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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urve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perception of youku meat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food and/or nutrition. The survey participants were located nationwide, and the responses from the 2,454 stu-

dents were analyzed. More male and higher grade students answered that they had heard about youku while 

only 20.0% had learned about Youku from class. Approximately 37.8% of the subjects recognized youku as 

‘dairy cattle which are too old to produce milk’, 54.0% as ‘all cattle grown for the purpose of meat’, and 

23.1% as ‘all cattle except for Hanwoo’. Only 37.4% recognized youku correctly. Compared with the same 

quality grade, 25.3% recognized youku meat as being cheaper than imported beef, and only 25.6% of them 

recognized that youku meat has less fat than imported beef. As much as 83.3% of subjects did not know 

whether or not they were served youku meat, and 23.7% of subjects wanted increased availability of youku 

meat. As much as 22.9% of subjects opposed the increased use of youku meat, and the reasons were “it does 

not taste good” (18.1%), “it is not Hanwoo” (15.1%), “it is not sanitary” (13.1%), and “it is imported” (6.0%). 

The findings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barriers regarding youku meat promotion among subjects who will 

be dieticians in food service or managers in purchase departments of catering compan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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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쇠고기는 우리나라에서 기본 식재료이면서, 양질

의 단백질은 물론 비헴철, 아연 및 비타민 B12의 좋

은 공급원이다. 우리 국민의 단백질 섭취량 평균은 

권장섭취량의 160%나 되지만 그 미만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14.4%에 달하여 단백질 섭취부족이 우려되

는 집단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쇠고기는 2013년 우리나라 국민 

다소비 식품 18위에 해당하고(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21g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소비량은 2013년에 42.7kg이다. 우리나라 쇠고기 자

급률은 1970년 100%였던 것이 2013년 현재 50.1%로 

낮아졌다(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Rural 

Affairs 2014).

육우고기는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쇠고기 지

육생산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귀중한 국내산 쇠고

기 자원이다(Cho & Lee 2013). 육우고기란 육용종, 

교잡종, 젖소수송아지, 젖소암송아지 및 검역계류장

에 도착한 후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

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의미하나, 대개는 낙농부문의 

젖소수송아지로부터 생산된 쇠고기를 의미한다(Han 

1997; Cho & Lee 2013). 젖소암송아지는 우유 생산 

목적으로 사육되지만 젖소수송아지는 거세하여 고

기용으로 사육된다. 육우고기는 홀스타인종으로서 

태생적으로 사육기간이 20개월 내외로 짧아 한우에 

비해 육질이 연하고 지방이 적으며 생산 가격이 저

렴하다. 육우고기의 경우 수입쇠고기에 비해서는 가

격이 높지만, 도축 즉시 냉장유통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므로, 수입냉동육이나 수입냉장육에 비해 신

선하다(Korea Dairy & Beef Farmers Association 2011). 

그러나 육우고기는 한우 및 수입쇠고기의 수급상

황에 따라 불안정한 가격변동을 반복하고(Cho & 

Lee 2013), 그로 인해 육우 사육농가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2014년 6월에 2003년 대비 42.98% 감소) 

낙농경영의 위협이 되며, 결국 우유 생산에까지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현재 군납에 의존도가 높

아, 언제든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육우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다. 한우사

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육우에 대한 연구(Jeon 등 2009)는 매우 

적고 그나마 연구된 것은 출하 시기나 부위(Cho 등 

2013; Cho 등 2014) 혹은 사료 첨가제의 종류(Cho 

등 2012)에 따른 육우고기의 육질 특성 및 조성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육우고기 사용 확대가 시급한 현시점에서, 단체급

식 분야에서의 노력은 소비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

이 매우 크다. 현재는 단체급식에서 육우고기의 활

용의 비율이 낮아서, 단체급식 소비점유율이 육우고

기와 수입쇠고기가 각각 6.5%와 23.7%로 차이가 크

다. 한편 단체급식은 단가에 민감하므로 한우에 비

해 육우고기는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급식고객이 꺼려하는 식재료를 영양사가 단체급

식에서 제공하기 어려운데 현재 육우에 대한 소비

자 인식이 부족하고(Lee 2013) 부정적이다(Korea 

Dairy & Beef Farmers Association 2004). 육우고기 인

식의 정도와 실태는 물론 육류 구매 관련 요인과 단

체급식의 쇠고기 메뉴 불만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

는 것은 단체급식에서 육우고기 사용 확대의 장애요

인을 파악하고 육우고기 사용 증가의 대책을 마련하

기 위한 우선 과제이다. 식품영양 관련 전공의 대학

생은 단체급식의 급식고객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단

체급식의 영양사나 위탁업체 구매팀 혹은 식품제조

회사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영양 관련 전공의 대학생에서 육우고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단체급식에서 육우고기 사용 

