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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내에는 지금까지 식품관련 안전사고가 많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구제
역이나 조류독감과 같은 가축에게 일어나는 질병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
연구는 매우 전통적인 연구 활동 주제이다. 왜냐하면 육류는 식품의 기본
재료로서 농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제역은 발
생 시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출이 곤란해지
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구제역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기
존의 연구는 구제역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에 치우쳐져 있었
다.
그러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구제역의 위험성은 돼지나 소의 섭취를 통해
구제역이 감염될지 그렇지 않을지 여부이다. 만일 구제역이 소비자들의
개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면 구제역 발생 시 나타나는 혼란과
피해를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구제
역의 발생이 소비자의 소비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소비자
단위의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구제역은 식품안전사고로서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는 기술적 위험
성이다. 기술적 위험성은 식품안전사고가 그 기술의 위험성과 이득을 이
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과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둘째는 식품자
체의 위험성이다. 식품자체의 위험성은 식품의 섭취가 직접적으로 소비자
들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이다. 식품안전사고의 이러한 특
성에 대해 소비자들은 전문가에 비해 위험성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식품소비에 있어서 감성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때문에 식품안전사고
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는 다른 재화에 관련된 사고와 달
리 기술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소비행동에 미치는 문헌연구를 종합하여 구제역의 장기적 영향 여부 분

석 변수의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토빗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토빗패널
분석 결과, 돼지고기 가격과 대체재들의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패널들의 소득과 가족 수 및 교육수준의 유의수준 0.5이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와서 구제역이 발생할 시에 소득과 가족 수가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구제역 발생에 민감하
다. 그러나 소득이 높고 가족 수가 많으면 구제역 발생여부에 상관없이
구매 절대액이 증가하여 돼지고기와 대체재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tv를 주 매체로 하는 패널과 트위터를 사용하는 패널들의 경우에는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한 결과를 보인다. 다만 이 분석에서는 그 유의성이
0.1이하에서 유의하므로 보다 실질적으로 트위터와 방송보도 빈도를 분석
에 활용하여야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여부의 돼지고기 월별 구매액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
의하나 그 영향력의 크기가 크지 않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미쳤다
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로 보인다. 때문에 구제역의 영향력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단기간의 경우 다른 분석을 통해 보충할 필요가 발
생한다.
이에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구제역 발생 시 돈육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기 위해 생존모형을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돼지고기와 대체재
들과의 가격이 돼지고기 소비심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
었다. 계수를 살펴보면, 돼지고기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돼지고기를 좀 더
늦게 사게 되는 음의 관계를 띄고 있는 반면 소고기와 닭고기 가격의 돼
지고기 소비를 촉진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것은 앞서 분석한 토빗-패
널 분석과 달리 돼지고기와 대체재간에 명백한 대체재로서의 의미를 보여
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SNS buzz량은 소비자에게 SNS의 영향을 받을 시 0.1%만큼 더 빠르게
산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SNS 데이터가 실제 구매 데이터보다 먼저
움직이면서 오히려 소비를 촉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불러온 것이
다.
이 논문은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사점이 있다. 먼
저, 구제역과 같은 식품관련 사고의 영향에 미치는 요인을 기존 논문들과
는 달리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구제역의 여파를 줄이기 위하여 구제
역 발생 시 교육수준과 소득, 가족수를 고려하고 SNS에 나타나는 여론
동향을 고려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단기적인 관점에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생존모형을 도
입하였는데, 이는 농업경제학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모형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생존분석은 식품사고와 같은 특정한 이벤트의 영향
을 분석하에 적합하여, 다른 사고에서도 이 모형을 도입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여론의 동향을 보여주는 SNS 데이터를 도입하여 이를 통해 소
비행동 회복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후 분석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할 때 설문 뿐만 아니라 SNS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준 점
에 의의가 있다. 실무적 측면에서는 여론의 동요를 빨리 파악하고 대처할
때 정부부처에서 SNS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패널의 편향성 때문
에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 했다는 점이 있다. 이는 이후 패
널 편성에 1,2인 가구가 늘어나며 다양화 되면 해결 될 수 있다.
두 번째, SNS데이터가 실제 식품 구매보다 선행하여 일어난다는 점에
있어 통계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다. 실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다양화된 패널을 바탕으로 향후 일어날 식품사고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또한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는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시계열 분석 등으로 이를 증명하고 하는 것에 있다.

