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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recognition of Chikhanwoo, promote its market competitiveness, and 

vitalize its uses in Korea.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on 465 people, including 264 of the general public 

and 191 livestock farmers. For awareness of Chikhanwoo, 53.6% of the general public and 86.9% of livestock 

farmers recognized Chikhanwoo (P＜0.001) through TV, Internet, news, magazines, and others. For con-

sumption behaviors of Chikhanwoo meat, 4.3% of the general public and 1.9% of livestock farmers have pur-

chased Chikhanwoo meat in the past. Most of them hinted at their intention to repurchase and highly in-

timated their wish to purchase on whether Chikhanwoo tastes better, is more nutritious and is safer than 

Hanwoo. In addition, they thought country of origin and price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purchasing 

(P＜0.001). For recognition of the Hanwoo grading system, they preferred 1＋＋ and 1＋, significantly (P＜0.001). 

For need for quality certification, most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for Chikhanwoo. For importance factor of prevalence of Chikhanwoo meat, marketability 

value had the highest degree of importance, followed by taste, quality, tradition and cooking methods (P＜ 

0.001).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domestic consumption of Chikhanwoo can be boosted by supplying 

Chikhanwoo meat with a differentiated taste and a safety assurance to the general public. There is also need 

to enhance genetic resources and improve brand value of Chikhanwoo. Continuous research and efforts should 

be made for the development of the livestock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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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조선시대 수의학서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新編
集成馬醫方牛醫方) 신편우의방서(新編牛醫方序)에 등

장하는 황우(黃牛), 흑우(黑牛), 백우(白牛), 청우(靑
牛), 얼룩소(离牛) 등의 다양한 모색(毛色)의 한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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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일본 총독부의 모색 단일화와 호칭통일 조치

에 의해 모색이 갈색으로 획일화되었다(Institute of 

Korean Culture 2008). 정보와 인식의 부족으로 개체

수가 줄어 멸종 위기에 놓인 칡한우와 흑우는 국내 

고유의 품종이면서도 황색 모색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체 등록과 유통과정에서 교잡우로 취급되어 부당

한 처우를 받아왔고, 축산법 제2조에 의거하여 한

우, 칡한우, 제주흑우의 모색 및 비경(鼻莖)에 대한 

등록 기준이 공시되었으나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

하였으며, 농가사육의 기피로 인한 멸종 위험이 가

중되고 있다(Choi 2009). 그러나 유전자원의 다양성

이 중시되면서 복원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고, 전국 253개 사육농가에서 3,670두의 칡한우

를 사육하고 있지만(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2016), 수요 증가에 비하여 사육농가와 개체 증대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전수조사를 통한 혈통 확인

과 칡한우 정액 공급체계 구축으로 차별화된 맛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

로의 경쟁력 강화를 해야 할 것이다(Yoon 2015).

지금까지 칡한우에 대한 연구는 한우, 호반우 및 

흑우에 대한 외모 특성과 계통 유전체학적 특성 분

석(Choi 2009), 한국 전통소(한우, 칡한우, 흑우)의 DNA 

marker 개발을 위한 경제형질과의 유의성 분석(Lee 

2012), 칡한우의 유전자 다양성 분석(Lee 2013)과 유

전적 다양성, 차별화 입증을 위한 유전자 탐색(Seo 

2014), 우수 칡한우 선발과 개량 및 보존 방안 연구

(Kim 2014) 등 전통소의 유전적 검증에 관련된 연구

가 대부분이며, 칡한우에 대한 인지도나 칡한우육 

소비 형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

서 특화된 고급육 개발과 차별화된 브랜드는 FTA에 

의한 쇠고기 시장개방 대응과 한우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Lee 2013).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의 일반인과 축산농

민을 대상으로 칡한우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 비교 분

석하여 칡한우육 인지도 제고와 소비촉진 및 칡한우 

사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5년 1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

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으로 축산업에 종

사하지 않는 일반인과 현재 한우사육, 낙농, 양돈, 

양계 등의 사육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축산농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한우관련 선행연구

(Kim 2011; Lee 2012)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일반인의 인지도 조