증대를 위한 육우고기 홍보 및 교육자료 개발에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수는 전국 단체급식소 

비율(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3)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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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Gender Female 2,149 ( 87.5)

Male 305 ( 12.5)

Major　 Food and nutrition 1,732 ( 70.6)

Restaurant management, food processing 702 ( 28.6)

Double major 20 (  0.8)

Grade Freshmen 201 (  8.2)

Sophomores 780 ( 31.8)

Juniors 936 ( 38.1)

Seniors 408 ( 16.6)

Graduate students 129 (  5.3)

Area Seoul 210 (  8.6)

Kyeonggi 700 ( 28.5)

Incheon 104 (  4.2)

Kangwon 128 (  5.2)

Daejeon·Chungnam·Sejong 306 ( 12.5)

Chungbuk 98 (  4.0)

Daegu·Kyeongbuk 230 (  9.4)

Ulsan 50 (  2.0)

Busan 205 (  8.4)

Kyeongnam 108 (  4.4)

Jeonbuk 149 (  6.1)

Kwangju·Jeonnam 137 (  5.6)

　 Jeju 29 (  1.2)

Total 　 2,454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각 시도별로 배정하여, 전국 대학교의 식품영양 관

련 전공학과의 3,000명에게 배부되었다. 조사는 2014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약 1개월간 실시되었고, 총 

2,490명의 대학생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불충분

하게 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한 2,454개 설문지를 최

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사전에 전화로 섭외한 후 설문지, 사은품 및 회송

용 봉투를 각 학과로 송부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

구에서(Yong 등 2009; Yoon & Kim 2011) 사용한 것

을 토대로 개발되어 식품영양학과 학부생과 현직 

영양사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하였

다. 설문지는 가장 선호하는 육류와 육류 구매 시 

고려요인, 단체급식 쇠고기 메뉴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쇠고기 구매 시 원산지 확인 여부, 쇠고기 등

급 인지와 건강 고려 시 선호 등급, 육우고기에 대

한 인지 여부와 정보 경로, 육우고기에 대한 지식, 

단체급식에서 육우고기 사용 확대에 대한 의견과 

동의 및 반대 이유로 구성되었다.

3. 자료분석 및 통계처리

SPSS ver.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카이

제곱(χ2) 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성 여부를 검정하였

다.

결 과

1. 일반사항

설문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이 지역적

으로 분포되었다. 87.5%가 여자이고, 70.6%가 식품

영양학 전공이었으며, 3학년과 2학년이 각각 38.1%

와 31.8%로 많았다. 

2. 육류 및 쇠고기 구매 행동과 단체급식 쇠고기 메뉴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의 가장 좋아하는 육류와 쇠고기 구매 

시 최우선 고려사항은 Table 2에 성별로 비교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고기는 전체적으로 38.8%가 돼지고

기로 답하였고, 닭고기(30.4%), 쇠고기(22.9%) 그리고 

오리고기(6.8%)가 뒤를 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고기 

종류는 성별로 유의적 차이를 보였고, 선호하는 고

기를 닭고기라고 답한 비율은 여자(31.6%)가 남자

(22.0%)보다, 쇠고기라고 답한 비율은 남자(26.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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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n=2,149) Male (n=305) Total (n=2,454) χ
2 value

The most preferred meat　

Pork 829 (38.6)1) 124 (40.7) 953 (38.8) 15.04**

Chicken 680 (31.6) 67 (22.0) 747 (30.4)

Beef 481 (22.4) 80 (26.2) 561 (22.9)

Duck 137 ( 6.4) 29 ( 9.5) 166 ( 6.8)

No answer 22 ( 1.0) 5 ( 1.6) 27 ( 1.1)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purchase meats 

Freshness (refrigerating/freezing, expiration date) 1,483 (69.0) 188 (61.6) 1,671 (68.1) 78.42***

Country of origin 387 (18.0) 30 ( 9.8) 417 (17.0)

Price 143 ( 6.7) 64 (21.0) 207 ( 8.4)

Brand name 56 ( 2.6) 9 ( 3.0) 65 ( 2.6)

The others 55 ( 2.6) 9 ( 3.0) 64 ( 2.6) 　

Kind of store 25 ( 1.2) 5 ( 1.6) 30 ( 1.2)
1) N (%)
**P＜0.01, ***P＜0.001

Table 2. Important factors for purchasing meats among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food/nutrition. 