------------------------------------------------------주요어 : 구제역, SNS, 돼지고기, 대체제, 식품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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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국내에는 지금까지 식품관련 안전사고가 많이 있었다. 쓰레기만두 파동
이나 라면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처럼 식품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의한 식품관련 안전사고들도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간접적으로
식품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관련 안전사고들이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도
구제역이나 조류독감과 같은 가축에게 일어나는 질병이 미치는 경제적 파
급력 연구는 매우 전통적인 연구 활동 주제이다. 왜냐하면 육류는 식품의
기본 재료로서 농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Henson et al,
1998; Caswell 1998; Burton, 1999; Bonker,2002)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 FMD)은 구제역 바이러스는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전염병으로서, 소와 돼지 등 가축에 대한 전염성이
높은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 중에 하나이다. 사슴이나 염소, 양과 같이
우제류 가축들, 그리고 코끼리, 쥐, 고슴도치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가축들에게 감염된다.(김동광, 2011) 구제역의 증세는 고열과 입 속 수포
등으로 다 자란 개체는 체중 감소를 겪기도 하고, 어린 개체의 경우 심근
염이 발생하여 폐사하기도 한다. (Levy et al, 1994) 구제역이 발생 시 청
정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출이 곤란해지기 때문
에 정부에서는 구제역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구제역의 위험성은 돼지나 소의 섭취를 통해
구제역이 감염될지 그렇지 않을지 여부이다. 인간이 동물과의 접촉으로
구제역에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실제 감염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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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제역 백신의 생산의 어려움과 짧은 면
역 유지기간 때문에 동물은 구제역에 대해 명확한 치료방법이 없다. 그러
나 인간은 동물과 달리 간단한 진단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문수연 외,
2011).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육류섭취를 통해 구제역에 감염될 가능성
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구제역은 국제교역확대와 함께 구제역의 발원지인 영국을 위시한 많은
국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7년 대만에서 일
어난 약 400백만 마리가 살처분된 사례, 약 6백만 마리가 살처분 된 영국
의 사례가 있다.(김동광 2011) 국내의 경우 1933~1943년 충청북도와 전라
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66년 만인 2000년에 재
발생하였다.(이수철, 2012) 이후 2010~2011년 약 6개월간 발생한 구제역
사태는 국내에서 일어난 구제역 사태 가운데 그 규모와 피해가 가장 컸
고, 세계적인 발병사례인 대만과 영국의 사태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피해
를 야기하였다.(김동광, 2011)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0 ~2011년 구제역 사태로 소 11만 5천마리, 돼
지 330만 마리, 젖소 3만 7천 마리등 345만마리 이상의 가축이 살처분되
어 매몰되었다. 이동 제한 및 지역행사 취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생매
장이 자행되고 방영과 매몰 작업에 동원되었던 여러 명의 사람들까지 목
숨을 잃자 사회전체가 흉흉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
에서 구제역은 실제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은 낮다 하더라도 실제 소비
자들에게는 구제역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했을 수 있다.
이처럼 구제역이 소비자 개인의 육류 소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높
으나, 구제역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시장에 구제역이 미치
는 경제적 효과외에 소비자 개개인의 소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이를 다룬 논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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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종혁 외(2000)은 구제역에 대해 축산생산 피해와 관련 산업 피해액
을 후생분석을 통해 계측하였고, 최정성 외(2002)는 생산자 잉여 감소를
측정해 구제역 발생이 축산물 수급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송주
호 외(2006)는 미국 광우병 사태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따른 사회전체
후생분석을 통해 피해액을 계측하였다. 문수희 외(2013) 은 ‘투입산출 분
석을 이용한 구제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 구제역의 파급효과에
대하여 축산업에 나타난 1차 피해와 축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의 2차 피
해 규모로 나누어 투입산출 분석을 통해 계측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구제역의 파급효과에 대하여 소비자 개인의 구매데이터가 아
닌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한 논문이 많다. Blake 외(2001)은 영국에서 발
생한 구제역에 대해 일반균향분석을 통해 관광산업 손실을 추정하여 구제
역의 피해로 분석하였다. Thompson 외(2002)는 마찬가지로 GDP추계를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구제역의 여파를 농식품 산업, 생산자 피해, 관
광산업 피해액을 계측하였다. Rushton(2009)은 구제역의 영향 분석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Knight-Jones 외(2013)에서는 구제역의 효과를 축
산업에서 나타나는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로 나누어 전세제계적
으로 나타난 손실과 이득에 대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제역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다뤄져 왔지만 그 연구는 국가 전체
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에 치우쳐져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식품선택을
할 시에 연구 대상으로서 적용될 때에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차별
점이 존재할 수 있다. 구제역이 소비자들의 개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다면 구제역 발생 시 나타나는 혼란과 피해를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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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목적과 문제제기
본 연구는 구제역의 발생 시 소비자 개별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외부적 요인과 소비자의 특성요인으로 파악하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제역 발생 시의 효과적인 대처에 대해 소비자
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에 두 번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은 ‘구제역은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육류 선택에 영향을 미
치는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요인이 육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하여는 구제역이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친 돼지고기의 구매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 소비자의 개
별적 특성과 대체재의 존재여부가 육류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할
예정이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구제역이 소비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에 대해서
심리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SNS에서 언급된 트윗 개수와 뉴스, 신문
보도등을 추가로 변수로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제 3절 연구대상
1. 구제역의 전개 과정
본 연구에서 다룰 구제역은 2010년 11월 23일 최초 신고되어 2011년 3~4
월 경 종식된 전국적인 구제역 사건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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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구제역의 전개 과정

