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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degrees between Selection Attributes of American beef by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for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Area. A total of 59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481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study (81.5% of response rate). According to the IPA results of 12 selection attributes for American beef, 

the selection attributes with relatively low satisfaction but high importance(II quadrant) were‘country of origin’,‘safety’,‘cleanliness and 

hygiene’. The factor to be improved relatively through to the results of IPA was consumer confidence factor (‘country of 

origin’,‘safety’,‘cleanliness and hygiene’) and it was confirmed that university students had a low satisfaction in large degrees compared 

to the significance of American beef. Therefore, recovery of consumer confidence of American beef is urgent as well as the need to increase 

satisfaction of consumers. From now on,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considered that many efforts are necessary to increase the trust of 

consumers by planting awareness that American beef is safe by setting institutional conditions to vitalize purchase of American beef. 

Moreover, it is considered that these efforts would be significant for the vitalization of restaurants with beef as their main menu, and 

vitalization of consumption of Korean beef as well as American beef hence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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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및 돼지

독감 등은 축산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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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중 광우병(狂牛病)은 소의 전염성 

뇌질환의 일종으로 4~5세의 다 자란 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폐쇄성 신경질환으로, 전문가들은 이 질병에 걸린 소의 뇌에 

해면(海綿) 즉, 스펀지 모양의 구멍이 생기는 특징이 있어 이

를 소 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이

라고도 한다(Lee EJ 2001). 1986년 영국에서 최초로 소가 광

우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진단된 이후 지난 2003년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쇠고기 수입국가 중의 하나인 미국에서 광

우병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미국에서의 광우병의 발생은 국내

의 쇠고기 관련 시장과 함께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혼란을 

야기하였다. 우리나라는 축산물 관련 안전이 크게 대두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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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정부와 축산물 농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원산지 표시제, 

이력추적제 등의 축산물 예방 조치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일

련의 노력에 대한 결실로 2010년 5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에서 한국이 광우병 통제국

으로 국제공인을 받으면서 광우병 위험 관리 능력을 국제적

으로 증명시킨바 있었다(조선일보. 2010. 5. 28). 이러한 결과

는 국내 축산물 관리에 대한 신뢰도 상승과 한우의 해외수출

이 늘어날 것이라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경북 안동

지역 양돈단지에서 2010년 11월 28일 처음 구제역 신고가 접

수되었고, 2010년 12월 29일자로 구제역 위기경보 최상위 단

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국민들의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음은 물론이고 불안감 역시 증폭되고 있다. 대도시 주

부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및 우려도에 대한 연구(Lee JY

와 Kim KD 2009)에 따르면 식품안전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식품은 육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20대 연

령층에서는‘식품안전이 늘 불안’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그동안 광우병 및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서는 주로 소비

축소(김성우 2005, Lee EJ 2001, Jin HJ 2006)나 산업 및 경제

에 미치는 영향(Eom YS 2009; Song JH와 Chai SH 2007), 언

론자료 분석(Lee JK 2009, Lee CH와 Jung EC 2008, Choi MI 

등 2009, Jin HJ 2006)에 대한 연구 등이 보고 된 바 있다. 

대체로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미국산 쇠고기

에 관한 연구나 광우병과 관련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육류소비의 증진을 위해 소비자들

을 중심으로 한 미국산 쇠고기 선택속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Song JH와 Chai SH(2007)은 미국에서의 광

우병의 발생은 국내에서 약 6개월 정도의 심리적 소비위축효

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분석결과 가축질병이 축산농가나 사

회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가축

질병이 소비자들의 소비위축이나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소비자의 입장에서 미국산쇠고기의 선택속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Byun GI 등

(2008)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험지각, 소비자태도, 구매의

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아울러 남성보다

는 여성이, 미혼보다는 기혼이, 자녀가 있는 소비자보다 없는 

소비자가 더욱 높은 위험지각수준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제품의 선택속성(selection attributes)이란 제품이 가진 유형

과 무형의 특징을 말하며 선택속성은 구매의사결정에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Ko JY와 