　 Female (n=2,149) Male (n=305) Total (n=2,454) χ
2 value

Always 405 (18.8) 68 (22.3) 473 (19.3) 11.26*

Sometimes 1,119 (52.1) 137 (44.9) 1,256 (51.2)

Never 511 (23.8) 72 (23.6) 583 (23.8)

No answer 114 ( 5.3) 28 ( 9.2)  142 ( 5.8) 　
1) N (%)
*P＜0.05

Table 3. Reading labels of origin country of meats among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food/nutrition before buying meats.

Female (n=2,149) Male (n=305) Total (n=2,454) χ
2 value

Awareness of current grading system Yes 1,777 (82.7) 253 (83.0) 2,030 (82.7) 0.13

No 372 (17.3) 52 (17.0) 424 (17.3) 　

The most preferred grade when 
considering health

1＋＋ 1,012 (47.1) 137 (44.9) 1,149 (46.8) 24.41***

1＋ 624 (29.0) 63 (20.7) 687 (28.0)

1 383 (17.8) 71 (23.3) 454 (18.5)

2 63 ( 2.9) 13 ( 4.3) 76 ( 3.1)

3 60 ( 2.8) 20 ( 6.6) 80 ( 3.3)

　 No answer 7 ( 0.3) 1 ( 0.3) 8 ( 0.3) 　
1) N (%)
***P＜0.001

Table 4. Awareness of beef grading system and the most preferred grade among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food/nutrition.

여자(22.4%)보다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육류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는 전체적으로 68.1%의 대상자가 ‘신선도’라고 하였

고, 원산지(17.0%), 가격(8.4%), 상품브랜드(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선도나 원산지를 가장 중요하다

고 답한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 가격을 가



J Korean Diet Assoc 21(3):203-214, 2015 | 207

Female (n=2,149) Male (n=305) Total (n=2,454) χ2 value

Satisfaction with school foodservice

  No answer 4 ( 0.2)1) 0 ( 0.0) 4 ( 0.2) 10.18

  Very unsatisfied 227 (10.6) 30 ( 9.8) 257 (10.5)

  Unsatisfied 515 (24.0) 73 (23.9) 588 (24.0)

  Average 1,187 (55.2) 161 (52.8) 1,348 (54.9)

  Satisfied 205 ( 9.5) 35 (11.5) 240 ( 9.8)

  Very satisfied 11 ( 0.5) 6 ( 2.0) 17 ( 0.7)

Satisfaction and the reasons of unsatisfaction for 
school foodservice

  Does not smell good 125 ( 5.8) 14 ( 4.6) 139 ( 5.7) 5.25 

  Too tough 694 (32.3) 88 (28.9) 782 (31.9)

  Does not taste good 430 (20.0) 64 (21.0) 494 (20.1)

  Too little amount is served 435 (20.2) 77 (25.2) 512 (20.9)

  The others 465 (21.6) 62 (20.3) 527 (21.5)

Reading label of origin country at university 
cafeteria or restaurant

  Always 405 (18.8) 68 (22.3) 473 (19.3) 11.26

  Sometimes 1,119 (52.1) 137 (44.9) 1,256 (51.2)

  Never 511 (23.8) 72 (23.6) 583 (23.8)

  No answer 114 ( 5.3) 28 ( 9.2) 142 ( 5.8) 　
1) N (%)

Table 5. Satisfaction and the reasons of unsatisfaction with school cafeteria among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food/nutrition. 

장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

적으로 높았다(P＜0.001). 

학생식당이나 외식 시에 쇠고기의 원산지를 확인

하는지에 대해 ‘항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남자가 

22.3%로 여자 18.8%보다 높았고, ‘가끔’이라고 답한 

비율은 여자가 52.1%로 남자 44.9%보다 유의적으로

(P＜0.05) 높았다(Table 3).

현재의 쇠고기 등급제를 인지하고 있는지와 건강

을 고려할 때 가장 선호하는 쇠고기 등급에 대한 

조사결과를 성별로 비교하였다. 쇠고기 등급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82.7%로 성별에 따른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건강을 고려할 때 가

장 선호하는 쇠고기 등급은 전체적으로 46.8%가 

1＋＋등급이라고 답하였고, 1＋등급 및 1등급이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28.0% 및 18.5%이었다. 가장 선호

하는 쇠고기 등급을 1＋＋등급이나 1＋등급이라고 답

한 비율은 여자가, 1등급이라고 답한 비율은 남자가 

더 높았다(P＜0.001) (Table 4).

