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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질병 보도가 소, 돼지고기 구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정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A Study on the Effects of Livestock Disease News on the Purchase 
of Beef and Pork

Jeong-Seop Shin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DA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BIGKinds를 통해 수집한 구제역 등의 축산 질병 관련 보도가 소비자의 육류소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생존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소비자 구매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소비
자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생존시간에 대한 분석결과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모
두에서 FMD(구제역) 보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FMD(구제역) 관련 보도로 인해 첫 구매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시간 의존 Cox 비례 해저드 모형을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모형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된 것은 FMD 관련 보도 건수로 나타났다. 2010년 국내산과
수입산 돼지고기의 Haz. Ratio는 5% 유의수준에서 0.999로 나타나 FMD 관련 보도가 1건 증가할 때마다 첫 구매율은
0.999배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2015년 돼지고기의 Haz. Ratio는 2010년과는 다르게 1.001로 나타나 오히
려 첫 구매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고기의 경우에도 돼지고기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육류소비에 질병 관련 보도가 첫 구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원산지별, 육류별로 추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생산 및 소비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축산 질병 관련 보도가 지속되는 시간을
추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소비 판촉 등의 홍보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livestock disease news, such as foot-and-mouth disease 
(FMD), collected by the Korea Press Foundation on BIGKinds on the consumption of beef and pork. The
consumer purchas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s Agrifood consumer
panel data. Survival analysis showed that the FMD news noted beef and pork, and the first purchase rate
decreased due to FMD news. The time-dependent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revealed all models
to be significant. FMD news was significant in each model. In 2010, the Hazard Ratio of domestic and
imported pork was 0.999, and the first purchase rate decreased 0.999 times for each additional FMD 
news item. On the other hand, the Hazard Ratio of pork in 2015 was 1.001, and the first purchase rate
increased. In the case of beef, results similar to pork were shown. This study estimated the impact of 
consumer meat consumption disease news on the first purchases according to origin and meat. These
results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ration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activities. In addition,
it can also be used for promotion by estimating the duration of livestock disease news.

Keywords : Survival Analysis, Beef and Pork Consumption, Foot And Mouth Disease, Bovine Spongiform
Ebcephalopathy, Pa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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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여러 

정보에 노출되어 왔으며, 정보의 손쉬운 습득은 여러 가
지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
는 소셜미디어 등의 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정보 또한 
이를 통해 전파되면서, 정보의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
하기보다는 해당 정보에 자주 노출됨으로써 정보에 영향
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빅데이터로 불리는 새로운 정
보 유형에 시선이 몰리고 있다. 기존의 조사자료에 인터
넷 검색 자료, 소매업체 이용기록, 소셜미디어 이용 내역 
등의 자료로 구성할 수 있는 빅데이터는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시간
과 비용이 추가될 우려가 크며, 식품사고, 구제역, AI 등
과 같이 단기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용하기 어렵다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1]. 하지만 그중 인터넷 검색 자료
는 다른 자료와는 다르게 일별 검색기록을 종합할 수 있
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이용을 보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터넷 자료는 대부분 기사, 방송, 보도자료 등에 의해 이
루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에 의해 직∙간접
적인 영향을 받아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소비자들은 과거 가격을 중시하던 소비
성향이 품질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2], 이는 예전보다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
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선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
로 소비자의 선호가 양적 추구에서 질적 추구로 변화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우 시장에서 소비자의 질적추구 현상이 나타
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우 1+이상 등급판정두
수는 2010년 32.4%에서 2018년 42.6%로 10.2%p 증가
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등급 출현율은 9.7%에
서 12.2%로 2.5%p, 1+등급은 22.7%에서 30.4%로 
7.7%p 증가하였다. 전체 출하두수 또한 증가하였는데 
2010년 한우의 전체 출하두수는 602천 두에서 2018년 
736천 두로 연평균 2.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 
이런 상황으로 보아 소비자들의 선호가 고등급육으로 변
화하고 있으며, 시장의 수요에 맞게 축산농가들 또한 고
등급육의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들의 소비성향 변화에 따른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험지각에 의한 소비변화에 대한 연구
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패널 자
료를 이용한 분석이 아닌 소비자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에는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가축 질병으로 인한 소비성향 변화에 관한 
연구로 가축 질병이 육류에 미치는 영향을 장·단기로 분
석한 결과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은 서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제역은 쇠고기 가격에 1개월
의 시차를 두고 음의 영향을, 돼지고기 가격에는 양의 영
향을 미치다가 1개월 후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HPAI 발병은 돼지고기 가격에 1개월
의 시차를 두고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내었다[4]. 
또한 구제역은 돼지고기 수요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광우병은 소고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대체재
인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5]. 

