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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이에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식품안전
정책의 강화, 식품업계를 향한 제도 및 규제강화 및 다양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식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며 동시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식품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사건 사고는 계속 발생하며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이
러한 식품사고의 발생은 특정집단, 특정지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민 전체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Jin, 
2006). 이러한 추세로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소비자기구에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첫 번째 권리로 ‘안전한 식품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safe and nutritious food)’로 식품안전에 대한 권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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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ustomer perception of food safety and food safety 
orientation behavior. A survey was conducted from 458 adults aged 20 and o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as follows. Food safety was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when purchasing food, 
followed by freshness, taste, nutrition, price, and quantity. 87.1% of respondents had more than usual 
concern about food safety, and women were more aware of food safety than men. The food safety 
information was usually acquired from the mass media (TV, radio, Internet). As for the reasons for food 
safety accidents, they pointed out in the order of lack of awareness of food safety, deficient sense of 
responsibility of the people who produce, lack of distribute and sell food products, and lack of legal 
system.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accurate information about food safety is efficiently 
communicated, and the government's continuous effort is needed. In addition, effective ways to inform 
customers of food safety should be identified. Long-term view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e 
food safety related policies and food safe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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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보여주고 있다 (Schilpzand, 1999).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은 식품의 선택에 있어서 과

거 양과 가격을 중시하던 소비패턴에서 건강과질을 중요시

하는 소비패턴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제무역의 변화로 수
입식품이 대량 유입되고 다양한 가공식품이 개발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식품선택의 폭이 높아지게 되었다. 더불어 다양
한 유해요인들로 인해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소비자들은본인들이가지고 있는정보에의해식품의안

전성에대한인식을가지고있으며, 그것은식품을선택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와 행동으로 직결된다. 식품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커지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그 위험수준을
알기 어려워 소비자의 식품선택의 의사결정은 더 어려워지

고 있다 (Kim, 2007). 정부기관과 식품업계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식품안전은 소비자들의

개인적인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지는
식품안전에 대한 자각은 직접적으로 식품산업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광우병, 조류독감 문제가 식품안전 이슈로 등장
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소고기와 닭고기의 수요가 급

감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인식된 위해식품을 포함한 식품군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식품산업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식품안전에 대한

이슈로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한 정도, 구매의사 등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된 이슈를 살펴보면 식품첨가물, 
유전자재조합식품, 잔류농약, 광우병 등의 영향을 다룬 연구
가 진행되었고,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조사도 더불어 실시되
었다(Choe, Chun, Hwang, & Nam, 2005; Kim & Kim, 2003; 
Park & Kim, 2005; Sah & Yeo, 2013). 식품안전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연구에서 50% 이상의 소비
자가 식품안전에 대해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식품안전에 대해 불안감이 높았고 식

품구매 시 식품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비율이 높게 조

사되었고(Choe et al., 2005; Meer & Minser, 2000; Park, Chun, 
Park, Hong, & Kim, 2003), 학력이 높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크다고 조사된 연구도 있었다(Choe et al., 2005).
이러한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은 식품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안전한 식품선택을 위해 소비자들은 식품의
신선도, 제조일자, 포장상태, 식품표시 등을 확인하는 비율
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Choi & Kim, 2011; Kim & Lee, 
2010; Kim & Yoo, 2008; Lee, Cho, & Yoon, 2010; Nam & 
Kim 2006; Park et al., 2009; Song & Yoo, 2008).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

됨은 물론 식품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식품안전

에 대한 인식과 행동조사는 지속적으로 모든 연령층을 대상

으로 수행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올바른 교육 및 홍보, 

식품업계의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
한 인식과 식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행동에대해 조사함으

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식품안전 교육방향 설정과 식

품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식품안전에 대한 개념

WTO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해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원인
을 일으키지 않고 화학적, 생물학적인 오염을 해결하고 식
품의특성을유지하는것에대한확신이라고정의하고 있다. 
즉 소비자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식품, 식품생산과 소비과
정에 대한 보호를 과제로 삼고, 건강문제로 인식하면서 식
품안전에 접근하고 있다(Park, Cho, & Lee, 2011). 
식품안전이란 위해요소가전혀없는 것이 아니라수용되

