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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관련 지식수준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인식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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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knowledge level on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and American beef. A survey was conducted with university students in 
a metropolitan area. Out of 590 questionnaires distributed, 481 were analyzed(81.5% response rate).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windows(ver. 14.0). In evaluation of the BSE-related knowledge level, the average correct answer 
rate was 42.6%(the lowest 21.0% ~ the highest 64.9%).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attitude 
based on the BSE-related knowledge level. In three groups of knowledge levels(top, middle, bottom), the bottom level 
group tended to be more concerned regarding the origin of beef than the top and middle level groups. Moreover, 
as the level of knowledge increased, people tended to consider American beef safe. In their attitude toward the government's 
move to re-import American beef, the top level group tended to think positively. On the other hand, the top level 
group had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media coverage of American beef. As the level of knowledge decreased, the 
rate of menu selectivity was higher. This research suggests that people need to be educated in BSE-related knowledge. 
Through the education of BSE-related knowledge, people will gain a more correct  understanding and attitude towards 
American beef, which will help livestock and food service industries 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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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끊임없

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으로 여겨지고 

있는 해면상 뇌병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BSE), 일명 광우병은 1986년 영국에서 처음 보고 되었

다. 그 이후 광우병에 걸린 소의 개체수는 급격히 증가하

기 시작하였고(김기진 외, 2009), 그 후 광우병에 걸린 쇠

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는 설이 제기 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상명대학교 2009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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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는 2003년 12월,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쇠고기 관련 시장과 사회  경제적으

로 큰 혼란을 가져왔다. 그 이유는 광우병이 우리나라의 

주요 쇠고기 수입국가인 미국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 때

문이었다. 심지어 우리나라 외식소비자들은 ‘미국산 쇠고

기 = 광우병 쇠고기’ 라는 생각을(변혜진, 2010) 갖는 상

황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미국의 광우병 발생은 국내 쇠

고기 소비를 급감시키고 가격도 하락하는 사태를 촉발한 

바 있다(송주호, 채상현, 2007). 뿐만 아니라 쇠고기 대체

식품인 돼지고기 등의 소비증가로 인한 가격 폭등과 물량

부족현상, 유통시장혼란 등의 사태까지 벌어졌다(김성우, 
2005).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의 가장 커다

란 타격을 입은 곳은 쇠고기를 주 메뉴로 사용하고 있는 

외식업체였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반대여론은 쇠고기

의 생산지에 관계없이 쇠고기 소비자체를 꺼려하는 경향

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고단가의 고객접대용 업소보다 가

족단위 외식고객이 주요고객인 중저가 쇠고기 전문점의 

매출하락이 우려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외식업체의 성수

기라 할 수 있고, 광우병에 대한 과장된 언론보도가 집중

되었던 2008년 5월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쇠고기를 사용하는 외식업체들은 최악의 성수기를 보냈

다고 할 수 있겠다(“미국산 소고기 반대 여론 ‘천재지

변’”, 2008)
광우병 파동과 같은 혼란 속에서 소비자가 가지는 올

바른 지식과 정보는 식품 및 외식메뉴의 선택과 구매에 

있어 현명한 판단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은 국내의 

쇠고기 산업은 물론 연관되어 있는 산업까지도 피해를 입

히게 된다(변광인 외, 2008).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일

반적인 영양지식과 식습관, 식사태도 등의 관계를 알아보

는 등 범위가 다소 크고 추상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광우병과 관련해서는 주로 소비축소나 경제적 손실에 대

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광우병과 관련한 지식수

준 및 소비자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우병에 대한 서울  수도권 대

학생의 지식수준을 측정하여보고, 지식수준 정도에 따라

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수입산 쇠고기 

구매시 원산지표시 확인여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

한 생각, 광우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주변 교류집단의 반

응, 정부조치와 언론보도에 대한 생각으로 구분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불안

하다고 느끼는 경우, 생산과정  유통과정  언론매체의 

보도  관련정보의 부족 등의 이유가 지식수준별로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정보의 주요 획득처를 알아보아 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