가축 질병에 대한 소비자의 위험지각에 관한 연구로는 
위험 인식은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비구매의도에도 영향
을 미치며,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밝혀내었다
[6]. 또한, 불안의 감정이 위험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위험가능성은 구제역 발생과 육류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 8], 가축질병에 대한 정보
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과 언론 보도를 통해 식품관
련 정보를 얻는 소비자일수록 소비에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9].

언론 보도 등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소비자의 위험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축
산물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10], 구제역 언론 보도는 육류소비에 영향을 미쳐 언론
보도가 1회 증가하면 돼지고기의 경우 0.2% 감소하는 반
면, 소고기의 경우 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돼지
고기의 구입횟수에 따라 구제역 정보에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또한, 가축전염병 등 식품 관련 위
험요인으로 인한 언론 보도의 증가는 소비에 탄력적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위험요인은 대체 식품들에게 또한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한편, 단기적인 관점에서 구제역 발생 시 돼지고기 소
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생존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SNS 데이터가 실구매보다 선행하
여 움직이기 때문에 소비를 촉진한다고 분석하였다[13].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가축 질병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축산 질병 보도가 소, 돼지고기 구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27

들이 접할 수 있는 기사, 방송, SNS 등의 영향을 고려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가축 질병 관련 정보가 소고기, 돼
지고기 구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존 분
석을 이용하여 알아보고자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및 대상
본 연구는 가축 질병 관련 정보가 소고기, 돼지고기의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소비자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
는데, 농식품 소비자 패널조사 자료는 2010년부터 
1,000가구의 농식품 상품별 구매정보와 소비자 구매행
동을 파악하고자 구매내역이 포함된 가계부를 일자별로 
수집한 자료이다. 횡단 자료와 종단 자료의 특성을 동시
에 가지고 있는 패널자료이며, 가구의 소득, 구성원, 식사
인원, 주거형태 등의 가구정보와 품목별 구입내역, 구입
처, 원산지 등의 구매정보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17년 2,000가구로 패널을 확대하였
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구매기록
이 있는 653가구에 대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
구는 축산물 구입내역이 있는 패널의 구입일자, 구입가
격, 구입중량 정보와 한국언론진흥재단 BIGKinds를 통
해 수집한 축산 질병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광우병, 구제
역, HPAI(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축산 질병 관련 
정보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2.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소비자 패널조사 

자료와 더불어 과거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축산질병 보
도에 관한 자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 BIGKinds를 통해 
수집하였다[14]. 광우병, 구제역, HPAI(고병원성 조류 인
플루엔자)를 검색자로 이용하여 검색하였으며, 축산 질병
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제외하였다. 또한, 농
림축산식품부의 AI･구제역･소해면상뇌증･ASF 홈페이지
의 자료를 참조하여 구제역과 HPAI 발병일을 확인한 후 
40일 이상 구제역이 발생한 2010년과 2015년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BIGKinds를 통해 수집
한 자료의 기술통계량은 다음 Table 1, 2와 같다. 2010
년의 경우 2010년 11월 4일부터 2011년 5월 17일까지 

총 209일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축산 질병 보도
가 있었던 날은 광우병 26일, 구제역 178일, HPAI 56일
로 나타났다. 2015년은 2014년 12월 5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208일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2010
년에 비해 축산 질병 보도 건수가 적어진 광우병 21일, 
구제역 149일, HPAI 39일로 나타났다. 

day n_BSE n_FMD n_HPAI

obs 209 26 178 56

min - 1 1 1

max - 29 166 12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BIGKinds, 2010)

day n_BSE n_FMD n_HPAI

obs 208 21 149 39

min - 1 1 1

max - 13 65 7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BIGKinds, 2015)

2.3 연구방법
생존 분석은 특정의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

(survival time)을 분석하여 생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는 통계 방법이다. 생존 분석은 사건의 발
생 여부와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survival time)
을 필요로 하며, hazard ratio가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
는 비례성 가정을 만족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구제역 등의 질병 관련 보도가 육류소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간 의존 Cox 비례위험
모형을 이용하였다. 시간 의존 Cox 비례위험모형은 
Cox 비례위험모형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독립변수가 변
화하는 변수에 대한 시간 의존 공변량이 추가된 것으로, 
생존 기간과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
는 방법으로, event의 발생에 관한 분석이 아닌 생존기
간에 초점을 두고 있다[15-18].