는 범위에서 결정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사람이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 섭취량이나 섭취빈도, 섭취기간에 상
관없이 그 식품 섭취로 인한 위험이나 부작용 발생이 안전

한 상태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Yang & Lee, 
2002).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은 해마다 높아지고 세계
적인 관심증대로 식품안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를 사전 예방하려는 정부와 식품업계의 노력 활동은

활발해 지고 있으나 반면에 식품안전에 대한소비자들의 신

뢰는 감소하고 있다(Lee & Lee, 2011).
식품안전은인간의건강, 맛, 외관, 신선도에영향을미치며, 

넓은 의미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까지도 포함한다

(Grunert, 2005; Shafie & Rennie, 2012).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에서 오는 위험요소와
환경오염 및 방사능 유출 등의 이차적 위험들이 있으며, 매
년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사고의 특징
은 1980년대에는 주로 식품의 생산과정에서 오는 안전관리
미흡에서 오는 사고가 많았으며, 1980년대 이후 수입식품에
의한 새로운 위해요소가 확산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환
경문제, 제조 및 가공과정에서의 안전문제, 유해물질 혼입, 
산업발달에 의한 오염확산 등다양하게 식품안전을 위협하

는 사고들이 증가하고 있다(Chong, 2010). 식품의 안전성은
생물학적위해인자와화학적위해인자에대한식품노출을최

소화함으로써확보될 수있고, 이를위해서는가정, 기업, 국
가별로 식품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2.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및 안전추구행동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는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에 대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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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심리적 성향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들이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를 식품관

련 위험요인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정도로 정의해 왔다. 즉,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인 응답으로 주

관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은 결
국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가 느끼고 평가되어지는 수준이

라고 할 수 있다(Yoo & Joo, 2012). Michaelidou와 Hassan 
(2008)은 식품안전 인식과 더불어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식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쳐 결국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광우병’, ‘조류독감’ 등의 문제가 중요한
식품안전 이슈로 등장하면 단기적으로 쇠고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있으며 이는 육류산업

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장기적으로 육류에 대
한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Kim, 2007).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조사로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관심

과 불안요인을 조사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식품첨
가물, 유전자재조합식품, 잔류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구매의사를 다루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Choe et al., 2005; 
Kim & Kim, 2003; Kim & Kim, 2004; Park & Kim, 2005)에
의하면 주부대상의 분석에서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식중독
균, 유전자변형식품, 가공시의 품질관리, 광우병, 알레르기
물질, 원산지, 식품표시를 불안하게 느끼는 위험요인이라고
하였고 65.4%의 소비자가 식품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
답했다. 이는 Kim(2009)이 실시한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수
준 설문조사의 결과와도 상통하는데 여기서는 56.6%가 ‘안
전하지 않다’고 답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Choe 등(2005)
이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65.4%가 ‘식품안전이
불안하다’고 응답한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Yoo와 Joo(2012)의 연구에 의하면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
감이 낮고, 식품표시에 대한 신뢰도도 낮으며, 우리나라 식
품안전관리에 대한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

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Ryu(2013)는 정책적으로 식품안
전정보 및 위해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관련기

관의 확대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추

구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식품안전추구행동이란 소비자들

이 위해한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안전추구행동은 안전을 의식적
으로반영하는행동이며, 위해사고의발생방지를위한사전
적인 측면에서의 관련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Kim과 Lee 
(1998)는 안전추구행동을 소비자가 안전에 대해 의식적으로
반영되는 행동이라고 하였으며, 사고의 사전 발생을 예방
하기 위한 사전적인 측면에서의 관련 행동이라고 하였다. 
Song과 Yoo(2008)는 안전추구행동을 정보탐색단계, 상품선