학생식당 쇠고기 메뉴의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는 

Table 5에 성별로 비교하였다. ‘불만족’ 혹은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한 경우 불만족 이유로는 성별 차이 

없이 ‘질기다’가 31.9%로 가장 많았고, ‘양이 부족하

다’(20.9%)와 ‘맛이 좋지 않다’(20.1%)가 뒤를 이었다. 

3. 육우고기에 대한 인식 및 인식 경로

육우고기에 대한 인식 및 인식 경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Table 6에 요약하였다. 육우고기에 대

해 들어본 적에 대해 ‘있다’로 답한 비율은 남자가 

63.9%로 여자 53.3%보다 높았다(P＜0.001). 육우고기

에 대해 들어본 경로는 있는 대로 답하게 하였는데 

인터넷/스마트폰 22.8%, TV 시사교양 20.4%, TV 광

고/간접광고 19.9% 및 전공수업은 20.0%가 답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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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male (n=2,149) Male (n=305) Total (n=2,454) χ2 value

Awareness

Yes 1,145 (53.3)1) 195 (63.9) 1,340 (54.6) 12.23***

No 1,004 (46.7) 110 (36.1) 1,114 (45.4) 　

Route to get aware of Youku2)

TV advertisement 326 (19.8) 60 (20.5) 386 (19.9)

TV news 338 (20.5) 57 (19.5) 395 (20.4)

Internetㆍsmart phone 377 (22.9) 65 (22.2) 442 (22.8)

Newspapersㆍmagazine 117 ( 7.1) 28 ( 9.6) 145 ( 7.5)

Curriculum 352 (21.4) 36 (12.3) 388 (20.0)

Tasting event 30 ( 1.8) 10 ( 3.4) 40 ( 2.1)

The others 107 ( 6.5) 37 (12.6) 144 ( 7.4)
1) N (%)
2) Multiple response
***P＜0.001

Table 6. Awareness and route to become aware of youku among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food/nutrition.

　
Grade

Freshman Sophomores Juniors Seniors Graduate students Total χ2 value

Yes 63 (31.3)1) 375 (48.1) 552 (59.0) 259 (63.5) 91 (70.5) 1,340 (54.6) 90.68***

No 138 (68.7) 405 (51.9) 384 (41.0) 149 (36.5) 38 (29.5) 1,114 (45.4)

201 780 936 408 129 2,454
1) N (%)
***P＜0.001

Table 7. Awareness of Youku among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food/nutrition according to grade

육우고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비율은 학

년이 올라가면서 유의적으로(P＜0.001) 증가하였다

(Table 7). 

조사대상자의 육우에 대한 지식에서 육우가 ‘우유

생산이 불가능한 늙은 젖소’(37.8%), ‘고기용으로 키

운 모든 소’(54.0%) 및 ‘한우가 아닌 모든 소’(23.1%)

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국내에서 

나고 자란 수컷젖소’가 ‘맞다’고 답한 경우는 37.4%

에 지나지 않았다(P＜0.05) (Table 8). 

동일 등급을 비교할 때 육우고기의 가격이 ‘한우

고기보다 비싸다’ 및 ‘수입쇠고기보다 싸다’고 잘못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1.9%와 25.3%이고 ‘모른다’로 

답한 비율도 43.2%나 되었다. 평균적으로 육우고기

의 지방함량이 ‘한우보다 높다’ 및 ‘한우와 비슷하

다’로 답한 비율은 각각 13.6%와 19.2%이었고 ‘모른

다’로 답한 비율도 41.6%나 되었다(P＜0.05) (Table 9). 

4. 육우고기 단체급식 이용 확대에 대한 의견 및 이유

Table 10은 육우고기를 단체급식에서 이용하는 것

을 확대하는 데에 대한 의견과 찬반의 이유를 성별

로 요약하였다. 우선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학생식

당에서 육우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와 ‘사용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로 답한 비율은 각각 

8.9%와 7.3%에 지나지 않았고 모른다고 답한 비율

이 83.8%나 되었다(P＜0.001). 학생식당에서 육우고

기 사용을 확대하는 데 찬성하는 비율은 남자가 

36.4%로 여자 21.9%보다 높았고 반대하거나 의견 

없음으로 답한 비율은 여자가 높았다(P＜0.001). 