Jung MR 2006). Kim GJ 등(2009)의 연구에서는 쇠고기의 선

택속성이란 쇠고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말하

는 것으로, 구매 행동 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선택기준 또

는 상표이미지 속성에 포함되며, 이러한 쇠고기 선택속성의 

중요도는 소비자의 쇠고기 구매행동에 중요한 변수로 여겨진

다고 하였다. 또한 Park YS와 Choi SC(2009)의 연구를 보면 

소비자들은 육류를 구매할 때 중요시하는 속성으로 품질(맛), 

가격, 위생(안전), 원산지, 브랜드 순으로 나타났으며 Cho KH

와 Song GC(2007)의 연구에서는 쇠고기 구입 시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신선도, 안전성, 품질, 영양가, 가격 순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볼 때 쇠고기를 구

매하는데 있어 소비자로 하여금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

치며 실제 구매 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쇠고기 제품의 구매 시 중

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육류

를 선택한 후의 소비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다.  

이러한 선택속성과 관련된 연구 중에 본 연구에 적합한 연

구 방법 중에 한 가지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들 수가 있다. IPA는 마케팅 분야에서 Martilla JA와 

James JC(1977)에 의하여 개발된 중요도-만족도 분석으로 앞

서 말한 것과 같이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될 요인들을 도출하

는데 효과적인 도구로 적용되어 왔다(Kim SS 2007, Martilla 

JA와 James JC 1977). IPA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요도와 성

취도를 각각 한 축으로 하는 4개의 사분면에 각 연구에서 사

용된 기준변수인 선택속성과 만족속성을 배치시켜 사분면 각

각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Kim DS 

등).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IPA분석을 이용한 연구들이 이

루어져왔는데 전통적인 IPA는 적용 시 해석상의 문제점이 제

기되기도 하였다. Jeong C와 Seo YS (2010)은 전통적인 IPA사

용 논문들이 IPA에서 중요도와 성취도는 독립적이어야 하지

만, 두 변수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한 논문들이 많으며 1, 

3 사분면에 속성변수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중요도와 

만족도의 관련성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인 중요도의 사용, IPA도표의 수정, Kano-IPA 결

합모델들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IPA의 결과

를 해석할 때 잘못된 시사점이 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

석 시 보다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Choi BB(2011)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식품안전에 대

한 정보와 출처 신뢰도를 주로 지상파TV나 인터넷에서 얻고 

있어,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흥미위주가 될 수 있

으며, 최다 광우병 발생 국가 등 광우병 관련 지식과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의 습득에 민감

하고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미래의 소비주체가 될 젊은 

세대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

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에 재학중인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미국산쇠고기 선택속성의 중요도-만족도에 대

한 분석(IPA)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IPA분석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선택 속성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반

영된 효과적인 관리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비확률 표집방법 중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서울과 경기지역 10개의 대학을 선정하였고 각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2009년 5월 4일부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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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N(%) Variable Group N(%)

Gender
Male 184(38.3)

Type of residence

one's own house 355(73.8)

Female 297(61.7) dormitory 45(9.4)

Grade

Freshman 168(34.9) self-boarding 57(11.9)

Sophomore 119(24.7) boarding 13(2.7)

Junior 64(13.3) Others 11(2.3)

Senior 130(27.1)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93(19.3)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35(48.9) 100-199 31(6.4)

Natural Science Engineering 183(38.0) 200-299 65(13.5)

300-399 70(14.6)Arts, Sports 29(6)

400-499 63(13.1)Others 34(7.1)

>500 141(29.1)
Residence

Seoul 299(62.2)

Others 18(3.7)Kyeonggi-do 182(37.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81)

월 12일 까지 40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은 서울과 수도권 소재 총 10개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590부를 배부하였으며, 자기기

입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각 대학의 회수한 설문지 590부 

가운데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109부를 제외한 481부(회수율 

81.5%)를 자료로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 적용된 미국산 쇠고기 선택속성의 도출은 기존 