택단계, 상품사용단계에서 살펴보았다. 그 중 식품선택단계
의 식품안전 구매행동으로 국내산 식품구매, 원산지 탐색
으로조사되었으며, Han과 Lee(1991)의연구에서는제조일자, 
포장상태, 유통기한의 확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Yoo와 Joo(2012)의 연구에서는 구매행동으로 유통기한 확인
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이는 Kim과 Lee(2010), Park 등
(2009), Lee 등(2010), Nam과 Kim(2006)의연구와도일치하는
것으로 대상은 연구대상은 다르지만 식품안전을 확인하는

행동으로 유통기한 확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식품
이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쉽게 변질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국내
산 선호와 신선도 확인이 중요하게 고려되었고, 이에 비해
식품표시에 대한 확인이나 방사선조사 식품확인, GMO 확
인 등의 행동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인지도

와 관련 구매행동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전라
남도 및 광주 지역거주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최근 1주
일이내 식품구매의 경험을 가진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8
주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충분하지
않은 자료 42부를 제외한 458부(91.6%)가 최종분석에 사용
되었다.

3.2. 연구내용 및 방법

본연구를위한자료의수집은설문지조사법을이용하였고, 
설문지는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Choe et al., 
2005; Kim & Lee, 2010; Kim & Kim, 2004; Nam & Kim, 2006; 
Part et al., 2009). 개발된 설문지는 5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내용의 수정 보완을 실시하여 최종 설

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문항을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은 성
별, 연령, 결혼 유무, 교육수준, 직업유형, 가구소득, 식사준
비자, 건강상태 등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식품구입 관련 사
항으로는 식품구매의 의사결정자와 식품구매에 가장 고려

하는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기 위한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식품안전 관련 구매행동
은 선행연구를 토대로식품구매시 식품안전과 관련된행동

의 내용을 묻는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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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항목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식품구입 관련 및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의 남녀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χ2-test을 실시하
였다. 식품안전성 인식에 대한 관여정도에 대해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집단을 나누고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대한 차이분

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은 이질적인 요
소가 섞여있는 대상의 것을 유사도(similarity)에 따라 서로
닮은 것끼리 모아 군집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
서는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여도의 상대적으로 높고, 낮은
두그룹으로 분류하여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군집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성별에 따른 안전추구행동의 차
이분석은 t-test를 이용하였고, 연령에 따른 안전추구행동 차
이분석은 ANOVA 실시 후 사후분석방법으로 Duncan’s mul-
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4. 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현황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분석된 458부의 데이터를 바탕
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42.1%, 여성이 57.9%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6.7%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40대가 35.3%, 50대 이상이
17.7%, 20대가 10.3%의 순서를 보였다. 결혼 유무는 기혼자
가 70.5%, 미혼이 29.5%였다. 교육수준으로는 대졸이 49.6%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가 29.5%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 사무직(27.5%), 개인사업(17.2%), 
전문직(10.9%), 서비스직(8.3%), 기타(4.6%), 농어업인(2.0%) 
순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가정소득은 200만원대가 38.0%
로 가장 높았고, 300만원대가 21.4%, 200만원 이하 22.3%, 
400만원 이상이 18.3%의 비율을 보였다. 가족의 식사준비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52.8%, 배우자가 준비하는 경우가
33.8%, 부모님이 10.6%의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본인의 견
강상태에 대해서는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40.2%, 보
통정도로 인식하는 비율이 43.3%, 매우 건강하게 인식하는
비율 8.7%, 허약한 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5.0%, 허약하다
고 인식하는 비율이 2.8%로 조사되었다(Table 1).
식품구입과 관련하여서는 식품구입시의 의사결정자와

식품 구입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묻는 문항의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본인(53.9%) 스스로 결정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배우자(31.2%), 부모님(10.3%) 순으로 조사되었
다. 여성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여 식품구입을 하는
경우(72.1%)가 남성(29.0%)의 비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남성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의
사결정비율이 60.1%로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General 
information Category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Male 193 42.1

Female 265 57.9

Age

20～29 47 10.3

30～39 168 36.7

40～49 162 35.3

≥50 81 17.7

Marital 
status

Married 323 70.5

Single 135 29.5

Education 
level

Highschool 216 47.2

University 227 49.6

Graduate school 15 3.2

Occupation

Housewife 135 29.5

Business owner 79 17.2

Service worker 38 8.3

Farmer/fisherman 9 2.0

Office worker 126 27.5

Professional job 50 10.9

Others 21 4.6

Household 
income 

(thousand 
won)