2010년 11월 23일 경북안동에서 구제역 발생 최초 신고가 있었다. 이는
당시에는 큰 논란이 되지 않았으나 11월 29일 경북 안동의 구제역이 양성
확인이 되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언론에 구제역에 대해서
보도가 시작되었으며 여론도 형성되었다. 그리고 2010년 12월경에슨 구제
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연일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와 생매장 이
후 유출수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되었다. 구제역에 대한 책임에 대
해서 여야간의 논쟁이 있었고 이와 더불어 육류시장의 가격과 공급량 문
제가 또 다른 이슈로 부각되었다. 구제역 파동은 다음 해 2011년 3월경까
지 진행되었다. 2011년 3월 24일 정부는 구제역 종료를 선언하였고 그 이
후 구제역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구제역이 돈육 소비에 미친 영향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연구에서는 2009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로 기간을 설정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다.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구제역이 돈육 소비에 미친 영향
을 보기 위해서 두 번째 연구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한 시기인 201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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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11년 3월까지로 기간을 한정하였다.

2. 국내 육류시장 현황
(1) 국내 육류별 도매가격 변화
국내 육류시장은 가축관련 질병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 중에서 구제
역의 영향은 다음의 육류별 도매가격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2010년 11월 경부터 2011년 4월까지 돼지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급격히 가격이 치솟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구제역 처
리과정에서 돼지들이 살처분 당하면서 공급량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
다. 이후 구제역이 종식되면서 돼지고기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고 대신
닭고기의 가격이 상승한다. 소고기는 구제역 종식 후에 돼지고기 가격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며 대체재로서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닭고기
의 경우에는 소고기의 가격과 돼지고기 간의 가격의 유의성이 특정 시점
에서 유의하게 보인다.
[그림1-2] 국내 육류별 도매가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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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단위: 원/kg, 원/마리

(2) 국내 돼지 생산액 및 해외 돼지고기 수입량 변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국내돼지 고기 생산액은 줄어든 반면 해외 돼지
고기 수입량은 이에 맞추어 증가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제역으
로 인해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대체재로서 해외 돼지고기
수입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국내 돼지고기와 해외
돼지고기가 대체관계에 있으며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국내 돼지고기 생산액

출처: 통계청
단위: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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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해외 돼지고기 수입량