사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대형 마트, 아파트 부녀회, 

노인회관, 대학교를 방문하였으며, 전국한우협회 서

울ㆍ경기ㆍ인천 지부에 취지를 설명하고 관내 각 지

부에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축산관련 교육 

모임과 행사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작성

법을 설명한 뒤 조사대상자들이 직접 설문지에 기

록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각각 총 300부를 배부

하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한 일반인 274부(91.3%), 축산농민 191부(63.7%)

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칡한우에 대한 인지도 여부와 인지 경

로, 칡한우육 소비 실태에 관한 사항에서 구매 경험 

여부와 구매 의향, 구매 이유, 구매 시 중요 조건과 

선호 등급, 품질 인증 및 표시의 필요성, 칡한우육 

대중화를 위한 필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 통계처리

본 연구에 의해 수집된 설문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22.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 USA)을 사용하여 기계 통계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대상인 일반인과 축산농민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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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 (%)

Variable General public (n＝274) Livestock farmer (n＝191) Total (n＝465)

Gender Male 129 (47.1) 166 (86.9) 295 (63.4)

Female 145 (52.9) 25 (13.1) 170 (36.6)

Age (years) 20∼29 53 (19.3) 6 ( 3.1) 59 (12.7)

30∼39 43 (15.7) 31 (16.2) 74 (15.9)

40∼49 40 (14.6) 35 (18.3) 75 (16.1)

50∼59 79 (28.8) 79 (41.4) 158 (34.0)

60∼69 47 (17.2) 37 (19.4) 84 (18.1)

70∼80 12 ( 4.4) 3 ( 1.6) 15 ( 3.2)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23 ( 8.4) 16 ( 8.4) 39 ( 8.4)

High school 98 (35.8) 108 (56.5) 206 (43.3)

College 35 (12.8) 50 (26.2) 85 (18.3)

University 75 (27.4) 14 ( 7.3) 89 (19.1)

Graduate school 37 (13.5) 3 ( 1.6) 40 ( 8.6)

Others1) 6 ( 2.2) 0 ( 0.0) 6 ( 1.3)
1) Others: graduate elementary school, uneducated

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일반인과 축산농민의 인식의 

차이는 교차분석(χ2 test)을 실시하여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유의성 검증은 P＜0.05에서 실시하였

다. 또한, 칡한우육 구매의 중요 조건, 칡한우육 대

중화를 위한 필요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friedman 

test를 실시하여 중요도 순위를 산출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일반인과 축산농민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분석은 

Table 1과 같다. 일반인의 성별은 남자가 47.1%, 여

자가 52.9%, 축산농민은 남자가 86.9%, 여자가 13.1%

였으며, 연령은 일반인과 축산농민 모두 50대가 

34.0%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축산농민의 20대는 

3.1%로 낮게 나타났다.

2. 칡한우에 대한 인지도

칡한우에 대한 인지도 여부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칡한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축산농

민 86.9%, 일반인 53.6%로 나타났으며, 유의적으로 

축산농민이 칡한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P＜0.001). 

칡한우를 알게 된 경로는 일반인 51.1%, 축산농민 

32.5%가 ‘TV 시사ㆍ교양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

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응답은 ‘지

인을 통해서’, ‘어려서 본 적이 있어서’라는 답변이 

조사되었다(P＜0.001).

칡한우의 특성에 대한 인지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 ‘칡한우는 한우(황우)와 더불어 우리 고유의 한

우 품종이다’ 문항에 대해 일반인(89.1%), 축산농민

(94.6%)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았으며, 

‘몸통에 온통 칡넝쿨 같은 무늬가 있어 ‘칡한우’라

고도 한다’, ‘호랑이 무늬와 비슷하다는 뜻으로 ‘호

반우’라고 한다’, ‘일제 강점기 때 황소를 제외한 특

이 모색을 지닌 칡한우와 흑우 등은 거의 사라져 

지금은 멸종위기의 종으로 분류되었다’는 문항 대해

서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응답자 전체의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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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wareness of Chikhanwoo.                                                                                            N (%)