≤200 102 22.3

201～300 174 38.0

301～400 98 21.4

≥401 84 18.3

Meal 
preparer

Self 242 52.8

Spouse 155 33.8

Parents 48 10.6

Others 13 2.8

Health 
status

Very healthy 40 8.7

Healthy 184 40.2

Moderate 198 43.3

Weak 23 5.0

Very weak 13 2.8

Total　 458 100.0

식품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비율은 안전성>신선도>맛>영
양>가격>양의 순서로 조사되었고, 남녀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맛’이 식품을 구입할 때 가장 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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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ale Female Total χ2

Decision person when 
purchasing food

Self  56(29.0) 191(72.1) 247(53.9)

134.558***

Spouse 116(60.1)  27(10.2) 143(31.2)

Children   3(1.6)  17(6.4)  20(4.4)

Parents  18(9.3)  29(10.9)  47(10.3)

Others   0(0.0)   1(0.4)   1(0.2)

Most important when 
purchasing food

Safety  50(25.9)  92(34.7) 142(31.0)

29.869***

Taste  63(32.6)  40(15.1) 103(22.5)

Quantity   6(3.1)   5(1.9)  11(2.4)

Freshness  32(16.6)  80(30.2) 112(24.5)

Nutrition  30(15.5)  40(15.1)  70(15.2)

Price  12(6.3)   8(3.0)  20(4.4)

Total　 193(100.0) 265(100.0) 458(100.0)

*** p<.001.

Table 2. Food purchasing factors of respondents N(%) 

려사항인 반면에 여성은 ‘식품의 안전성’을 식품구입 시 가
장 크게 고려하는 항목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4.2.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Table 3)은 식품안전에 대한 고
려, 안전관련 특정식품의 유무, 정보습득, 안전사고의 발생
이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5문항으로 조
사되었다. 식품구입 시 식품안전에 대한 고려정도에 있어서
는 ‘매우 고려한다’의 비율이 22.7%, ‘고려한다’고 응답한비
율은 34.3%로 전체 중 57%가 식품안전에 대한 고려의 비율
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0.1%,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의 비율은
각각 10.3%, 2.6%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87.1%가 보통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식품안전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었

으며,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관심을
가지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과 관련하
여 특정식품에 대해 피하고 있는 품목이 있는 지에 대한 설

문에는 43.4%가 피하는 식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
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p<0.001).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전달매체로는

52.8%가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이고, 다음으로는 인터넷
이 23.6%, 친구 가족 등의 지인에 의한 전달이 16.4%,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가 6.6%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들에게 식품안전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식품안전

에대한 인식부족이 28.8%로 가장 높은비율을보였고, 식품

을 생산, 판매 유통하는 자들의 책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8.4%를 차지하였다.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3%로 조사
되었다. 남녀 간 의견에 유의한 차이(p<0.05)를 보였는데, 남
성의 경우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을 식품안전사고 발생

원인의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 식품을
생산, 판매 유통하는 자들의 책임의식이 부족을 가장 큰 식
품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식품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는 남녀 모두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라는 법적인 규

제가 가장 필요(38.2%)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식품관련자들
의 책임의식(30.3%), 소비자의 스스로의 노력(16.0%), 그리
고 이를 위한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15.5%) 
순으로 응답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여정도에 따라 저

관여군과 고관여군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인식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분
석결과 성별에 따라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연령에
있어서는 40대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기혼의 경우가
미혼인 경우보다 식품안전 인식이 높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식품안전
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0.05). 직업에 있
어서는 주부, 전문직, 사무직이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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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pondents' food safety perceptions N(%)

Variable Male Female Total χ2

Consideration of 
food safety

Always  25(13.0)  79(29.8) 104(22.7)

36.730***

Often  55(28.5) 102(38.5) 157(34.3)

Average  80(41.5)  58(21.9) 138(30.1)

Not often  25(13.0)  22(8.3)  47(10.3)