을 끼치는 정보전달 경로를 파악함과 더불어 광우병 관련 

지식수준에 따른 광우병 파동 이후 소비자의 메뉴선택 변

화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메뉴선택변화가 있을 

경우 대체메뉴 파악을 통해 파동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수

립과 사후관리에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조사는 2009년 5월 4일부터 6월 12일 까지 40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온라인을 통하여 청소년 중심

의 문화제적 성격으로 시작되고 퍼져나간 광우병 집회 특

성에 착안하여, 온라인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으며 미래의 

소비주체가 될 연령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서울 

· 수도권 소재 총 10개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선

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590부를 배부하였으며, 조사 대상자

가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590부 가운데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109부를 제외한 481부(회수율 

81.53%)를 자료로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2.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김기진 외, 2009; 김성

우, 2005; 변광인 외, 2008; 이정기, 2009; 이창호, 정의

철, 2008; 진현정, 2006)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일차적으

로 개발하였으며, 관련전공 교수, 연구원으로부터 검토를 

받아 수정 · 보완하였다.
최종설문지는 광우병관련 지식수준 정도, 미국산 쇠고기

의 불안요인 및 인식과 태도에 대한 항목, 광우병 파동이후 

외식메뉴 선택변화에 대한 내용, 일반사항의 총 4개의 영역

으로 구성하였다. 광우병관련 지식수준 정도를 측정하는 문

항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총 10개의 O, 
X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불안요인 및 

인식과 태도에 대한 항목은 원산시표시 확인여부, 안전성에 

대한 생각, 광우병 발생가능성에 대한 주변 교류집단의 반

응, 정부조치에 대한 생각, 언론보도에 대한 생각 등 총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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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 일반사항

변수명 구 분 빈 도 (n=481) 비 율(%)

성별
여자 297 61.7
남자 184 38.3

학년

1학년 168 34.9
2학년 119 24.7
3학년 64 13.3
4학년 130 27.1

계열

인문사회 235 48.9
자연공학 183 38.0
예술체육 29 6.0

기타 34 7.1

거주형태

자택거주(부모와 동거) 355 73.8
자취 57 11.9

기숙사 45 9.4
하숙 13 2.7

기타 11 2.2

거주지역
서울 299 62.2
경기 182 37.8

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다. 
광우병 파동이후 외식메뉴 선택변화에 대한 내용은 파동이

후 외식메뉴 선택변화 여부, 변화가 있는 경우 변화메뉴의 

종류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조사자료의 분석방법

본 조사의 모든 자료는 SPSS Window 14.0 패키지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사항과 광우병 관련 지식수준의 측

정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불안이유와 광우병 파동이후 메뉴선택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 test)을 

실시하였으며, ANOVA 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경우 

Scheffe-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정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 481명에 대한 일반사항은 <표 1>과 같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별은 여자 61.7%, 남

자 38.3%이고, 학년은 1학년 34.9%, 2학년 24.7%, 3학

년 13.3%, 4학년 27.1%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은 인문사

회 48.9%, 자연공학 38.0%, 예술체육 6.0%, 기타 7.1%
로 조사되었다. 거주형태는 자택거주(부모와 동거) 
73.8%, 자취 11.9%, 기숙사 9.4%, 하숙 2.7%, 기타 

2.2%로 나타났다. 

2. 광우병 관련 지식수준 

광우병에 관한 근거, 오해와 불안감 증폭을 바로잡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마련한 10문 10답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광우병 관련 지식수준을 측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총 10개의 O, X 문제에서 정답률은 최저 

21.0%에서 최고 64.9%로 나타났으며, 평균 42.6%의 정

답률을 보였다. 
지식수준 측정에서 획득점수와 비율을 고려하여 지식

수준을 상  중  하로 구분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

다. 획득점수 0-3점(38.3%)은 지식수준 하, 획득점수 4-6
점(42.8%)은 지식수준 중, 획득점수 7-10점(18.9%)은 지

식수준 상으로 분류하였다. 광우병 관련 지식수준과 성

별, 학년, 전공계열, 거주지역, 거주형태 등의 일반사항을 

교차분석한 결과, 둘 사이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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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광우병 관련 지식수준 측정 정답률