본 연구에서는 구제역이 발생 후 처음으로 육류를 처
음 구입하는 것을 사건(event)으로, 구제역 발생 후 육류
의 첫 구매까지의 시간을 생존시간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소비자들의 구매내역은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소비자 패
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각 패널 자료는 원산지별로 
분류한 후, 이상치는 제거하고 STATA 15.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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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자료의 기초통계량은 다음 Table 3, 4와 같다. 
2010년의 평균 가족수는 3.9명, 평균 가구 소득은 3,655
만원, 주 구매층의 나이는 44.6세로 나타났다. 축산 질병 
관련 정보는 평균 광우병 0.5건, 구제역 30.0건, HPAI 
0.6건으로 나타나 구제역 보도의 숫자가 매우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Mean S.D label

family 3.9 1.0 family number

inc 3,655.0 1,327.5 income(10 thousand won)

age 44.6 7.5 age

n_BSE 0.5 2.7 BSE news

n_FMD 30.0 34.1 FMD news

n_HPAI 0.6 1.4 HPAI news

g 668.3 786.3 purchase g

price 16,434.6 17,330.4 purchase price(won)

Table 3. Input variable(2010)
(n=11,351)

한편, 2015년의 경우 평균 가족수는 2010년에 비해 
약간 감소한 3.7명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은 증가한 
4,693 만원, 축산 질병 관련 정보는 광우병 0.2건, 구제
역 5.1건, HPAI 0.4건으로 나타났다. 평균 구입중량은 
2010년 668.3g에서 2015년 760g로 증가하였고, 평균 
구입금액 또한 2010년 16,435원에서 2015년 17,552원
으로 증가하였다.

Mean S.D label

family 3.7 1.1 family number

inc 4,692.8 1,975.9 income(10 thousand won)

age 48.2 7.7 age

n_BSE 0.2 1.2 BSE news

n_FMD 5.1 7.8 FMD news

n_HPAI 0.4 1.0 HPAI news

g 760.0 768.7 purchase g

price 17,552.1 29,390.1 purchase price(won)

Table 4. Input variable(2015)
(n=15,870)

3. 연구결과 

생존시간에 대한 분석결과 Table 5와 같이 FMD(구

제역) 관련 정보가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패널 중 25%가 질병 보도 후 
처음으로 육류를 구입하는 기간은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
우 2010년 61일에서 2015년 10일로, 국내산(D) 소고기
의 경우 49일에서 10일로 감소하였다. 반면 수입산(I) 돼
지고기의 경우 2010년 38일에서 2015년 8일로, 수입산 
소고기의 경우 47일에서 13일로 감소하였다.

time at 
risk

incidence 
rate case

duration
25%

`10

pork
D 31,582 0.003 316 61

I 26,652 0.004 286 38

beef
D 20,088 0.005 226 49

I 25,494 0.006 310 47

`15

pork
D 28,836 0.011 518 10

I 27,639 0.010 500 8

beef
D 17,945 0.017 428 10

I 22,370 0.009 400 13

Table 5. FMD news Survival time Analysis Results 

BSE(광우병, 소해면상뇌증)의 경우 Table 6과 같이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우 2010년 34일에서 2015년 72
일로 증가한 반면, 국내산 소고기의 경우 29일에서 7일
로 감소하였다. 반면 수입산 돼지고기의 경우 2010년 35
일에서 2015년 7일로 감소하였지만, 수입산 소고기의 
경우 30일에서 76일로 증가하였다.

time at 
risk

incidence 
rate case

duration
25%

`10

pork
D 5,103 0.006 127 34

I 4,192 0.007 113 35

beef
D 1,999 0.012 56 29

I 3,528 0.008 79 30

`15

pork
D 4,281 0.004 111 72

I 3,897 0.003 99 7

beef
D 2,004 0.006 53 7

I 2,780 0.003 66 76

Table 6. BSE news Survival time Analysis Results 

HPAI(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Table 7과 같이 국내
산 돼지고기의 경우 2010년 16일에서 2015년 16일로 
변화가 없었던 반면, 국내산 소고기의 경우 15일에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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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감소하였다. 반면 수입산 돼지고기의 경우 2010년 
14일에서 2015년 16일로 증가하였지만, 수입산 소고기
의 경우 27일에서 18일로 감소하였다.