Never   8(4.0)   4(1.5)  12(2.6)

Total 193(100.0) 265(100.0) 458(100.0)

Avoid certain 
foods due to a 

food safety hazard 

Yes  58(30.1) 141(53.2) 199(43.4)
24.369***

No 135(69.9) 124(46.8) 256(56.6)

Total 193(100.0) 265(100.0) 458(100.0)

Food safety 
information

source

Mass media(TV, radio) 104(53.9) 138(52.1) 242(52.8)

 3.698*

Internet  38(19.7)  70(26.4) 108(23.6)

Newspaper or magazine  15(7.8)  15(5.7)  30(6.6)

Friends and family  35(18.1)  40(15.0)  75(16.3)

Others   1(0.5)   2(0.8)   3(0.7)

Total 193(100.0) 265(100.0) 458(100.0)

Reason for 
food safety

incidents

Lack of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event food safety incidents  51(26.4)  74(27.9) 125(27.3)

 2.477*Lack of consideration for food safety   62(32.1)  70(26.4) 132(28.8)

Lack of protective system for safety food  31(16.1)  40(15.1)  71(15.5)

Lack of responsibility for food safety  49(25.4)  81(30.6) 130(28.4)

Total 193(100.0) 265(100.0) 458(100.0)

Solution to 
prevent food 

safety incidents

Legal punishments and stern crackdown  74(38.7) 100(37.7) 174(38.2)

 6.009
Consumers effort  39(20.4)  34(12.8)  73(16.0)

Provision of food safety information  25(13.2)  46(17.4)  71(15.5)

Having a sense of responsibility  53(27.7)  85(32.1) 138(30.3)

Total 191(100.0) 265(100.0) 456(100.0)

* p<.05  *** p<.001.

게 조사되었고(p<0.01),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월소득

300만원 수준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p<0.001). 

4.3. 식품구매 시 안전추구행동 조사

조사대상자의 식품구매 시 안전추구행동에 대한 조사 결

과, 11개의 모든 항목이 보통(3점)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문
항별로 살펴보면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가 4.0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산 제품을 선호한다(3.75점)’, ‘식품

의 포장상태를 확인한다(3.75점)’, ‘식품취급 장소의 청결상
태 확인한다(3.72점)’, ‘적정한 온도 보관을 확인한다(3.66
점)’, ‘원산지를 확인한다(3.61점)’ 순으로 높은 식품구매 안
전추구행동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추구행동으로
는 ‘GMO 식품을 확인한다(3.10점)’, ‘식품안전 인증마크를
확인한다(3.19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식품
표시를 확인한다(3.52점)’와 ‘판매자의 개인위생을 확인한다
(3.57점)’는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일반사항 중 성별과
연령에 따른 식품구매 안전추구행동의 차이는 Table 5와
Table 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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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Perception of food safety

χ2

Low involvement group High involvement group Total

Gender
Male 113(58.5)  80(41.5) 193(100.0)

32.846***

Female  84(31.7) 181(68.3) 265(100.0)

Age

20～29  22(46.8)  25(53.2) 47(100.0)

0.835
30～39  75(44.6)  93(55.4) 168(100.0)

40～49  66(40.7)  96(59.3) 162(100.0)

≥50  34(42.0)  47(58.0) 81(100.0)

Marital
status

Married 128(39.6) 195(60.4) 323(100.0)
5.121*

Single  69(51.1)  66(48.9) 135(100.0)

Education 
level

Highschool 105(48.6) 111(51.4) 216(100.0)

7.344*University  89(39.2) 138(60.8) 227(100.0)

Graduate school   3(20.0)  12(80.0) 15(100.0)

Occupation

Housewife  44(32.6)  91(67.4) 135(100.0)

17.527**

Business owner  41(51.9)  38(48.1) 79(100.0)

Service worker  18(47.4)  20(52.6) 38(100.0)

Farmer/fisherman   7(77.8)   2(22.2) 9(100.0)

Office worker  60(47.6)  66(52.4) 126(100.0)

Professional job  22(44.0)  28(56.0) 50(100.0)

Others   5(23.8)  16(72.2) 21(100.0)

Household 
income

(thousand 
won)

≤200  47(46.1)  55(53.9) 102(100.0)

20.229***201～300  83(47.7)  91(52.3) 174(100.0)

301～400  23(23.5)  75(76.5) 98(100.0)

≥401  44(52.4)  40(47.6) 84(100.0)

Total　 197(100.0) 261(100.0) 458(100.0)

* p<.05   ** p<.01  *** p<.001.