선행연구(Kim SO 등 2007, Kim SS 2007, Won DY 등 2006, 

Lee YJ 등 2005, Lee JS 1999, Cho KH와 Song GC 2007)에서 

제시된 측정변수들을 근거로 하여 수정·보완하여 14개 항목

(원산지, 안전성, 청결 및 위생, 브랜드, 매장신용, 판매원설

명, 구매용이성, 교육 및 홍보, 가격적절성, 맛, 품질, 외관, 

건강을 위한 이득, 쇠고기 부위의 다양성)을 선택·추출하였

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쇠고기 선택속성에 대한 연

구가 많지 않아 일반적인 육류선택속성의 항목과 식품선택속

성의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속성을 도출하여 활용하

였다. 설문지는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개발하였으며, 관련전공 교수·연구원으로부터 검

토 및 50부의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최종설문지

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구매경험과 먹어본 경험이 있는 학

생이 설문조사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미국산 쇠고기 선택속

성(총 14개 항목)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고 나머지는 일반사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문

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다 ∼ 5:매우 중요

하다)를 이용하였다.

 

3. 조사 자료의 분석방법

본 조사의 모든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dows Ver. 12.0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자료의 분석은 네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첫 번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일반사항의 측정을 위해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미국산 쇠고기 선택속성의 중

요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실시

하여 나타난 각 요인들의 내적일관성을 검정하기 위해 신뢰

도 분석인 Cronbach's α를 실시하였다. 세 번째, 미국산 쇠

고기의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평균값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중요도 및 만족도

간의 차이분석을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

였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요인을 

찾기 위해 IPA를 실시하였다. 네 번째, 미국산 쇠고기 선택에 

있어서의 중요도-만족도와 인구통계학적 특성 간 차이분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이 나타내었다. 

분석된 내용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38.3%(184명), 여학생은 

61.7%(297명)이었으며,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이 34.9%(168명), 

2학년이 24.7%(119명), 3학년이 13.3%(64명), 4학년이 27.1%(130

명)로 나타났다. 전공으로는 인문사회계열이 48.9%(235명), 자연

공학계열이 38.0%(183명), 예술/체육계열이 6%(29명), 기타 

7.1%(34명)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이 62.2%(299

명)로 경기 37.8%(182명) 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거주형

태는 자택거주 73.8%(355명), 자취 11.9%(57명), 기숙사 

9.4%(45명), 하숙 2.7%(13명), 기타 2.3%(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수준은 500만원 이상 29.1%(141명), 100만

원미만 19.3%(93명), 300-400만원 미만 14.6%(70명), 200∼300

만원미만 13.5%(65명), 400∼500만원 미만 13.1%(63명), 100∼

200만원미만 6.4%(31명), 기타 3.7%(18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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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Attributes Male Female t-value

consumer confidence

country of origin  4.27±0.88 4.45±0.81 -2.28*

safety 4.49±0.78 4.57±0.69 -1.10

cleanliness and hygiene 4.50±0.67 4.62±0.70 -1.91

brand 3.66±0.99 3.89±0.89 -2.70**

store credit 4.04±0.86 4.05±0.79 -0.05

subtotal 4.19±0.35 4.29±0.32 -0.58

marketing

description of a salesperson 3.24±1.04 3.12±1.03 1.22

easy to buy 3.55±0.90 3.46±0.80 1.19

education and promotion 3.54±0.96 3.67±1.01 -1.45

the adequacy of the price 4.07±0.77 3.85±0.80 2.99*

subtotal 3.60±0.34 3.57±0.31 0.32

product

flavor 4.28±0.71 4.23±0.67 0.70

quality 4.13±0.86 4.23±0.72 -1.47

appearance 3.67±0.87 3.68±0.80 -0.11

Subtotal 4.03±0.32 4.00±0.32 -0.08

Total 3.95±0.41 3.99±0.46 -0.18

1:not important at all 2:not important 3:moderate 4: important 5:very important

 * p˂0.05, ** p˂0.01

Table 3. The importance score of the attributes of selection regarding American beef by gender                                  (Mean±SD)