문항번호 문항내용 정답 정답률(%)

1 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 600가지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되지 않는다. ○ 45.1

2 광우병 쇠고기를 다룬 칼과 도마에 의해서 수돗물까지도 오염될 수 있다. × 38.7

3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호주, 뉴질랜드 쇠고기를 먹는다. × 45.7

4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 45.7

5 미국에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강아지, 고양이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 28.3

6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나라에 수출용 쇠고기는 같다. ○ 21.0

7 미국 내 치매환자가 약 500만명 중 25만~65만 명이 인간광우병으로 추정된다. × 64.2

8 살코기만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다. ○ 27.7

9 프리온은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불상의 병원균이다. × 45.1

10 키스로는 광우병이 전염되지 않는다. ○ 64.9

총계 42.6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2008)

<표 3> 광우병 관련 지식수준구분

지식수준 획득점수
빈 도

(n=481) 비 율(%) 누적비율(%)

하

0점 25 5.2 5.2

1점 33 6.9 12.1

2점 61 12.7 24.7

3점 65 13.5 38.3

중

4점 72 15.0 53.2

5점 82 17.0 70.3

6점 52 10.8 81.1

상

7점 51 10.6 91.7

8점 29 6.0 97.7

9점 8 1.7 99.4

10점 3 0.6 100

지 않았다.  

3.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태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태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총 5개 항목의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원산지표시 확

인의 경우 3.93±1.20으로 전반적으로 쇠고기 구매시 원

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에 대한 

생각은 3.35±0.93으로 대체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우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주변 교류집단의 반응에서도 3.38±0.74로 불안한 

반응은 대체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치

에 대한 생각과 언론보도에 대한 생각에서는 각각 

2.45±0.93, 2.85±1.35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부정적인 생

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항목의 모든 태도에서 지식수준별로 유의적인 결

과를 나타내었다. 지식수준에 따른 원산지표시 확인여부

에 대한 결과는 지식수준 하(4.21±1.04)의 집단이 지식수

준 중(3.80±1.27), 상(3.66±1.23)의 집단보다 원산지 표시

확인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수준 하 집

단의 경우, 쇠고기 구매 선택에 있어서 배경지식의 부족

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고려요소 중 원산지에만 의존한 선

택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경희(2008)의 연구에 

의하면, 원산지와 표시사항이 소비자의 제품구매 의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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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태도
평균±표준편차 

태도 전체
지식수준

F Value
상 중 하

원산지표시 확인 3.93 ± 1.20 3.66 ± 1.23b 3.80 ± 1.27b 4.21 ± 1.04a 8.87***

안전성에 대한 생각 3.35 ± 0.93 3.97 ± 0.80a 3.47 ± 0.89b 2.92 ± 0.84c 49.67***

광우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주변 교류집단의 반응

3.38 ± 0.74 3.57 ± 0.82b 3.47 ± 0.73b 3.19 ± 0.69a 11.03***

정부 조치에 대한 생각 2.45 ± 0.93 3.25 ± 1.55a 2.73 ± 1.31b 2.78 ± 1.23b 10.78***

언론보도에 대한 생각 2.85 ± 1.35 2.10 ± 0.82a 2.43 ± 0.87b 2.64 ± 1.00b 5.29*

 1:강한 부정, 5:강한 긍정
 *p <0.05, **p<0.01, ***p<0.001
 a,b,c 는 Scheffe's 사후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집단을 의미.