Table 4. Cluster analysis of respondents' food safety perception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Behavior Male Female Total t

Checking expiration date 3.94±0.891 4.17±0.810 4.07±0.852 -2.836**

Checking food optimal storage temperature 3.46±0.884 3.80±0.857 3.66±0.884 -4.170***

Checking the origin of food 3.45±0.871 3.73±0.867 3.61±0.879 -3.375**

Checking food label 3.24±0.852 3.72±0.782 3.52±0.846 -6.169***

Checking GMO 2.87±0.942 3.27±0.970 3.10±0.978 -4.405***

Checking food certification mark (e.g., HACCP) 2.93±1.028 3.37±0.946 3.19±1.005 -4.805***

Checking the cleanliness of the food handling area 3.68±0.783 3.74±0.890 3.72±0.846 -0.695

Checking the food seller's personal hygiene 3.54±0.854 3.58±0.962 3.57±0.917 -0.530

Checking food package 3.68±0.776 3.80±0.874 3.75±0.836 -1.518

Willing to pay additional money for safety food 3.62±0.888 3.78±0.809 3.72±0.846 -2.045*

Preferring domestic food 3.64±0.914 3.83±0.924 3.75±0.923 -2.157*

5 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5: strongly agree).
* p<.05   ** p<.01  *** p<.001.

Table 5. Food safety purchasing behavior of respondents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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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성별에 따른 안전추구행동 조사

성별에 따른 안전추구행동 차이의 분석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가 모든 문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안전추구행동을 보였는데, ‘적정한 온도
보관을 확인한다’, 문항에서 남성은 3.94점, 여성은 4.17점으
로 차이를 보였으며, ‘식품표시를 확인한다’의 문항은 남성
3.24점, 여성 3.72점, ‘GMO 식품을 확인한다’는 남성 2.87점, 
여성 3.27점, ‘식품안전 인증마크를 확인한다’는 남성 2.93
점, 여성 3.37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0.001)를 보였다. ‘유통기한을 확인한다’는 남성 3.94점, 여성
4.17점, ‘원산지를 확인한다’는 남성 3.45점, 여성 3.80점으로
유의한 차이(p<0.01)가 있었다. ‘안전한 식품구입을 위해 추
가요금의지불의사가 있다’ 문항에 남성 3.62점, 여성 3.78점
으로 여성이 문항에 대한 점수가 높았으며, ‘국내산 제품을
선호한다’의문항은 남성 3.64점, 여성 3.78점으로 여성의안
전추구행동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식품취급 장소의 청결상태 확인한다’, ‘판매자의 개
인위생을 확인한다’, ‘식품의 포장상태를 확인한다’의 문항
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여성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3.2. 연령에 따른 안전추구행동 조사

연령에따른안전추구행동차이의분석결과(Table 6) ‘식품
취급장소의청결상태확인한다’는연령이높아질수록높은점
수를 보였고 50대 이상이 4.09점으로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

Behavior 20s 30s 40s Over 50s Total F

Checking expiration date 3.83±0.816a 4.13±0.849ab 4.04±0.908ab 4.17±0.738b 4.07±0.852 1.935*

Checking food optimal storage temperature 3.51±0.718 3.64±0.956 3.76±0.825 3.58±0.920 3.66±0.884 1.373

Checking the origin of food 3.49±0.804a 3.46±0.825a 3.70±0.884b 3.80±0.967b 3.61±0.879 3.814**