Variable
General public

(n＝274)
Livestock farmer

(n＝191)
Total 

(n＝465)
χ

2-value

Awareness Yes 147 ( 53.6) 166 ( 86.9) 313 ( 67.3) 56.589***

No 127 ( 46.4) 25 ( 13.1) 152 ( 32.7)

Source of awareness1)
Current affair and cultural program on TV 75 ( 51.1) 54 ( 32.5) 129 ( 41.2) 30.340***

TV commercial 17 ( 11.6) 25 ( 15.1) 42 ( 13.4)

Newspaper, magazine 8 (  5.4) 35 ( 21.1) 43 ( 13.7)

Tasting event 4 (  2.7) 7 (  4.2) 11 (  3.5)

Internet, smart phone 4 (  2.7) 16 (  9.6) 20 (  6.4)

Others2) 39 ( 26.5) 29 ( 17.5) 68 ( 21.7)

Total 147 (100.0) 166 (100.0) 313 (100.0)

Characteristics of 
Chikhanwoo

Chikhanwoo is a Korean native 
Hanwoo breed

Aware 131 ( 89.1) 157 ( 94.6) 288 ( 92.0) 3.166

Unaware 16 ( 10.9) 9 (  5.4) 25 (  8.0)

Chikhanwoo has a kudzu vine 
pattern

Aware 119 ( 81.0) 142 ( 85.5) 261 ( 83.4) 1.186

Unaware 28 ( 19.0) 24 ( 14.5) 52 ( 16.6)

Chikhanwoo has a tiger brindle 
pattern called Hobanwoo

Aware 81 ( 55.1) 102 ( 61.4) 183 ( 58.5) 1.292

Unaware 66 ( 44.9) 64 ( 38.6) 130 ( 41.5)

Chikhanwoo is in danger of 
extinction

Aware 104 ( 70.7) 108 ( 65.1) 212 ( 67.7) 1.154

Unaware 43 ( 29.3) 58 ( 34.9) 101 ( 32.3)

Chikhanwoo is registered in 
FAO

Aware 25 ( 17.0) 26 ( 15.7) 51 ( 16.3) 0.103

Unaware 122 ( 83.0) 140 ( 84.3) 262 ( 83.7)
1) Multiple response
2) Others: through an acquaintance, seen in childhood
***P＜0.001

58.5% 및 67.7%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한우 품종의 

하나로 FAO에 등재되었다’는 문항은 전체 응답자의 

16.3%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칡한우가 FAO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일반인, 축산농민 모두 잘 인

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칡한우육 구매 현황

1) 칡한우육 구매 행동

칡한우육 구매 행동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칡한우육 구매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6.2%만 구

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응답자 중에

서 구매 경험이 있는 일반인은 4.3%, 축산농민은 1.9%

로 일반인의 구매 경험 비율이 높았다.

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칡한우와 한우의 맛

을 비교한 문항에 대하여 ‘한우에 비해 더 맛이 있

다’고 응답한 일반인 60.0%, 축산농민 66.7%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우와 비교해서 맛의 차이가 없다’라

고 응답한 일반인, 축산농민이 각각 35.0%, 33.3%로 

모두 칡한우가 한우보다 맛있거나, 맛에 차이가 없

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80.0%)과 축산농민(77.8%) 모

두 높은 재구매 의사를 나타내었다. 

칡한우육 구매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전체 응답

자 중 그 이유로 ‘판매하는 곳을 몰라서’ 54.6%, ‘칡

한우에 대해 알지 못해서’는 41.3%, ‘비쌀 것 같아

서’로 답한 경우 4.1% 순으로 나타났다.