학생식당에서 육우고기 사용 확대에 동의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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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male (n=2,149) Male (n=305) Total (n=2,454) χ
2 value

Dairy cattle which are too old to produce milk

Correct 800 (37.2)1) 128 (42.0) 928 (37.8) 9.23*

Incorrect 1,122 (52.2) 161 (52.8) 1,283 (52.3)

No answer 227 (10.6) 16 ( 5.2) 243 ( 9.9) 　

All cattle grown for the purpose of meat

Correct 1,142 (53.1) 184 (60.3) 1,326 (54.0) 9.25*

Incorrect 794 (36.9) 105 (34.4) 899 (36.6)

No answer 213 ( 9.9) 16 ( 5.2) 229 ( 9.3) 　

Male dairy cattle that were born and grown domestically 

Correct 801 (37.3) 118 (38.7) 919 (37.4) 2.99

Incorrect 1,133 (52.7) 166 (54.4) 1,299 (52.9)

No answer 215 (10.0) 21 ( 6.9) 236 ( 9.6) 　

All cattle except for Hanwoo

Correct 497 (23.1) 69 (22.6) 566 (23.1) 5.97

Incorrect 1,425 (66.3) 217 (71.1) 1,642 (66.9)

No answer 227 (10.6) 19 ( 6.2) 246 (10.0) 　
1) N (%)
*P＜0.05

Table 8. Youku knowledge among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food/nutrition.

　 Female (n=2,149) Male (n=305) Total (n=2,454) χ
2 value

Price comparing the same grade

Expensive than Hanwoo 42 ( 2.0)1) 4 ( 1.3) 46 ( 1.9) 10.11*

Expensive than imported beef 619 (28.8) 106 (34.8) 725 (29.5)

Inexpensive than imported beef 535 (24.9) 87 (28.5) 622 (25.3)

Don’t know 953 (44.3) 108 (35.4) 1,061 (43.2) 　

Fat content 

More than Hanwoo 281 (13.1) 52 (17.0) 333 (13.6) 9.81*

Similar to  imported beef 406 (18.9) 66 (21.6) 472 (19.2)

Less than imported beef 544 (25.3) 84 (27.5) 628 (25.6)

Don’t know 918 (42.7) 103 (33.8) 1,021 (41.6) 　
1) N (%) 
*P＜0.05

Table 9. Perception of price and fat content of youku among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food/nutrition recognized.

유로는 ‘한우보다 저렴하여 많이 먹을 수 있어서’가 

36.6%로 가장 많았고, ‘수입육보다 안전하므로’가 

24.7%, ‘국내산이므로’가 20.4%, ‘수입육보다 신선해

서’가 7.4%로 뒤를 이었다(P＜0.01). 반대하는 이유

는 남녀차이 없이 ‘육우고기가 무엇인지 몰라서’가 

25.6%로 가장 높았고 ‘맛이 없어서’ 18.1%, ‘한우가 

아니라서’ 15.1%, ‘신선하지 않아서’ 14.7%, ‘위생적이

지 않아서’ 13.1% 및 ‘국내산이 아니라서’ 6.0% 등 잘

못된 인식에 의한 반대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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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n=2,149)
Male

(n=305)
Total

(n=2,454)
χ

2 value

Awareness of using Youku in cafeteria　

  Yes, they serve Youku 165 ( 7.7)1) 53 (17.4) 218 ( 8.9) 31.23***

  No, they do not serve Youku 157 ( 7.3) 22 ( 7.2) 179 ( 7.3)

  Don’t know 1,827 (85.0) 230 (75.4) 2,057 (83.8) 　

Do you advocate Youku promotion in cafeteria

  Yes 471 (21.9) 111 (36.4) 582 (23.7) 32.20***

  No 512 (23.8) 51 (16.7) 563 (22.9)

  No opinion 1,166 (54.3) 143 (46.9) 1,309 (53.3) 　

The reason for advocating Youku promotion in school cafeteria2)

  Because it’s domestically produced 102 (21.7) 17 (15.3) 119 (20.4) 17.44**

  Because it’s more fresh than imported beef 32 ( 6.8) 11 ( 9.9) 43 ( 7.4)

  Because it taste better than imported beef 16 ( 3.4) 3 ( 2.7) 19 ( 3.3)

  Because it’s more safe than imported beef 128 (27.2) 16 (14.4) 144 (24.7)

  Because it’s cheaper than Hanwoo 156 (33.1) 57 (51.4) 213 (36.6)