Checking food label 3.60±0.798 3.44±0.791 3.53±0.896 3.61±0.879 3.52±0.846 0.958

Checking GMO 3.15±1.063 3.10±0.958 3.13±0.995 2.99±0.942 3.10±0.978 0.444

Checking food certification mark (e.g., HACCP) 3.32±1.086ab 3.04±1.026a 3.20±0.990ab 3.40±0.904b 3.19±1.005 2.736*

Checking the cleanliness of the food handling area 3.45±0.802a 3.62±0.901a 3.71±0.824a 4.09±0.674b 3.72±0.846 7.837***

Checking the food seller's personal hygiene 3,43±0.801 3.49±0.929 3.60±0.922 3.74±0.932 3.57±0.917 1.830

Checking food package 3.66±0.841a 3.64±0.924a 3.87±0.765b 3.80±0.749b 3.75±0.836 2.349**

Willing to pay additional money for safety food 3.40±0.742a 3.63±0.860ab 3.81±0.893b 3.89±0.707b 3.72±0.846 4.754*

Preferring domestic food 3.53±0.881a 3.64±0.924ab 3.83±0.947ab 3.94±0.857b 3.75±0.923 3.237*

5 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5: strongly agree).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5   ** p<.01  *** p<.001.

Table 6. Food safety purchasing behavior of respondents by age

다(p<0.001). ‘원산지를 확인한다’는 20대가 3.49점, 30대가
3.46점, 40대가 3.70점, 50대 이상이 3.80점으로 20～30대의
젊은 층보다 40～50대 이상에서 원산지 확인에 대한점수가
높게나타났다(p<0.01). ‘식품의포장상태를확인한다’에대해
서는 20대가 3.66점, 30대가 3.64점, 40대가 3.87점, 50대 이
상이 3.80점으로 역시 20～30대의 젊은 층보다 40～50대이
상에서식품의포장상태확인에대한 점수가높게나타났다

(p<0.01). ‘유통기한을확인한다’에서는 20대가 3.83점, 30대가
4.13점, 40대가 4.04점, 50대가 4.17점으로 50대가 유통기한
확인에있어서가장높은점수를보였으며(p<0.05), ‘식품안전
인증마크를 확인한다’는 문항에 있어서는 20대가 3.32점, 30
대가 3.04점, 40대가 3.20점, 50대이상이 3.40점으로 30대가가
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p<0.05). ‘안전한 식품구입을위해추
가요금의 지불의사가 있다’는 문항은 20대가 3.40점, 30대가
3.63점, 40대가 3.81점, 50대 이상이 3.89점으로 40대와 50대
이상의집단이 20대, 30대보다안전한식품구매에있어추가
적인 경제적인 지출을하고자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p<0.05). ‘국내산 제품을 선호한다’ 문항은 20대가 3.53점, 
30대가 3.64점, 40대가 3.83점, 50대 이상이 3.94점으로 50대
이상이가장높은점수를나타냈다(p<0.05). ‘식품표시를확인
한다’, ‘GMO 식품을확인한다’와 ‘식품안전인증마크를확인
한다’에있어서는연령에따라유의한차이는보이지않았다.

5. 결  론

본연구는일반소비자들의식품안전에대한인식 및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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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행동을 알아보자고 20대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식
품안전에 대한 인지, 식품구입 시 고려하는 사항, 식품구매
의 의사결정자, 식품구매 행동에 대한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식품구매와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의 차이를 조사하였고, 식품안전관여도의 정도 차이에 따른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관여정도가 높은 집

단과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 간의 인구

통계학적 자료에 따른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식품구매 시
안전추구행동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구입 시에 의사결정은 스스로 결정하는 비율이

53.9%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여성의경우가 72.1%로 남성의
비율(29.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Meer와
Misner(2000)의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여성의
경우,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부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식품구매를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것은
안전성(31.0%)이 가장 우선시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신선
도, 맛, 영양, 가격, 양 순으로 조사되었고, 남성의 경우에는
맛을 가장 우선(32.6%)으로 고려하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
안전성(34.7%)과 신선도(30.2%)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57%가