칡한우육 구매 경험이 없는 일반인은 ‘칡한우에 

대해 알지 못해서’ 58.2%로 가장 높았으나, 축산농

민은 ‘판매하는 곳을 몰라서’가 76.4%로 가장 높아 

일반인과 축산농민의 구매 경험이 없는 이유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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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sumption behavior regarding Chikhanwoo meat.                                                                   N (%)

Variable General public Livestock farmer Total χ
2-value

Purchase 
experience 

Yes (n=29) Taste of Chikhanwoo 
meat

Not tastier than 
Hanwoo

1 (  5.0) 0 (  0.0) 1 (  3.4) 0.499

Not different from 
Hanwoo

7 ( 35.0) 3 ( 33.3) 10 ( 34.5)

Tastier than Hanwoo 12 ( 60.0) 6 ( 66.7) 18 ( 62.1)

Repurchase intention Yes 16 ( 80.0) 7 ( 77.8) 23 ( 79.3) 0.019

No 4 ( 20.0) 2 ( 22.2) 6 ( 20.7)

Total 20 (100.0) 9 (100.0) 29 (100.0)

No (n=436) Reasons for not 
purchasing

Don’t know about 
Chikhanwoo

148 ( 58.2) 32 ( 17.6) 180 ( 41.3) 72.453***

Don’t know where to 
purchase

99 ( 39.0) 139 ( 76.4) 238 ( 54.6)

Too expensive 7 (  2.8) 11 (  6.0) 18 (  4.1)

Purchase intention Yes 171 ( 67.3) 127 ( 69.8) 298 ( 68.4) 0.296

No 83 ( 32.7) 55 ( 30.2) 138 ( 31.7)

Total 254 (100.0) 182 (100.0) 436 (100.0)

***P＜0.001

르게 나타났다(P＜0.001). 또한 구매 경험이 없는 일

반인 67.3%, 축산농민 69.8%가 ‘구매 의사가 있다’

고 응답하였다.

2) 칡한우육 구매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는 칡한우육 구매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나타내었다. 한우와 동일 등급을 비교할 때 칡한

우육의 예상가격에 대해 일반인 50.4%가 ‘한우보다 

더 비쌀 것 같다’, 축산농민 52.4%는 ‘한우보다 더 

쌀 것 같다’고 응답하여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또한 칡한우육이 한우육보다 2∼3배 비싸다고 할 

경우 구매할 의사에 대한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 중 

60.4%는 구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인은 

‘가격이 비싸 부담이 되어 구입할 의사가 없다(42.0%)’, 

‘호기심에 구입할 의사가 있다(23.7%)’고 응답하여 

일반인은 칡한우육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가격, 호기심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축산농민

은 ‘한우와 맛의 차이가 없을 것 같아 구입할 의사

가 없다(49.2%)’, ‘가격이 비싸 부담이 되어 구입할 

의사가 없다(30.4%)’ 순서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구

매의사를 나타내었고(P＜0.001), 칡한우육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맛, 가격, 호기심 순으로 

나타났다.

한우등급(1＋＋, 1＋, 1, 2, 3등급)에 대해 일반인 

71.9%, 축산농민 74.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

며, 한우와 동일하게 등급 판정을 적용하고 있는 칡

한우육를 구입한다면 선호하는 등급에 대한 문항에

서 일반인은 1＋＋등급(43.8%), 1＋등급(31.8%), 등급에 

상관없다(13.1%) 순으로 나타났으나, 축산농민은 1＋

등급(34.6%), 1＋＋등급(30.4%), 1등급(20.9%) 순으로 

선호한다고 응답하여 칡한우육 구매 시 일반인과 

축산농민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또한 칡한우 품질 인증제의 필요성에 대해 일반

인 92.7%, 축산농민 88.0%가 필요하다고 답하여 칡

한우육 구매 시 안전성에 대한 품질 인증마크가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4. 칡한우육 대중화를 위한 필요 항목

칡한우육 대중화를 위한 필요 항목에 대하여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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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mportant factors for purchasing Chikhanwoo meat.                                                               N (%)

Variable
General public

(n＝274)
Livestock farmer

(n＝191)
Total χ

2-value

Estimated price of Chikhanwoo Cheaper than Hanwoo 35 (12.8) 100 (52.4) 135 (29.0) 91.028***

Similar to Hanwoo 65 (23.7) 30 (15.7) 95 (20.4)

More expensive than Hanwoo 138 (50.4) 39 (20.4) 177 (38.1)

Others 36 (13.1) 22 (11.5) 58 (12.5)