Variable
Component

Cronbach's α
1(trust) 2(marketing) 3(product)

country of origin .806

.817

safety .774

cleanliness and 

hygiene
.704

brand .675

store credit .660

description of a 

salesperson
.780

.710

easy to buy .760

education and 

promotion
.678

the adequacy of the 

price
.587

flavor .849

.801quality .763

appearance .594

Variance percentage 

(%)
23.946 19.240 17.178

Eigen value 2.874 2.309 2.061

Table 2. Factor analysis for the attributes of selection regarding 

American beef 

2. 미국산 쇠고기 선택속성의 중요도 요인분석

미국산 쇠고기 선택속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어떤 하위요인

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요인분석의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요인분석의 

KMO 값은 .826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은 0.001 미만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적합함이 검증되었다. 요인분

석 결과 본 연구에서 조사된 14개의 속성 중 적합하지 않다

고 판단된‘건강을 위한 이득’과‘쇠고기부위의 다양성’항목

을 제외한 12개의 속성은 총 3개의 요인(소비자신뢰요인, 마

케팅요인, 상품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각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정한 Cronbach's α값은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

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중요도와 만족도 비교

1) 성별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분석의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선택에 있어서의 중요

하게 생각하는 속성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원산지표

시’,‘브랜드’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중요성 정도를 유

의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가격적절성’에서는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여학생은 소비자 신뢰요인에 해당하는‘원산지표시’와 

‘브랜드’에서 남학생보다 중요도를 유의적으로 더 높게 평가

하였으며, 남학생은 마케팅요인에 해당하는‘가격적절성’을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Kim SS(2007)의 연

구에 따르면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

가 적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구매

결정요소 평가에 대한 Kim SO 등(2007)의 연구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항목에서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

이 남성보다 쇠고기의 상품자체나 마케팅적 요인보다 식품안

전의 신뢰부분의 중요성에 대해 더 민감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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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Attributes male female t-value

consumer confidence 

country of origin 2.84±0.98 2.59±0.97 2.69**

safety 2.70±0.96 2.51±0.92 2.16*

cleanliness and hygiene 2.92±0.82 2.77±0.83 1.85

brand 2.89±0.78 2.72±0.78 2.32*

store credit 3.04±0.87 2.91±0.77 1.81

Subtotal 2.88±0.12 2.70±0.16 1.20

marketing

description of a salesperson 2.65±0.84 2.62±0.75 0.40

easy to buy 3.16±0.83 3.27±0.80 -1.44

education and promotion 2.74±0.86 2.61±0.82 1.61

the adequacy of the price 3.20±0.93 3.18±0.84 0.24

subtotal 2.94±0.28 2.92±0.35 0.08

product

flavor 3.28±0.83 3.28±0.78 0.04

quality 3.20±0.75 3.05±0.68 2.09*

appearance 3.22±0.73 3.07±0.66 2.35*

subtotal 3.23±0.04 3.13±0.13 1.29

Total 2.98±0.57 2.88±0.49 2.01*

1:not satisfied at all 2:not satisfied 3:moderate 4:satisfied 5:very satisfied

 * p<0.05, ** p<0.01

Table 4. The satisfaction score of the attributes of selection regarding American beef by gender              (Mean±SD)

2)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분석의 결과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 선택속성의 만족도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만족도에 대한 전체 평균

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났다. 요

인별로 살펴보면‘원산지 표시’,‘안전성’,‘브랜드’,‘품질’, 

‘외관’의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만족도에서 유

의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미국산 쇠고기의 소비자 신뢰요인

과 상품 자체에 대한 만족도면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Byun GI 등(2008)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

들의 위험지각정도를 알아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위험지각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기존의 연구결

과와 비교해볼 때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위험지각 수준이 

높을 수 있으며 향후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미국산 쇠고기의 선택속성 분석(IPA)

1) 미국산 쇠고기 선택속성 중요도-만족도간 차이분석

미국산 쇠고기의 선택속성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지되는 선

택속성과 이용후의 만족도간에 어떠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지를 밝히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모든 요인에서 중요도의 속성이 만족도의 속