식품안전에 대해 ‘매우 고려한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87.1%기 식품안전에 대해 보통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습득 자료
로는 TV, 라디오 등의 대중 방송매체가 5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인터넷, 친구 가족 등 지인,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 순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들의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에서 주로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접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Piggot와 Marsh(2004)는 식품안
전과 관련된 대중매체의 보도는 소비자의 식품소비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대중매체는 식품의 위협요인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어, 이는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인식될수있다. 소비자들의이러한식품에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오히려 건전한 식품산업 발전에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Angelillo, Viggiani, Rizzo, & Bianco, 2000). 
식품안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식품구매의 선택에 적용되

고 정상적인 식품의 생산 및 공급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경

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식품안

전에 대한 인식부족(28.8%)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식품을생산, 판매, 유통하는자들의책임의식 부족, 법적 제
도장치의 미비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에 의견 차이를 보
였는데, 남성의 경우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이 식품안전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식품을
생산, 판매, 유통하는 자들의 책임의식 부족을 가장 큰 식품
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 꼽았다.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식품관련자들의 책임의식, 
그리고 소비자의 스스로의 노력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식품안전에 대한 관여정도가 높은 집단과 상대적으

로 낮은 집단을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 두 집단 간의 인구

통계학적 자료에 따른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
라 여성이 관여정도가 높았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젊은 연
령에 비해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및 관여가 높게 조사된

Kim과 Kim(2003)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여성의 경우가 남
성에비해식품안전에더많은관심이있다는 Choe 등(2005), 
Jeon(2007), Kim과 Kim(2003), Knight과 Warland(2004), Park 
등(1999)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여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Choe 등(2005)과 Knight와 Warland(2004)의 연구와는 동일한
결과인 반면에, 교육수준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은 유의미
한 관련이 없다는 Kim과 Kim(2003)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
었다. 가구 소득 수준에서는 월소득 300만원대의 중산층에
서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는 NaygaRodolfo와 Nayga(1996)
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으며, Choe 등(2005), Kim과
Kim(2003)은 소득수준과는 상관없다고 한 결과와도 차이가
있었다. 식품안전의 문제는 소비자들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불안의 문제이고, 식품안전문제는 공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식품구매시의안전추구행동조사결과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4.07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국내산
제품의 선호, 식품의 포장상태 확인, 식품취급 장소의 청결
상태확인, 보관 온도의 확인, 원산지 확인 순으로 조사되었
다. Nam과 Kim(2006), Kim과 Lee(2010), Yoo와 Joo(2012)의
연구에서도 유통기한, 신선도가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어
같은 결과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HACCP 등의 식품인증마
크나 식품표시의 확인은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식품구매

시의 안전추구 행동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연령에따라서는유통기한의확인, 식품의포장상태확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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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 대한 확인, 식품취급 장소의 청결상태의 확인에 있
어서 20～30대의 젊은 층보다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
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안전한 식품구입을 위해 추가요금
의 지불의사가 있는 정도도 20～30대보다 40～50대 이상의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식품안전이 확보
되려면 품질향상을 위한 비용이 추가되고, 이에 식품가격이
상승되는 것이 보통이다. 소비자들이 식품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도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를 지속한다면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도 강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가격상승을 감수하
면서 식품안전을 요구하는 소비자라면 식품안전에 대한 태

도가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식품표시를확인한다’, ‘GMO식품을확인한다’, ‘식

품인증마크를 확인한다’에 있어서는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Yoo와 Joo(2012)의 연구에서도 식품표시확인
이 가장 낮은구매행동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식품표시 내

용이 많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

해 식품안전에대한 정보를 얻고 있었으므로 대중매체를 통

한 식품안전의올바른 지식의 전달이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무분별한 식품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전
달하는 정보가 아니라,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좀 더 강력한규제와 더불어 식품관계자들의 책임의식 고취

를 위해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어 언론, 식품업계, 관련 단체를 통한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 교육하고 홍보

하는 노력이 체계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는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영역에서도 소비자들의

식품구매시의 인지와 행동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식품안전

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을알기 위해서는 소비자

들의 전반적인 식품 소비 형태, 즉 외식 및 식품안전에 대한
생활습관까지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조사대상이 전남지역의 일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적인 제한이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대상자를 확대시켜 연구가 수행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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