  The others 37 ( 7.9) 7 (6.3) 44 ( 7.6)

The reason for opposing the Youku promotion in school cafeteria3)

  Because it does not taste good 90 (17.6) 12 (23.5) 102 (18.1) 6.34

  Because it is not fresh 79 (15.4) 4 ( 7.8) 83 (14.7)

  Because it is not Hanwoo 78 (15.2) 7 (13.7) 85 (15.1)

  Because it is imported 33 ( 6.4) 1 ( 2.0) 34 ( 6.0)

  Because it is not sanitary 64 (12.5) 10 (19.6) 74 (13.1)

  Because I don’t know what it is 130 (25.4) 14 (27.5) 144 (25.6)

  The others 38 ( 7.4) 3 ( 5.9) 41 ( 7.3)
1) N (%)
2) Among 582 who advocated
3) Among 563 who opposed
**P＜0.01, ***P＜0.001

Table 10. Opin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food/nutrition on the Youku promotion in school cafeteria.

고 찰

단체급식에서 육우고기 사용을 확대시키기 위해

서는 식단 계획 및 구매의 관리자인 현직 및 미래 

영양사에게 육우고기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잘

못된 인식을 바로잡으며, 또한 육우고기 구매 시 알

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식

품 및 영양 관련 전공 대학생들이 전공수업에서 육

우고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20%에 지나지 않아서 육우고기의 인지 확대 및 육

우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 교육

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육우고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비율이 식품

영양 관련 전공의 대학생에 조차도 54.6%로 매우 

낮은 것은 물론 육우에 대해 잘못된 인식의 정도가 

이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즉 식품영양 관련 전공 대

학생 중 육우에 대해 ‘국내에서 나고 자란 수컷젖

소’가 아니라고 답한 비율이 52.9%나 될 뿐 아니라 

육우를 ‘한우가 아닌 모든 소’와 ‘늙어서 우유 생산

이 불가능한 젖소’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23.1%와 

37.8%나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육우의 가격이 동일 

등급의 수입쇠고기보다 싸다고 답한 비율이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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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와 수입쇠고기보다도 질이 나쁜 것으로 인식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청정육’을 표방하는 호

주산 수입육의 적극적 홍보에도 기인할 수 있다. 수

입산 쇠고기는 대개 냉동상태로 수입되고, 최근 들

어 냉장육이 수입되고는 있으나 생산지로부터 소비

자 식탁에 다다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신선도면

에서 육우고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하다

(Korea Dairy & Beef Farmers Association 2015a). 또

한 본 연구에서 평균적인 육우고기의 지방 함량이 

‘한우고기보다 적다’로 답한 비율이 25.6%에 지나지 

않았다. 육우고기는 성장속도가 빨라 태생적으로 저지

방임에도(Kang 2001) 불구하고 응답자들이 육우고기

의 장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육우고기에 대한 낮은 인식과 잘못된 인

식은 단체급식에서 육우고기 사용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 이어졌다. 단체급식 육우고기 사용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의 89.1%는 그 이유로 ‘한우보다 

낮은 가격으로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수입육보다 

안전하므로’, ‘국내산이므로’, ‘수입육보다 신선해서’ 

등을 답하였다. 반면에 반대하는 응답자 중 그 이유

로 ‘국내산이 아니라서’, ‘신선하지 않아서’, ‘위생적

이지 않아서’, ‘맛이 없어서’를 답한 비율이 51.9%였

는데, 이 이유들은 육우고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

된 것들이었다. 따라서 육우고기에 대한 잘못된 인

식을 개선함에 따라 급식고객의 육우고기 단체급식 

이용 확대에 대한 반대가 해소될 수 있을 여지가 

확인되었다. 육우고기에 대한 맛 테스트에서 한우고

기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보고(Korea Dairy & 

Beef Farmers Association 2015b)도 대국민 홍보에 적

극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이 학생식당에서 

제공되는 쇠고기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로 ‘질기

다’(31.9%)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불만은 육우고기

를 사용함으로써 불만이 해소될 수 있는데 이는 태

생적으로 홀스타인종이 성장속도가 빨라 육질이 연

하기 때문이며 관능검사로 확인된 바 있다(Korea 

Dairy & Beef Farmers Association 2015b). 