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리나라 쇠고기 소비자  

대부분이 원산지와 표시사항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

으며, 수입쇠고기와 국내산 쇠고기의 가격차가 크고 광우

병으로 인하여 쇠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큰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원산지 표

시 및 기타 구매 시 고려사항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

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안전성에 대한 생각에서는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상대적으로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안전성에 대해 더

욱 불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족한 지식수준으로 

인하여 주변의 과열된 논란에 지식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된다. 
Pirouznia(2001)의 연구에 의하면, 영양관련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영양관련 가이드나 지침서 등의 정보를 활용하

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련지식 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스스로 올

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그에 따라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올

바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광우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주변 교류집단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지식수준 하(3.19±0.69)의 경우 지식수준 

중(3.47±0.73), 상(3.57±0.82)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불

안한 반응을 더 크게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

으로 교류집단은 개인이 가지는 문화, 사상 및 지식수준

이 비슷하여 서로 통하는 개개인의 모임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수준의 정도도 대체로 비

슷한 수준이므로 그것이 올바르지 못한 경우, 서로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식품영양관련 지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영양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영양지식과 식

행동 변화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권선영 외(2008)의 연구결과와 달리, 박
세미(2009), 최미숙, 최도정(1999)의 연구에 따르면, 식품

영양학 전공생이 비전공생에 비해 영양지식에 대한 관심

이 높으며, 영양태도, 식습관 등의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을 보였다. 또한 적절한 영양교육의 기회부여

가 절실히 요구됨을 지적했다. 따라서 교류집단 내에서 

그릇된 지식의 공유를 막고 식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인식,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정부 조치에 대한 생각으로는 지식수준 상(3.25±1.55)

의 집단이 지식수준 중(2.73±1.31), 하(2.78±1.23)의 집단

보다 정부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

났다. 이은정(2001)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국은 식

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과 수행에 대한 불신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광우병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보다도 정부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시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정책

이나 조치도 기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광우병 

관련 정부조치에 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 광우병과 관련된 

올바른 지식 습득을 도울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이 선

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언론보도에 대한 생각의 경우, 전체적으로 낮은 수치

의 결과를 나타내었고, 지식수준이 상(2.10±0.82)인 집단

이 지식수준 중(2.43±0.87), 하(2.64±1.00)의 집단보다 언

론보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고선아(2010)는 지금까지 나타난 광우병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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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광우병 관련 지식수준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불안이유

 단위 : 명 (%)

　안전성 불안이유
지식수준

전체
상 중 하

생산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 13 (18.3) 42 (23.7) 36 (37.7) 118 (28.4)
유통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 14 (19.7) 57 (32.2) 37 (22.2) 108 (26.0)
언론매체의 보도를 보고 
불안함을 느낀다

24 (33.8) 44 (24.9) 34 (20.4) 102 (24.6)

미국산쇠고기 정보부족으로 
불안함을 느낀다

15 (21.1) 29 (16.4) 28 (16.7) 72 (17.4)

기 타 5 (7.1) 5 (2.8) 5 (3.0) 15 (3.6)
전 체 71 (100) 177 (100) 167 (100) 415 (100)
X2 = 20.825 ( df = 8, p <.05 ) 

부분의 언론 보도가 사례나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보도방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의 본질

에서 벗어나 극적인 요소와 시각적인 요소들이 강조되었

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근영(2009)은 광우병 관련 기사와 

칼럼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0건에서 부정확한 과학적 사

실의 사례는 19건이고, 이 가운데 명백한 오보는 9건, 과
장 · 편향은 9건, 생략은 1건이라고 지적했다. 즉, 진실한 

정보의 추구를 방해하고 본질이 왜곡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우병과 관련한 지식수준의 부족

은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그에 따른 영향

이 외식업체의 타격, 축산물 유통혼란 등의 사회적 손실

을 야기한다. 따라서 대중이 언론의 과장된 보도에 주체

성 있고 비판적인 태도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4.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불안 이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불안 이유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기타항목을 제외한 총 4개의 안전성 불안이유별로 

살펴보면, 생산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28.4%), 유통과정

을 신뢰할 수 없다(26.0%), 언론매체의 보도를 보고 불안

함을 느낀다(24.6%), 미국산 쇠고기 정보부족으로 불안

함을 느낀다(17.4%)의 순서로 불안이유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수준별로 살펴보면 지식수준 중  하의 경

우 지식수준 상과 비교하여, 생산과정이나 유통과정을 신

뢰할 수 없다는 이유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

식수준 상의 경우 지식수준 중  하의 경우와 비교하여, 
언론매체의 보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정보부족에 따른 