Purchase intention if price of 
Chikhanwoo is more than twice 
as expensive as Hanwoo

No Expensive 115 (42.0) 58 (30.4) 173 (37.2) 145.656***

Untasty 14 ( 5.1) 94 (49.2) 108 (23.2)

Yes Curiosity 65 (23.7) 35 (18.3) 100 (21.5)

Tasty 48 (17.5) 2 ( 1.0) 50 (10.8)

Others 32 (11.7) 2 ( 1.0) 34 ( 7.3)

Awareness of Hanwoo grading 
system

Yes 197 (71.9) 142 (74.3) 339 (72.9) 0.341

No 77 (28.1) 49 (25.7) 126 (27.1)

Preferred grade of Chikhanwoo 1＋＋ grading 120 (43.8) 58 (30.4) 178 (38.3) 13.858***

1＋ grading 87 (31.8) 66 (34.6) 153 (32.9)

1 grading 31 (11.3) 40 (20.9) 71 (15.3)

2 grading 0 ( 0.0) 1 ( 0.5) 1 ( 0.2)

others 36 (13.1) 26 (13.6) 62 (13.3)

Need for a quality certification 
mark for Chikhanwoo

Necessary 254 (92.7) 168 (88.0) 422 (90.8) 3.016

Not necessary 20 ( 7.3) 23 (12.0) 43 ( 9.2)

***P＜0.001

위로 결과를 알아보았다(Table 5). 칡한우육을 구입

한다는 가정 하에 구매 이유에 대한 문항에서 일반

인과 축산농민 모두 ‘맛이 궁금해서’, ‘한우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서’, ‘한우보다 더 영양적으로 우수할 

것 같아서’, ‘위생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서’ 순

으로 응답하였다(P＜0.001).

칡한우육 구매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일반인은 

원산지, 가격, 신선도, 판매처, 브랜드, 기타 순서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축산농민은 

원산지, 가격, 브랜드, 신선도, 판매처, 기타 순으로 

응답하여 일반인과 축산농민 모두 원산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일반인은 판매처를 브랜드보

다 중요하게, 축산농민은 브랜드를 신선도나 판매처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과 축산농민 모두 칡한우의 대중화 및 소비

확대를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상품성, 품질과 맛, 전

통성, 다양한 조리방법 및 기타 순으로 응답하여 상품

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고 찰

본 연구에서 일반인(51.1%)과 축산농민(32.5%) 모

두 ‘TV 시사ㆍ교양프로그램을 통하여’ 칡한우를 알게 

되었다고 조사되었는데, 농가의식 분석 연구에서 소

비ㆍ홍보에 가장 효과적인 매체는 TV 광고ㆍ인쇄매

체 및 홍보기사, PPL 광고가 높게 나타났고, TV광고에 

대해 농가의 69.6%가 호감을 표하여 효율적이고 소

비촉진 광고와 홍보 확대를 통해 한우 소비활성화

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im & Jang 

2008; Han 등 2010). 또한 친환경 축산물의 차별화를 

위한 소비자 구매 행동 연구에서도 ‘주위사람 소문’

과 ‘TV 프로그램’이 주요 정보제공의 수단이며, 인

터넷과 스마트폰의 활용을 보고하여 본 연구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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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quired items for popularizing Chikhanwoo meat.                                                                    N (%)

Variables
General public (n＝274) Livestock farmer (n＝191)

χ2-value
Average ranking Ranking Average ranking Ranking

Reasons for purchasing Curiousity taste 1.32 1 1.16 1 842.038***

Tastier than Hanwoo 2.32 2 2.25 2

More nutritious than Hanwoo 2.67 3 2.77 3

Sanitary safe 3.76 4 3.89 4

Others 4.93 5 4.92 5

Consideration factors in 
purchasing

Country of origin 2.40 1 2.61 1 645.830***

Price 2.99 2 2.83 2

Freshness 3.14 3 3.26 4

Kind of store 3.22 4 3.32 5

Brand name 3.37 5 2.98 3

Others 5.87 6 6.00 6

Requirements for the
popularization of 
Chikhanwoo

Marketability 1.96 1 1.89 1 612.409***

Quality and taste 2.12 2 1.95 2

Tradition 2.70 3 2.64 3

Cooking method 3.34 4 3.65 4

Others 4.88 5 4.88 5

***P＜0.001

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칡한우 홍보 또한 

TV 시사프로그램과 광고 등 대중매체의 적절한 활

용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며, 효율적

인 소비촉진과 홍보 확대를 위한 광고를 통해 한우 

소비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칡한우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알고 있었으나 ‘FAO에 칡한우가 등재되어 있다’라