현재 우리나라의 쇠고기 등급은 육량 등급과 육

질 등급이 있는데 육질 등급은 근내지방도, 육색, 지

방색, 조직감 및 성숙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그 중에

서 특히 등심 부위의 근내지방(마블링)을 위주로 매겨

지므로(Korean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2015), 높은 등급에 대한 선호는 지방, 특

히 포화지방의 과다섭취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국

민 건강을 위해 마블링이 많은 1＋＋등급이 모든 사

람에게 최고의 쇠고기라는 인식에 대한 바로잡기가 

소비자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육우고기 소비촉

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육류 구매 행동에 관련한 질문은 이들

의 육류 구매 경험이나 빈도를 고려하지 않은 질문

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되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육류 구입 시에 남자의 69.0%, 여자

의 61.6%가 신선도(냉장/냉동, 유통기간)를 가장 중

요시 한다고 응답한 것을 감안하면, 품질 등급이 위

생 등급이나 신선도의 등급이 아님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영

양사 인식조사에서 건강을 고려할 때 가장 선호하

는 쇠고기 등급을 묻는 질문에 대해 1＋＋등급과 1＋

등급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25.1%와 19.3%인 것

과 비교할 때 식품 관련 전공이지만 대학생은 현직 

영양사보다는 현재 쇠고기 등급이 지방의 과다섭취

와 관련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Korea Dairy & Beef Farmers Association 2015b). 

한편, 태생적으로 지방 함량이 적은 육우고기의 

장점(Kang 2001)을 보다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이

어트 중이거나 근육을 증가시키는 운동에 주력하는 

집단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선행연구에

서도 육류요리에 대한 한국인 기호조사에서 남성의 

경우 갈비를 가장 선호하는 것에 비해 여성은 안심

부위를 선호하였다고 하여(Kim 등 2010), 육우고기

가 저지방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 소비자를 타깃층

을 대상으로 한 홍보 전략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식품영양 관련 전공의 대학생은 가

장 많은 비율인 38.8%가 돼지고기를 가장 선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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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로 답하였고, 30.4%가 닭고기, 세 번째로 22.9%

가 쇠고기라고 응답하여, 선호 고기를 순서대로 돼

지고기, 쇠고기 및 닭고기로 답한 비율이 각각 

43.6%, 27.2%와 26.8%로 보고한 Kim(2006)의 연구와

는 비교가 된다. 한편 육류의 소비행태를 조사한 

Kim 등(2010)의 연구에서는 외식 시에 주로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를 소비한다는 비율이 각각 25.5%, 

54.0% 및 19.7%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83.8%나 되는 높은 비

율이 자신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에서 육우고기 사용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여 육우고기에 대한 부

정적 인식뿐 아니라 낮은 인식도 문제인 것이 확인

되었다. 단체급식의 경우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므로 고객들이 소비자로서 육우고기에 대해 잘 이

해하고 육우고기에 더 자주 노출되면 단체급식에서도 

육우고기를 더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육우고기의 

장점과 함께 해당 급식소에서 이를 사용한다는 것

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급식고객이 처음에는 육우

고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나 이때가 육우고기의 오해를 해소하고 장

점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체급식에서 육우고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육우고기 사용을 꺼리게 하는 육우고기에 대한 낮

은 인식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러

한 홍보는 급식고객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 대상 조사에

서 육우고기 홍보를 접한 비율이 9% 정도로 낮게 

보고 된 바 있다(Jeon 등 2009). 학교급식법 시행령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3)은 제5조와 

제6조에 의거하면, 학교급식의 경우 학교급식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 학교 당국이나 학

부모 대표가 포함되므로 학부모 대상 교육과 홍보

가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마트 및 백화점, 특히 최근 농협에서의 판

매 재개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시급하다

(Joong-ang Ilbo 2015). 뿐만 아니라, 육우고기 판매처 

이외에 육우고기 사용 레스토랑 직원 대상의 교육 

강화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육우고기의 품

질 고급화와 더불어 브랜드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육우고기를 직접 접해 본 사람의 경우 육우고기

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개선될 수 있으므로, 시식회, 

블라인드 테스트, 어린이 육우고기 요리교실을 활용

하여 미래 고객의 인식을 선점할 수 있다. 육우 네

이밍(naming) 공모전, 육우품질경진대회, 육우고기 

유통을 위한 전용 차량에 육우고기의 장점을 강조

하는 광고를 부착함으로써 소비자의 눈에 익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십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6월 9일 

육우데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기존의 육우고기 소비 촉진사업에 보다 면밀한 계

획, 시행,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단체급식에서 육우고기 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서는 단체급식용 육우고기 메뉴의 개발뿐 아니라, 