출처: 통계청
단위: 톤

제 4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에서 세운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해 결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
래의 순서에 딸 연구를 진행한다.
제 1장에서는 종합적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의 목적과 연구질문
을 제시한다. 제 2장에서는 구제역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연구의 모형과 가설을 설정한다.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구제역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가설 검증 및 논의 후 구제역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제 3장에서는 구제역의 단기적 효과에 대하여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후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자료 수집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제시
한 후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가설 검증 및 논의 후 구제역의 장기적 효과
에 대해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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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에서는 결과를 종합, 요약하고 시사점 제시 후 연구의 한계 및 향
후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림 1-6]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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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구제역 발생 시 돈육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제1절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구제역 발생 시 돈육 소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이론적 배경
(1) 식품안전사고로서의 구제역의 특성
식품관련안전사고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는 기술적 위험성이다.
기술적 위험성은 식품안전사고가 그 기술의 위험성과 이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과학적 지식을 요구한 다는 점이다. 둘째는 식품
자체의 위험성이다. 식품자체의 위험성은 식품의 섭취가 직접적으로 소비
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이다. 식품안전사고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 소비자들은 전문가에 비해 위험성을 이해하는 거에 어려움을
겪고 식품소비에 있어서 감성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구제역
이 실제 접촉으로 인한 감염확률이 적음에도 실제 구매를 꺼려하는 등의
행동을 의미하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은 대체로 기술적 위험성에 대한 전
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선택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식품자체의 위험성을 고려해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를
한 경우, 그 결과가 소비자의 신체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소비자들은 보다 다른 재화를 소비할 때와 달리 식품소비에 있
어서 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사지영 외, 2013)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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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사고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는 다른 재화에 관련
된 사고와 달리 기술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Frewer et al, 1994)
기술적 위험성으로 다시 식품안전사고를 분류하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생활패턴상의 위험성으로 개인의 생활패턴으로 인해 발
생하는 문제이다. 그 예로서는 비만, 음주습관등이 있다. 두 번째는 생물
학적 위험성이다. 생물학적 위험성은 음식 준비 시에 발생하는 박테리아
감염등을 일컫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식중독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는 (협의의)기술적 위험성으로 식품생산 과정에서 화학적, 기술적으로 혹
은 물리적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성을 의미한다. 방사선 노출이나 광
우병, 구제역등 많은 식품안전사고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협의의 기
술적 위험성이 있는 안전사고의 경우 소비자들의 특성에 따라 위험성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와 같다. 이 논문에서는 협의의 기술적 위험성을 원인으로 하는 식품안전
사고, 그 중에서도 식품안전사고로서의 구제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
다.(Frewer et al, 1994)
[표 1-1] 위험의 원인에 따른 식품위험사고의 유형

위험의
설명
원인
생활습관 개인의 생활 습관에서 발생하는 위험
생물학적
위험 식품준비
감염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박테리아
화학적,
기술적
기술생산에서
도입으로발생할
인해 수
기술적위
발생하는
화학적
험 있는
위험위험
혹은 그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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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비만, 음주
식중독
방사선노출,GMO,식
품첨가물광우병(,bov
inespongiformencep
halopathy:madcowdi
sease)

(2)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 연구
구제역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반응을 연구한 논문은 구제역의 경제적 파
급효과에 대한 논문보다는 양이 적지만 식품안전사고에 대하여 소비자들
의 반응을 연구한 논문들은 다양하다. 주로 위험에 대한 인지를 분석한
논문에 위험요소로서 분류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Slovic, 2000), 설문지를
이용해 소비자들의 반응을 연구하고 있다. 만일 설문지가 아닌 실제 구매
데이터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또 하나의 학문적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안전사고에서 고려되는 인구통계학적인 특성들은 나이나 교육수준
등이 포함된다. 식품안전사고의 특성상 그 위험성을 인지하는데에 얼만큼
의 지식이 있어야 반응이 달라지는 지가 연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Beach 외(2008)는 조류독감(Avian influenza :AI)과 가금류 소비행태
와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나이, 교육수준, 전업주부인 지 여부, 성별을 요
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조류독감 발생 시
가금류를 소비할 때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심리적 변수
를 분석에 고려하기 위하여 신문에 조류독감이 보도되는 회수도 변수로
고려하였다.
Adda(2007) 광우병(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mad cow
disease: BSE)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이, 소득, 가족수와 같은 인구통계
적 특성을 담은 변수와 더불어 심리적인 요소로서 뉴스를 신뢰하는 지에
대해 설문을 통해 반응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중매체에 대한
신뢰도는 식품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을 소비에 중점적으로 반영한 논문도 있는데 Fife-shaw(1996)은
전문성에 따라 연구대상을 분류하여 전문가집단, 대학생, 그 외 일반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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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축에 질병 발생 시 해당 가축을 소비할 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
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학생 이상의 지식수준을 가진
집단에서는 과학적으로 안전한 지 여부가 더 중요하고 그 외의 집단에서
는 다른 요인, 이를테면 성별이나 소득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가축의 질병 외에도 다양한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반응
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다. 멜라닌 쇼크 발생 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거나(이지영, 2014),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수산물 소비
변화와 같은 연구이다(신 외, 2013) 식품위험인식과 식품소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로서 성별(김성숙, 2007, 김영찬 외,1999), 결혼여부, 직업(김문정
외, 2003)등이 분석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이상의 기존 문헌을 정리해볼 때 실제 구매 데이터를 종속변수로 지정하
였을 때 식품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고려할 수 있는 변수는 인구통계학
적 변수로서 나이, 소득, 가족수, 교육수준, 전업주부 여부와 심리적인 요
소로서 미디어의 영향으로 한정지어 분석을 진행하고 한다.
(3) 돼지고기의 대체성 여부 요인
구제역처럼 육류 생산과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경우,
대체재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정성 외(2002)는 투입산출분석
시 구제역의 파급력이 소고기 시장과 닭고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까지
계산하여 분석에 투입하였고, 문수희 외(2013)는 축산업 전후방 사업으로
서 관광산업을 변수로 꼽았으나 소고기 생산과 가격, 가금류 생산과 가격
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해외사례로서 Thompson 외(2002)는 구제역의 영향에 대해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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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육류에 대한 효과를 계산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육류가 서
로 밀접한 대체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Rushton(2009)
은 구제역의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에 대한 기준을 세우면서 다
른 육류에 대해서 존재한 대체성을 각각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 효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가축관련 질병에서 다른 육류를 대체재로서 고려하는 건 분석에
서 빠질 수 없는 요인이다.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
외에 돼지고기의 대체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소고기, 닭고기의 구매
가격과 구매액을 독립변수로 산정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2. 연구모형 설정
(1) 변수의 설정