는 특징은 다른 항목에 비해 인지도가 낮았다. 국제

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 FAO)의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

(DAD-IS)에 칡한우의 등재는 생물다양성 협약 등 국

가 간 유전자원의 주권 주장에 대응과 우리나라 재

래가축의 국제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자료 마련

을 위한 지속적 연구(Choi 등 2015)를 수행함과 동

시에 칡한우에 관한 홍보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칡한우에 대한 호기심과 맛, 영양적, 위생적으로 우

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해 Choi 등(2015)의 선행

연구에서 육질등급에 관계없이 칡한우육 맛이 한우

육보다 좋다는 의견이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또한 영양적으로 우수할 것 같아 구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칡한우육의 육질, 풍미와 다즙성 등 

과학적인 분석 연구가 요구된다. 더불어 칡한우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재래 

유전자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하겠다. 마케팅에서 호기심 유발은 소비자들의 

구매와 소비 활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Harvey 등 2007), Kim(2015)의 외식기업의 새로운 

메뉴에 대한 호기심이 소비자의 감정과 구매 의도

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이윤 창출과 직결된 소비

자들의 구매를 높이기 위해 기업은 호기심과 함께 

긍정적인 감정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

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칡한우육의 맛을 궁금해 하

는 호기심과 맛, 영양 및 위생적 안전까지도 충족시

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원산지 효과는 국가 이미지와 연관되고 소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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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에 의존하게 되어 그 필요성이 중시되고 구

매에 있어 중요 조건이 되고 있으며(Woo 1995), Lee 

(2013)의 한우고기의 소비자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도 육류 구입 시 고려 조건으로 원산지가 가장 높

게 나타나 칡한우육 구입 시 원산지를 제일 중요시

하는 점에서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친환경 축산물

의 차별화를 위한 소비자 구매 행동분석(Seok 2015)

에도 시장 차별화를 위한 축산물 특징의 설명과 신

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증마크의 필요성을 나타냈으며, 안전성과 고품질

을 강조한 인증마크를 통해 칡한우의 특유의 가치

를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Lee(2013)의 

소비자 모니터링 연구에서 한우고기 선택 시 1등급 선

호 소비자가 가장 많았고, 높은 가격과 건강 염려 

등을 고려하여 1＋＋등급의 소비 감소 전망이 나타났

다. 또한 가정식에서 1등급 이상의 고급육, 특히 1＋

등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칡

한우 등급에도 동일한 추세가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칡한우의 맛과 예상가격에 대한 축산농민의 부정

적인 응답을 보여 칡한우의 경우도 한우에 비하여 

비싼 가격대 형성으로 인한 소비 위축, 사육 농가와 

사육 두수의 부족으로 인한 불안정한 공급의 문제

가 예상되며(Seok 2015),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별화된 품질과 희소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소비 

유도 및 가격에서의 프리미엄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우고기 선호 연구(Kim 2011)에 따르면, 구이 위

주의 단순한 소비형태 지양과 소비자 특성을 고려

하고 영양균형을 위한 다양한 식재료와 같이 할 수 

있는 요리 및 저지방육과 다양한 부위를 이용한 요

리법의 개발과 홍보가 시급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칡한우육 대중화와 소비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하여 일반인과 축산농민 모두 상품성, 질과 

맛, 전통성, 조리방법 순으로 나타나 재래가축으로

서의 가치 제고와 전통 식재료로써의 상품화 개발

과 다양한 조리법 보급이 필요하며, 소비자를 대상

으로 특화된 품질과 맛을 갖춘 칡한우에 대한 지속

적 홍보와 교육과 더불어 사육 독려를 위하여 사육

관련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일반인과 축산농민을 대상으로 칡한우에 대한 인지

도와 소비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칡한우에 대한 관

심도 고취와 칡한우육의 소비촉진을 위한 기초 자료

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2015년 1월 5일부터 8월 31

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칡한우의 인지도 여부에 대해 일반인 53.6%, 축산

농민 86.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P＜0.001). 