성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높은 점수

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청결 및 위생’(4.58),‘안전성’(4.54), 

‘원산지표시’(4.38) ,‘맛’(4.25) ,‘품질’(4.19) ,‘매장신

용’(4.05),‘가격적절성’(3.93),‘브랜드’(3.80),‘외관’(3.67), 

‘교육 및 홍보’(3.62),‘구매의 용이성’(3.49) 및‘판매원설

명’(3.17)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맛’(3.28),‘구매용이성’(3.23),‘가격적절성’(3.18), 

‘외관’(3.13),‘품질’(3.11),‘매장신용’(2.96),‘청결 및 위생’(2.83), 

‘브랜드’(2.78),‘원산지표시’(2.69),‘교육 및 홍보’(2.66),‘판

매원설명’(2.63),‘안전성’(2.58) 순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소비자 신뢰부분에 대해 중

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그 중요도에 비해 대체적으로 만족도

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

한 광우병 논란 직후와 연관되어 소비자들이 신뢰요인에 대

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만족도에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

고 있음이라 생각된다.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분석에서는 모

든 요인에서 유의적으로 중요도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으로는 

‘안전성’(1.96),‘청결 및 위생’(1.75),‘원산지표시’(1.70), ‘매
장신용’(1.09),‘품질’(1.08),‘브랜드’(1.02),‘맛’(0.97),‘교육 

및 홍보’(0.96),‘가격적절성’(0.75),‘외관’(0.55),‘판매원설

명’(0.53),‘구매용이성’(0.26)순이었다. 여기서는 중요도는 높

지만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안전성’,‘청결 및 위생’, 

‘원산지표시’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에서도 역시 대학생 소비자

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소비자 신뢰요인을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지만 그에 비해 만족도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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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Attributes importance
satisfaction 

(performance)

importance-

performance
t-value

consumer 

confidence

country of origin 4.38±0.84 2.69±0.98 1.70±1.39 26.71***

safety 4.54±0.72 2.58±0.94 1.96±1.28 33.49***

cleanliness and hygiene 4.58±0.69 2.83±0.83 1.75±1.15 33.19***

brand 3.80±0.93 2.78±0.78 1.02±1.29 17.39***

store credit 4.05±0.82 2.96±0.81 1.09±1.19 20.00***

marketing

description of a salesperson 3.17±1.03 2.63±0.79 0.53±1.25 9.32***

easy to buy 3.49±0.84 3.23±0.81 0.26±1.13 5.12***

education and promotion 3.62±1.00 2.66±0.84 0.96±1.38 15.30***

the adequacy of the price 3.93±0.79 3.18±0.88 0.75±1.15 14.25***

product

flavor 4.25±0.69 3.28±0.80 0.97±0.98 21.65***

quality 4.19±0.78 3.11±0.71 1.08±1.10 21.52***

appearance 3.67±0.82 3.13±0.69 0.55±1.01 11.83***

Total 3.97±0.44 2.92±0.26

*** p˂0.001

Table 5.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the attributes of selection regarding American beef

             (Mean±SD)

2) 미국산 쇠고기 선택속성의 IPA분석

본 연구에서 조사한 대학생 전체소비자에 대한 중요도-만

족도의 IPA의 분석 결과는 Figure 1과 같이 나타났다. 또한,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Table 6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를 보

면 집중영역항목(Ⅱ)으로는‘원산지표시’,‘안전성’,‘청결 및 

위생’으로 나타났다. Ⅰ사분면의 유지영역은‘매장신용’, 

‘맛’,‘품질’로 나타났다. Ⅲ사분면의 저순위영역은‘브랜

드’,‘판매원설명’,‘교육 및 홍보’로 나타났다. 이 영역은 소

비자가 느끼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영역으로 다른 

중요요인들이 우선시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Ⅳ사분

면의 과잉영역은‘구매용이성’,‘가격적절성’,‘외관’으로 나

타났다. 여기서 우리가 우선 관리해야 할 영역은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Ⅱ사분면에 해당하는 집중관리 영역으

로 연구결과‘원산지표시’,‘안전성’,‘청결 및 위생’항목으

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식품안전의 부정적인 소

식은 곧바로 소비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나 해당제품

에 대한 급격한 소비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시장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과 식품무역에까지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

다(Johnson FR 1988). 광우병의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인의 질