time at 
risk

incidence 
rate case

duration
25%

`10
pork

D 10,956 0.007 239 16
I 9,242 0.013 238 14

beef
D 6,909 0.012 165 15
I 9,857 0.013 216 27

`15
pork

D 8,488 0.009 209 16
I 7,924 0.007 188 16

beef
D 5,929 0.013 156 13
I 6,639 0.008 155 18

Table 7. HPAI news Survival time Analysis Results 

시간 의존 Cox 비례 해저드 모형을 이용하여 세부적
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모형에서 공
통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된 것은 FMD 관련 보도 건
수로 나타났다. Table 8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 국내
산 돼지고기의 FMD 계수(z)는 –5.26, 수입산 돼지고기
는 –6.80, Haz. Ratio는 원산지에 상관없이 0.999로 나
타났는데, 이는 FMD 관련 보도 건수가 1건 증가할수록 
돼지고기의 첫 구매율은 평상시보다 0.999배 감소한다
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산 돼지고기의 구입이 수입산 돼
지고기에 비해 받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domestic imported
Haz. 
Ratio S.E z Haz. 

Ratio S.E z

family 0.921 0.066 -1.14 1.118 0.059 2.12*

inc 1.000 0.000 0.43 1.000 0.000 -1.64
age 0.984 0.009 -1.82 1.007 0.007 1.03
BSE 1.002 0.001 2.69* 1.000 0.001 0.47
FMD 0.999 0.000 -5.26* 0.999 0.000 -6.80*

HPAI 1.002 0.002 1.22 1.003 0.001 2.63*

g 1.000 0.000 1.07 1.000 0.000 0.03
price 1.000 0.000 -0.45 1.000 0.000 0.70

Model
Result

Log likelihood = 
-1292.47
LR chi2 = 45.92
Prob > chi2 = 0.000

Log likelihood = 
-2171.69
LR chi2 = 75.56
Prob > chi2 = 0.000

Table 8. 2010 Pork Time Dependent Survival Analysis 
Results

한편 Table 9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 FMD 계수
(z)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3.44, 수입산 돼지고기 2.30, 
Haz. Ratio는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1.001로 나타났는
데, 과거와는 다르게 FMD 관련 보도에 영향을 받아 첫 
구매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산 돼지고기
가 수입산 돼지고기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domestic imported
Haz. 
Ratio S.E z Haz. 

Ratio S.E z

family 0.933 0.057 -1.13 1.007 0.066 0.11
inc 1.000 0.000 1.75 1.000 0.000 -3.02*

age 0.984 0.008 -2.02 0.999 0.008 -0.07
BSE 1.001 0.001 1.14 0.985 0.009 -1.66
FMD 1.001 0.000 3.44* 1.001 0.000 2.30*

HPAI 1.001 0.002 0.60 0.997 0.003 -1.37
g 1.000 0.000 -0.72 1.000 0.000 1.37

price 1.000 0.000 -0.09 1.000 0.000 -0.78

Model
Result

Log likelihood = -1871.2
LR chi2 = 21.97
Prob > chi2 = 0.005

Log likelihood = -1734.97
LR chi2 = 23.99
Prob > chi2 = 0.002

Table 9. 2015 Pork Time Dependent Survival Analysis 
Results

한편 소고기의 경우에도 돼지고기와 비슷한 결과가 나
타났다. Table 10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 FMD 계수
(z)는 국내산 소고기  –2.53, 수입산 소고기는 –1.90, 
Haz. Ratio는 동일하게 1.000으로 나타났는데, 돼지고
기와는 다르게 수입산 소고기가 국내산 소고기에 비해 
FMD 관련 보도에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domestic imported
Haz. 
Ratio S.E z Haz. 

Ratio S.E z

family 1.049 0.075 0.67 0.998 0.059 -0.04
inc 1.000 0.000 -1.74 1.000 0.000 -1.36
age 1.006 0.009 0.61 0.983 0.008 -2.14*

BSE 1.001 0.001 1.11 0.999 0.001 -0.86
FMD 1.000 0.000 -2.53* 1.000 0.000 -1.90*

HPAI 1.004 0.001 2.93* 1.003 0.001 3.53*

g 1.000 0.000 0.96 1.000 0.000 0.89
price 1.000 0.000 -0.64 1.000 0.000 -1.12

Model
Result

Log likelihood = 
-1104.42
LR chi2 = 16.86
Prob > chi2 = 0.032

Log likelihood = 
-1714.03
LR chi2 = 22.25
Prob > chi2 = 0.005

Table 10. 2010 beef Time Dependent Survival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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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Table 11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의 경우 
FMD 계수(z)는 국내산 소고기 4.10, 수입산 소고기 
4.51, Haz. Ratio는 1.001로 나타나 돼지고기와 동일하
게 첫 구매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산 소
고기가 국내산 소고기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domestic imported
Haz. 
Ratio S.E z Haz. 