칡한우에 대해서는 주로 TV 시사ㆍ교양 프로그

램, TV광고ㆍ간접광고, 신문ㆍ잡지, 시식 홍보 등

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P＜0.001). 

또한 칡한우가 고유의 한우 품종이며(92.0%), 칡

넝쿨 무늬가 나타나고(83.4%), 호랑이 무늬와 비슷

하여 ‘호반우’라고도 하며(58.5%), 일제 강점기 때 

거의 사라져 멸종위기의 종으로 분류되었고

(67.7%), 한우 품종으로 FAO에 등재되어 있다

(16.3%)는 칡한우의 특징을 묻는 질문에 각각 인

지정도를 나타내었다(P＜0.001).

2. 전체 조사대상의 6.2%만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

답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구매 경험이 있는 

일반인은 4.3%, 축산농민은 1.9%로 일반인의 구

매 경험 비율이 높았다. 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

자의 칡한우와 한우의 맛을 비교한 문항에 대하

여 ‘한우에 비해 더 맛이 있다’고 응답한 일반인 

60.0%, 축산농민 66.7%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인 

(80.0%)과 축산농민(77.8%) 모두 높은 재구매 의

사를 나타내었으며, 칡한우육 구매 경험이 없는 

이유는 일반인은 ‘칡한우에 대해 알지 못해서’ 

58.2%로 가장 높았으나, 축산농민은 ‘판매하는 곳

을 몰라서’가 7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한우와 동일 등급을 비교할 때 칡한우육의 예상

가격에 대하여 일반인의 50.4%가 ‘한우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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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쌀 것 같다’, 축산농민의 52.4%가 ‘한우보다 더 

쌀 것 같다’고 답하여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또한 칡한우육이 한우육보다 2∼3배 비싸다고 할 

경우 일반인의 23.7%는 가격은 비싸지만 호기심

에 구매 의사를 나타냈으나, 축산농민의 49.2%는 

‘한우와 맛의 차이가 없을 것 같아 구입할 의사

가 없다’, 30.4%는 ‘가격이 비싸 부담되어 구입할 

의사가 없다’라고 나타나 칡한우육 구입에 대하여 

일반인과 비교하여 부정적인 구매 의사를 나타내

었다(P＜0.001). 한우 등급에 대하여 일반인과 축

산농민 모두 72.9%가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칡한우육을 구입한다면 일반인은 1＋＋등급 43.8% 

축산농민은 34.6%가 1＋등급을 선호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또한 일반인 92.7% 축산

농민 88.0%가 칡한우 품질인증제가 필요하다고 응

답하여 안전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4. 일반인과 축산농민 모두 칡한우육 구매 이유로 

‘맛이 궁금해서’, ‘한우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

서’, ‘한우보다 더 영양적으로 우수할 것 같아서’, 

‘위생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서’ 순으로 구매 

이유를 보였으며(P＜0.001), 칡한우 구매 시 최우

선 고려사항으로 일반인은 원산지, 가격, 신선도, 

판매처, 브랜드, 기타 순서로 나타났으나, 축산농

민은 원산지, 가격, 브랜드, 신선도, 판매처, 기타 

순으로 응답하여, 일반인과 축산농민 모두 원산

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칡한우육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상품

성, 품질과 맛, 전통성, 다양한 조리방법 및 기타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하였다(P＜0.001).

본 연구는 칡소의 인지도와 소비 행태를 조사한 

연구로써 인지도와 가치 제고를 위해 상품성, 질과 

맛, 전통성, 조리방법 등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소비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사육관련 지원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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