병인식에 대한 연구(Cho BH 2009)에 의하면 대다수의 우리나

라 국민들은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보에 민감한 대학생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 이후에 쇠고기의 원산지표시나 안전성

에 보다 민감해졌고 이러한 것이 분석결과에 나타난 것이라

고 사료된다. Jang DH와 Yu CJ(2009)의 연구에서도 소비자들

은 점점 원산지나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소비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Han SW와 Lee BO(2010)의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의 구매특성에 관한 소비자 의식조사

를 보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대부분

의 소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육류의 소비

Section Attribute

I (Doing great, Keep it up)

5. store credit

10. flavor

11. quality

II (Focus here)

1. country of origin

2. safety

3. cleanliness and hygiene

III (Low Priority)

4. brand

6. description of a salesperson

8. education and promotion

IV (Over done)

7. easy to buy

9. the adequacy of the price

12. appearance

Table 6.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Fig. 1. IPA chart for the attributes of selection regarding 

American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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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급격히 줄였다는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이는 향후에도 

미국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한우고기의 식품안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선택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산 쇠고기 선택속성 12개 항목에 대한 전체 중

요도는 3.97점, 만족도는 2.92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비자

들은 미국산 쇠고기 선택속성의 중요도에 비해 구입해서 소

비한 후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중요도와 만

족도의 차이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생 소비자들은 미국산 쇠

고기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

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구매활성을 위해서 제도적인 여건조성

과 함께 소비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남ㆍ여 성별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선택속성 중요도

와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원산지표시’,‘브랜드’의 

항목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중요도를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반면‘가격적절성’의 항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요성 정도를 유의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 결과로 

볼 때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원산지표시’나 ‘브
랜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 남학생들

은 상대적으로‘가격적절성’의 항목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약간 높게 평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원산지표시’, ‘안
전성’,‘브랜드’,‘품질’,‘외관’의 항목에서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소비자 신뢰요

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만족도는 남학생들

보다 낮게 평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학생보다 여학

생이 쇠고기의 신뢰요인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

며 이에 대해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사료된다. 

셋째,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국산 쇠고기 선택속성

의 IPA분석 결과를 보면 집중관리영역에 속한 요인으로 원산

지 표시’,‘안전성’,‘청결 및 위생’으로 분석되었다. 이 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학생 소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의 신뢰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IPA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IV사분면에 위치한‘가격적절

성’이나‘구매용이성’,‘외관’에 대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소

비자 신뢰를 확보하는데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IPA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 등을 

고려해볼 때 IV사분면은 충성고객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

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산쇠고기의 판매 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유통시장의 활

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전략에 대해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 신뢰의 회복을 통한 미국산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보

다 필요하겠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른 요인들

보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을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 미국산 쇠고기 생산현장에서부터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쇠고기를 생산하는데 노력하는 모습을 전달하고 언론매체 등

을 통해 홍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판매증진을 위한 노력이 가장 먼

저 선행되어야 하겠다고 사료된다. 

둘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

기 위한 수입과 유통관리에 있어서의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실

시의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유통전문점뿐만 아니라 

직수입하는 국가에 대한 관리와 함께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다 철저한 관리와 제도

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향후 미국산쇠고기 뿐

만 아니라 한우고기의 소비활성화, 그리고 쇠고기를 주메뉴로 

하는 외식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성별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차별

화 전략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여학생은 남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원산지표시’나‘브랜드’를 더 중요하

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반면 남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가
격적절성’의 항목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반영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별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고려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들만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를 일

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들이 미래의 소비주체

임에는 틀림없지만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에 대한 

연구가 향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쇠고기의 선택속성

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거의 없어 미국산 쇠고기의 선택속성

항목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할 때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육류의 선택속성항목에 

대한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

째, 기존의 IPA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후 개

선된 IPA를 이용한 분석을 시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IPA결과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점을 고려한 

선택속성의 선택과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관

계로 선행연구와의 비교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못했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져 보다 많은 연구와의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다양한 항목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제28권 제1호(2012)

40  남지연·홍완수

들을 추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육류시장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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