먼저 종속변수로서는 소비자 패널의 돼지고기 월별 구매금액(2009년 12
월부터 2014년 12월)을 설정하였다. 실제 구매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분석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때 일별 구매금액을 분석에 활용하지 않는
것은 일별로 구매하지 않은 날짜가 너무 많아서 데이터가 한 쪽으로 치우
침이 심하여 분석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분기별 구매금액을
적용할 시에는 데이터의 수가 줄어들어 원하는 결과를 명확히 얻을 수 없
어 월별 구매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독립변수로서는 가격, 대체재와 더불어 구제역 발생여부를 더미 변수로
설정하였다. 돼지고기 월별 가격은 돼지고기의 kg당 월별 도매가격이며
소매가격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로, 소매는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 이를 실제 패널 데이터와 매치하기 어렵기 대문이고 둘째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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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입한 돼지고기의 가격과 혼동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체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닭고기의 월별 도매가격과 소고기의 월별 도
매 가격, 닭고기 월별 구매액과 소고기 월별 구매액을 독립변수로 지정하
였다. 도매가격과 구매액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지정한 이유는 해당 구매
액이 하나의 단위가 아닌 그저 얼만큼 소비자가 소비했는지 구매 금액만
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양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가격
변동에 따라 실제 소비한 양과 상관없은 구매액의 변화를 분석에서 제외
할 수 있게 된다.
구제역의 발생 여부는 발생한 시기를 1(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
지), 발생하지 않는 시기를 0으로 지정한 더미변수이다. 이 때 tv주매체
여부, 신문주매체여부, 트위터 사용여부등을 심리적 요소로 활용하였다.
tv나 신문을 주매체로 하는 경우와 트위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지정한 더미변수이다. 이를 사용한 것은 앞서 문헌연
구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매체에 대한 신뢰도 및 뉴스 빈도 등을 심리적
요소로 활용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 때 실제 뉴스 빈도를 반영하지 않
은 것은 해당 이슈가 매년 지속적으로 보도되지 않는 일시적인 데이터여
서 구제역 기간을 넘어선 긴 기간에 걸친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2-1] 구제역의 장기적 영향 여부 분석 변수의 설
정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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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구제역의 장기적 영향 여부 분석 변수의 설정
종속변수

가격

대체
제

독립
변수

구제
역
발생
및
인구
통계
변수
와의
교호
작용
항

돼지고기 월별 구매액

각 패널별 월별 구매액

돼지고기
도매가격

월별 돼지고기의 kg당 월별
도매가격
닭고기의 마리당 월별
닭고기 월별 도매가격
도매가격
소고기 월별 도매가격
소고기의 kg당 월별 가격
각 패널별 닭고기의 월별
닭고기 월별 구매액
구매액
각 패널 별 소고기의 월별
소고기 월별 구매액
구매약
구제역 발생여부
(발생시=1, 비발생시=0)
나이
나이
소득
소득
가족수
가족수
중졸이하=0, 고졸=1,
교육수준
대학이상=2
전업주부여부
전업주부=1, 비전업주부=0
tv 주매체여부(주매체=1,
tv 주매체여부
아닐시=0)
신문주매체여부(주매체=1,아닐
신문주매체여부
시=0)
트위터사용여부
트위터사용여부(사용시 =1)