Ratio S.E z

family 1.041 0.068 0.61 1.019 0.069 0.28
inc 1.000 0.000 -2.26* 1.000 0.000 -0.05
age 1.003 0.008 0.32 0.987 0.009 -1.39
BSE 0.996 0.003 -1.51 0.997 0.004 -0.80
FMD 1.001 0.000 4.10* 1.001 0.000 4.51*

HPAI 0.996 0.002 -1.87 1.003 0.001 2.14*

g 1.000 0.000 1.03 1.000 0.000 0.78
price 1.000 0.000 -1.42 1.000 0.000 -0.81

Model
Result

Log likelihood = 
-1719.33
LR chi2 = 27.68
Prob > chi2 = 0.001

Log likelihood = 
-1269.05
LR chi2 = 29.30
Prob > chi2 = 0.000

Table 11. 2015 beef Time Dependent Survival Analysis
Results

또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작
용한 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BSE 관련 보도 건수는 2010
년 국내산 돼지고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국내산 돼지고기의 첫 구매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소고기의 대체재로 돼지고기를 선택한 것으로 판
단된다. HPAI 관련 보도 건수는 2010년 수입산 돼지고
기, 2010년 국내산과 수입산 소고기, 2015년 수입산 돼
지고기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모두 관련 보도에 의해 
첫 구매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인구통계 관련 변수는 BSE, HPAI 보도 건수와 
동일하게 부분적으로만 작용하였는데, 2010년에는 가족 
구성원이 1명 증가할 때마다 수입산 돼지고기의 첫 구매
율은 1.118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2015년에는 
소득이 유의하게 분석되었으나, 첫 구매율에는 별다른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이는 2010년 
수입산 소고기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나이가 1살 
증가할 때마다 첫 구매율이 0.983배 감소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BIGKinds를 통해 수집
한 구제역 등의 질병 관련 보도가 소비자의 육류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생존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생존시간에 대한 분석결과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모두에서 FMD(구제역) 보도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FMD(구제역) 관련 보도로 인해 국내산 돼지고
기는 2010년 61일에서 2015년 10일, 수입산 돼지고기
는 38일에서 8일, 국내산 소고기는 49일에서 10일, 수입
산 소고기의 경우 47일에서 13일로 첫 구매까지의 기간
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MD(구제역) 관
련 보도와 더불어 2010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백신접종, 살처분 기준의 변경 등의 영향을 받아 소비자
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BSE(광우병, 소해면상뇌증) 관련 보도로 인해 국내산 
돼지고기, 수입산 소고기는 첫 구매까지의 기간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소고기
는 첫 구매까지의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 돼지고기에서 유독 기간이 지연된 것으로 분석되었는
데, 이는 FMD(구제역) 관련 보도와는 다르게 국내에서 
발생한 적이 없는 BSE(광우병, 소해면상뇌증)에 대한 정
보가 혼재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5년 
수입산 소고기의 분석결과를 보면 BSE 관련 보도로 인한 
수입산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기피가 나타나 첫 구매
까지의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HPAI(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보도로 인한 영향은 국내산 
돼지고기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 국내산 및 
수입산 소고기에서는 첫 구매까지의 기간이 줄어들었고, 
수입산 돼지고기에서는 첫 구매까지의 기간이 지연된 것
으로 나타났다.

시간 의존 Cox 비례 해저드 모형을 이용하여 세부적
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모형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분석된 것은 FMD 관련 보도 건수로 나타났다. 2010
년 국내산과 수입산 돼지고기의 Haz. Ratio는 5% 유의
수준에서 0.999로 나타나 FMD 관련 보도가 1건 증가할 
때마다 첫 구매율은 0.999배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2015년 돼지고기의 Haz. Ratio는 2010년과는 다
르게 1.001로 나타나 오히려 첫 구매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소고기의 경우에도 돼지고기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2010년 소고기의 Haz. Ratio는 
1.000으로 FMD 관련 보도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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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지만, 2015년에는 Haz. Ratio는 1.001로 
나타나 돼지고기와 동일하게 첫 구매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가축질병 관련 정보와 심리적 
요인이 육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FMD(구제역) 관련 
보도로 인해 첫 구매기간은 감소하였으나, 구매율은 증가
한 것은 소비자들이 반복되는 축산 질병 보도에 적응하
여 예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영향이 반영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첫 구매까지의 소요시간의 변화, 원
산지별, 육류별 첫 구매율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육류소비에 질병 관련 보도가 첫 
구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원산지별, 육류별
로 추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생산 및 소비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축산 질병 
관련 보도가 지속되는 시간을 추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소
비 판촉 등의 홍보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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