불안함 등의 이유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불안이유에 있

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대중이 미국산 쇠고기의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논란에 대해 각계 전문가

들의 견해가 극단적으로 상반되고, 이런 상반된 견해가 

대중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 대중에게 여과없이 전달된

다면(박희제, 2009), 대중들이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하

기에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부정확하

고 부족한 정보와 지식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 냈다고 보여진다. 지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식수준 상 그룹의 경우에도, 그 지식수준이 안정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확하고 부족한 정보, 언론매체의 

과장된 보도 등으로 인하여 혼선을 빚게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가능한 선에서 대중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생산과

정과 유통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언론매체 

등의 보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5.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정보의 획득처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정보의 획득처는 [그림 1]에 제시

하였다. 방송, 인터넷, 신문, 친구 · 가족, 정부홍보, 기타

의 6개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인터넷(39.7%)과 방송

(34.4%)이 70%가 넘는 주 정보획득처로 조사되었다. 나
머지 항목은 신문(13.5%), 친구 · 가족(4.5%), 기타

(4.7%), 정부홍보(3.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식수준

별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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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정보의 획득처

<표 6> 광우병 관련 지식수준에 따른 광우병 파동 이후 메뉴선택 변화

단위 : 명(%)

　
지식수준

전체
상 중 하

메뉴선택변화
그렇다 22(24.2) 79(38.3) 113(61.4) 214(44.5)

그렇지 않다 69(75.8) 127(61.7) 71(38.6) 267(55.5)

전    체 91(100) 206(100) 184(100) 481(100)

X2 = 39.688 ( df = 2, p<.05) 

김화영(1984)의 연구에서 같은 대중매체 중에서도 신

문이나 잡지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 영양지식의 점수가 

TV나 라디오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 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신문이나 전문지는 책임있는 사람들의 기

사이므로 전달하는 지식이 비교적 정확한데 반하여, TV
나 라디오는 식품회사들의 광고에서 얻는 정보가 많아 왜

곡된 정보의 전달이 많기 때문이라 하겠다(박수정, 이윤

희, 1998).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외식비

율의 증가에 따라 식품에 위해요인이 혼입될 가능성도 증

가하는 상황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는 곧

바로 현저한 소비감소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그것은 소

비시장과 식품산업, 크게는 식품무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명일 외, 2009).
따라서 인터넷과 방송의 무분별한 보도, 과장된 내용, 

편협적인 내용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

련하고, 그러한 정보를 접했을 때 외식소비자가 주체적이

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외식업체와 양계농가

가 타격을 입었던 상황에서 ‘70°C에서 30분 이상, 75°C
에서 5분 이상 가열조리시 안전하다’는 교육적 홍보마케

팅을 펼친 외식업체의 선례처럼, 쇠고기 취급 외식업체에

서도 교육과 홍보가 적절히 혼합된 고차원적인 마케팅 활

동을 통해 광우병과 같은 혼란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광우병 파동 이후 메뉴선택 변화

광우병 파동 이후 메뉴선택 변화 결과는 <표 6>과 [그
림 2]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광우병 파동 이후 메뉴

선택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44.5%, 그렇지 않은 경우는 

55.5%로 11.0%의 차이를 나타냈다. 지식수준 상의 경우 

광우병 이후 메뉴선택의 변화가 있다는 응답이 24.2%,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5.8%로 광우병 파동에 대한 영향

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식수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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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광우병 파동 이후 메뉴선택 변화

하로 이동할수록 메뉴선택 변화가 있다는 응답이 늘어나 

지식수준 하의 경우 메뉴선택에 변화가 있다는 응답이 전

체의 61.4%,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8.6%로 광우병 파동

에 대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메뉴선택의 

변화가 있는 경우, 그 대체메뉴로는 돼지고기(47%), 닭고

기(32%), 해산물(15%), 채식(6%)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와 같이 엄영숙(2009)의 연구에서도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 이후 쇠고기 소비자들이 쇠고기 소비를 줄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진홍 외(2006)의 연구에 따