육우고기 요리에 더 효과적인 다양한 소스의 개발

이나 기존 메뉴를 위한 양념 개선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Jeong 등(2013)의 연구에서는 한우고기

의 단체급식 활용에 가장 장애가 되는 가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저지방 부위의 한우고기 

요리를 위한 메뉴를 개발하였는데 저지방 부위의 

단점인 질긴 식감을 부드럽게 하는데 주력하였다

(Jeong 등 2013). 육우고기의 경우 한우에 비해 빨리 

성장함으로써 지방함량이 낮기는 하지만 질기지 않

아서, 저지방 한우고기의 메뉴 개발과는 다른 개발

의 주안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단체급식의 급식고객인 동시에 영양사 혹은 식품

업계의 잠재적 취업자인 식품영양 관련 전공 대학

생을 대상으로 육류 및 쇠고기와 함께 육우고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단체급식에서 육우고기 

이용 촉진을 위한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전국 각 시도의 단체급

식소 수의 분포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회수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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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중 불성실한 것을 제외하고 최종 2,454부의 설문

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설문대상자의 87.5%가 여자이고, 70.6%가 식품영

양학 전공이었으며, 육류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전체적으로 신선도(68.1%), 원산지

(17.0%), 가격(8.4%), 상품브랜드(2.6%)의 순으로 나

타났는데 여자는 신선도나 원산지를, 남자는 가격

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P＜0.001).

2. 학생식당이나 외식 시에 쇠고기의 원산지를 ‘항

상’ 및 ‘가끔’ 확인한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19.3%와 51.2%이었는데 ‘항상’이라고 답한 비율

은 남자가 더 높았다(P＜0.05). 학생식당 쇠고기 

메뉴의 불만족 이유는 성별 차이 없이 ‘질기다’가 

31.9%, ‘양이 부족하다’(20.9%), ‘맛이 좋지 않

다’(20.1%)의 순이었다. 82.7%가 쇠고기 등급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건강을 고려할 때 가

장 선호하는 쇠고기 등급은 전체적으로 46.8%가 

1＋＋등급, 28.0%가 1＋등급, 18.5%가 1등급이라고 

답하였는데,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선

호하였다(P＜0.001).

3. 육우고기에 대해 들어본 적에 대해 있다고 답한 

비율은 남자가 63.9%로 여자보다 높았고(P＜0.001), 

학년이 올라가면서 증가하였다. 육우고기에 대해 

들어본 경로는 인터넷/스마트폰, TV 시사교양, 전

공수업 및 TV 광고/간접광고의 순이었는데 20.0%

만이 전공수업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다. 육우가 

‘우유 생산이 불가능한 늙은 젖소’(37.8%), ‘고기

용으로 키운 모든 소’(54.0%) 및 ‘한우가 아닌 모

든 소’(23.1%)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

았고, 37.4%만이 ‘국내에서 나고 자란 수컷젖소’

가 ‘맞다’라고 제대로 알고 있었다. 25.3%는 육우

고기의 가격이 ‘수입쇠고기보다 싸다’로, 13.6%는 

육우고기의 지방함량이 ‘한우보다 높다’로 잘못 

알고 있었다. 

4. 학생식당에서 육우고기를 ‘사용한다’와 ‘사용하지 

않는다’로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8.9%와 

7.3%에 그쳤다. 학생식당에서 육우고기 사용을 확

대하는 데 찬성 및 반대하는 비율은 각각 23.7%

와 22.9%이고, 여자보다 남자가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P＜0.001). 반대하는 이유는 ‘육우고기가 무

엇인지 몰라서’가 25.6%로 가장 높았고 ‘맛이 없어

서’, ‘한우가 아니라서’, ‘신선하지 않아서’, ‘위생적

이지 않아서’ 및 ‘국내산이 아니라서’의 순이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에서 육우고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첫 연구로서 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식품

영양 관련 전공 대학생조차도 육우고기의 정의, 가

격, 지방함량의 인지가 매우 낮았고 그릇되게 인식

하여 단체급식에서 육우고기 사용을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이유가 된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단체

급식에서 제공되는 쇠고기 메뉴에 대한 ‘질기다’나 

‘양이 적다’와 같은 불만족은 물론, 육류 구매 시 신

선도와 원산지를 특히 중요시하는 구매성향이 확인

되었으므로 육우고기 사용으로 이러한 점이 충족될 

수 있음을 제시하여 단체급식 육우고기 사용 확대

를 위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개발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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