구 결과 ‘맛’
이 40.8%로 본 연구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4.4. 수산물이력추적제에 대한 인식

수산물이력추적제에 대한 인식은 Table 6에 나타내었다. 
수산물이력추적제에 대해서 알고있는 여부에대해 먼저 조

사하였고, 남학생 133명(57.8%), 여학생 98명(45.4%)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학생 97명(42.2%), 여학생은
118명(54.6%)은 모른다고 조사되었다.
수산물이력추적제를 알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79명(34.2%)이
‘인터넷’이라고 하였으며, 언론매체(29.4%)>홍보물(17.3%)>
유통업체전단지(9.1%)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Kim(2007)의 연구에서 일반인을 연구한 결과, 유통업
체 매장 내 홍보물이 49.6%, 언론매체 32.6%, 유통업체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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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erceptions of seafood produce traceability 
N(%)

Question Division
Gender

Entirety
(N=231)Male

(N=133)
Female
(N=98)

Whether 
you know 

Yes 133(57.8) 98(45.4) 231(51.8)

No 97(42.2) 118(54.6) 215(48.2)

Path 
learned

Promotional mate-
rials(in retail stores)

18(13.5) 22(22.4) 40(17.3)

Media 39(29.3) 29(29.6) 68(29.4)

Distributor leaflet  9( 6.8) 12(12.1) 21( 9.1)

Internet 53(39.8) 26(26.5) 79(34.2)

Others 14(10.5) 9(9.2) 23(10.0)

Purchase 
priority 
ranking

Product reliability 43(32.3) 48(49.0) 91(39.4)

Product quality 61(45.9) 36(36.7) 97(42.0)

Product price 15(11.3)  8( 8.2) 23(10.0)

Product packaging 14(10.5)  6( 6.1) 20( 8.7)

Purchased 
motive

As the government 
acknowledges and 
reassures 

78(58.6) 52(53.1) 130(56.3)

Curiosity 6( 4.5) 27(27.6) 33(14.3)

Advertising 43(32.3) 15(15.3) 58(25.1)

Introduce 5( 3.8) 3( 3.1) 8( 3.5)

Others 1( 0.8) 1( 1.0) 2( 0.9)

지 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품의 구입 우선순위는 전체적으로 상품품질(42.0%)>상

품신뢰성(36.4%)>상품가격(10.0%)>상품포장(8.7%)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 Lee(2013)의 연구에서 ‘수산물에 대한 신뢰
성’이 52.5%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수산물이력추적제 상품을 구입한 동기는 전체적으로 130

명(56.3%) ‘정부가 인정하여 안심이 되어서’로 나타났고, 남
학생 78명(58.6%), 여학생 52명(53.1%)으로 남녀학생 모두
‘정부가 인정하여 안심이 되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Kim(2007)의 연구에서 전체 응답자 중 47.0%가 ‘정부가 인
정하기 때문에 안심이 되어서’라고 조사되어 본 연구와 일
치하였다. Lee(2013)의 연구에서 ‘수산물이력추적제의 필요
성’ 88.1%로 높게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산 및 경상도 지역 소재 대학교의 남녀학생

을 대상으로 하여, 수산물 음식과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섭취횟수는 남녀학생이 ‘일주일에 2～3회’, 섭취장소는
‘집’에서 섭취한다가 가장 많았다. 수산물 음식이 좋은 이유
는 ‘맛이좋음’이많았고, 수산물음식이싫은이유로남녀학
생 모두 ‘냄새가 싫음’, ‘먹기가 불편함’으로 나타났다. 수산
물가공식품의구입동기는 ‘간편하게먹을수있어서’, 섭취
횟수는 ‘일주일에 3～4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수산물음식의 ‘영양성분의우수성’․‘섭취의필요성’․
‘음식종류의 다양성’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가격의 적정성’은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었
다. 방사능 오염도는 모두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방사능
사고 이후 섭취횟수 변화는 남녀학생 모두 변화가 많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능 사고 이후 거부감과 중금속 오
염도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수산물 가공식품의 선택 기준은 남학생은 ‘늘 먹던 것
으로’, 여학생은 ‘즉흥적으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입
시 고려사항은 ‘맛’으로 나타났다.

3. 수산물이력추적제를 알고 있는 여부 조사에서 남학생
133명(57.8%), 여학생 98명(45.4%)이 알고 있다고 조사되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과
‘언론매체’가 가장 높았고, 상품의 구입 우선순위는 ‘상품품
질’과 ‘상품신뢰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품을 구입한
동기는 남녀학생 모두 ‘정부가 인정하여 안심이 되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수산물

의 맛에 대한 기호도와 섭취빈도가 높았으며, 영양의 우수
성, 필요성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냄새나 먹기가
불편하면기호도 및 섭취량이 낮아지므로 학생들이 먹기 편

한 상태의 전 처리된 수산물의 이용도를 늘릴 수 있도록 다

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학
생들로 하여금 수산물에 대한 수용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수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소
비자의 연령수준과 성별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개발하

여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건강에
관심이 많을수록 수산물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영양적

으로 우수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수산물의 섭취를 권

장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며, 건강과 편리
함, 지속적인 이용과 가격 조절의 새로운 제품 개발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수산물의 영양학적인 효능을 살려 건강기
능성을 높이는 메뉴의 개발이 이루어지면 소비증진에 도움

이되며, 재구매의효과를얻을수있을것이며, 또한현대인
의 식생활의 변화에 맞추어 간편한 수산물 가공식품의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소비를 촉구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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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영양성분, 가격보다는 맛을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마케팅 계획을

할 때 맛을 강조하면서 영양과 가격, 안전성 등을 홍보하면
소비를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품질향상과 위생적 안
정적 제고 및 영양 증진을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과 이로 인

한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

지만, 이에 관한 소비자 반응과 인식에 대한 연구와 수산가
공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상품의 신뢰성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수산물을 안전한 식품으로 신뢰할 수있도록 수산

물이력제 대상품목과 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부산 및 경상도 지역 대학생이라는

한정적인 범위와 해안지역이라는 지리적인 특성도 있다는

점이다. 전국의 모든 대학생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있 수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다른 지역을 포함한 후속연구
가 필요하다고 본다. 음식상품은 다른 분야에 비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데 손쉬운 면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관련
부서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

하여 수산물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부산 및 경상도 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수산물 음식을 개

발한다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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