르면, 광우병과 관련한 위험정보가 발표되었을 때 소비자

들은 쇠고기 구입을 꺼리거나 위험 요소를 회피하기 위해

서 위축된 구매행위를 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소비자

들의 이러한 구매패턴은 잠복기적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우병 파동과 같은 사건은 외식업 뿐만 아니라 생산

농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송주호, 채상현(2007)
에 의하면 2004년에 들어와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심리

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실제 쇠고기 소비량의 수요위축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김기진 외(2009)는 광

우병에 대해 소비자들이 가지게 되는 불안심리로 인해 가

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쇠고기를 주 메뉴로 사용하고 있

는 외식업체이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반대여론은 쇠고

기 소비자체를 꺼려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위의 결과에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광우병 파동과 같은 

사건에 대해 외식소비자가 영향을 받는 정도가 낮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광우병 파동과 같은 사건으로 인

한 외식업 및 생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사회 경제적 손

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에게 적절한 교육과 홍보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 · 수도권 소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광

우병 관련 지식수준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인식 및 태

도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총 481부의 자료를 이용하

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광우병 관련 지식수준 측정결과 정답률은 42.6%로 나

타났으며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태도에서 원산지표시 확

인, 안전성에 대한 생각, 광우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주

변 교류집단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

고, 정부조치 및 언론보도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

를 보였다. 지식수준별로 살펴보면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쇠고기 구매 시 원산지표시 확인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

로 나타났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지식수준이 높은 집단

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불안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광우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주변 교류집단의 반응에

서도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더 큰 불안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치에 대한 생각에서는 지식수준이 높을

수록 정부조치를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언론보도

에 대해서는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견해를 가

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불안 이유에서 생산과

정, 유통과정, 언론매체의 보도, 정보부족, 기타의 순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수

준별로 살펴보면,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미국산 쇠고기의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이 불안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

다. 반면에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언론매체의 보도와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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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정보의 획득처를 조사한 결

과 전체의 74.1%가 인터넷과 방송매체를 통해 정보를 획

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문, 친구 · 가족, 정부홍보

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광우병 파동 이후 메뉴선택 변화에서 변화가 있

는 경우가 전체의 44.5%, 그렇지 않은 경우가 55.5%로 

나타났다. 지식수준별로는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광우병 

파동의 영향을 적게 받아 메뉴선택 변화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메뉴선택 변화가 있을 경우 대체메

뉴로는 돼지고기, 닭고기, 해산물, 채식의 순으로 조사되

었다.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영향은 매우 폭넓게 작용한다. 

광우병 파동이후 미국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한우까지 소

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쇠고기를 주메뉴로 취급

하는 외식업계의 큰 타격으로 연결된다. 쇠고기 생산농가

도 예외는 아니다. 쇠고기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생산자

잉여 감소 등의 경제적인 피해와 손실을 보게 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미국산 쇠고기

에 대해 더 큰 불안감을 나타내고, 정부조치에 대해서도 

더욱 불신하는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파동이후 메

뉴선택 변화에 있어서도 더 큰 변화 정도를 나타냈다. 이
처럼 지식수준의 부족함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더 큰 혼

란과 적절치 못한 행동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광우병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홍보

하고 올바른 지식을 교육하는 활동을 통하여 광우병 관련 

지식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쇠고기 취급 외식업체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혼란상황 

하에서 조리조건 조절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했던 교육적 

홍보마케팅 선례와 같이 고차원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광

우병 파동을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소비자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도 식품구매 및 선택에 있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

고, 과장되거나 잘못된 언론매체의 보도에 있어서도 주체

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외식산업, 쇠고기 생산농가 및 사회 · 경제적인 손

실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 번째로, 광우병 관련지식 수준

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10개의 문

항에 광우병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

지만 지식수준을 제대로 측정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둘째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차후에 진

행될 연구에서 광우병 관련 지식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도구의 마련이 필요하고, 연구의 결

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충분한 대상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광우병, 지식수준, 미국산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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