(2) 분석 모형의 설정
분석모형은 돼지고기 월별 구매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돼지고기 가격,
대체재, 구제역 발생 및 인구통계변수와의 교호작용항을 독립변수로 하는
토빗-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토빗 패널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다
음과 같다.
먼저 토빗모형이 한 쪽으로 치우친 데이터를 가진 돼지고기 월별 구매금
액을 종속변수로서 분석하기 적합한 모델이기 때문이다. 토빗 모형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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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변수가 제한적인 변수인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모서리해 반응
(corner solution response)에 적합한 모형이다(Wooldridge, 2006). 토빗
모형을 적용한 선형연구들에서는 연구모형에 맞게 여러 종류의 토빗 모형
을 사용하고 있는데(전철현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Censored normal
Tobit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횡단면 자료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
는 이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버스트(Robust) 공분산에 의한
Huber/White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적의 알고리즘으로
(optimization algorithm)은 Berndt-Hall-Hall-Hausman (BHHH) 방식이
사용되었다. 모형추정에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이 사용되었
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테스트를 하였으나 변수들 가에 다중공
선성은 나타나지 않았기 재문에 변수는 모두 그대로 사용하였다. 토빗 모
형의 설명력은 최소자승버의 결정계수( )로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통계적 유의성은 p-value에 의해 검증하였다.
또한 여기에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확보한 데이터는 패널 데이터의
형태로 시계열, 횡단면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패널분석은 패
널데이터를 이용한 계량경제분석으로서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동
시에 수행하는 회귀분석의 분석 방법 중의 하나이다. 패널데이터(Panel
data)는 데이터의 유형 중에서 가장 정보가 많고 유용하여 연구자들이 가
장 선호하는 데이터 형태이다. 패널데이터는 무엇보다도 횡단면적 데이터
정보뿐만 아니라 시계열 데이터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시계열 분석 내지
횡단면 분석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합동 횡단면 자료와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합동 횡단면 자료에서와
는 다르게 동일한 개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개체가 매 시점에서 조사된
다. 따라서 패널 데이터을 분석할 때가장 좋은 방법은 패널 분석일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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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분석은 국가나 지역을 패널 그룹으로 설정할 경우 패널 그룹 간 상
관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나 개인이 패널 그룹인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분석에서 쓸 패널 데이터는 개인이 패널그룹으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이 패널 그룹인 경우 시간 변수의 길이가
짧을 수 있으나, 토빗 모형을 도입하여 시간길이가 짧은 것을 보완하였다.

3. 자료수집
(1) 소비자 패널 데이터
농업 진흥청에서 조사한 2009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일별 식품
소비기록을 담은 소비자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수도권의
684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정의 영수증을 수집하여 식품에 관해 작성한
300만 건의 구매 정보이다. 이 정보는 상품명, 구입액, 구입처, 구입 일자,
중량, 결재 수단, 이동 수단, 외식 등의 자료가 포함돼 있다.
(2) 소비자패널 마트규제 설문조사
2010년 4월 2일 소비자 패널 데이터의 패널들을 마트 규제 설문조사를
실시되었다. 이 설문에서 소비자들은 뉴스를 어떤 매체를 통해 주로 접하
는 지, 이용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대해서 답하여 이를 연구
에 활용하였다. 여기에서 결측치로 측정된 일부 패널의 경우 분석의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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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서는 2003년부터 일간 육류 도매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가격 데이터는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를 통해 해당기간동안의 데이
터를 수집하였다.

4. 분석결과
(1) 분석 결과의 기초 통계량
돼지고기 구매금액의 평균은 26,696원이며 최대 1,080,704원인 것으로 나
타났다. 소고기의 울별 구매액의 평균은 22,334원으로 돼지고기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대 구매액은 2,660,000원으로 돼지고기보다 더
높게 나타나 돼지고기에 비해 소비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의 월별 구매액은 6,017원으로 다른 육류에 비해 소비를 적게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소비금액도 227,500원으로 비교적 소비가 낮았
다. 돼지고기의 월별 도매가격은 평균 4,619원으로 소고기의 월별 도매가
격보다 높았다. 이는 소고기가 등급별로 가격 편차가 심하고, 구제역 발생
기간동안 돼지고기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패널들의 평균 나이는 47세이고 최대 나이는 71세, 최소 나이는 25세이
다. 이는 패널들 대상의 특성상 결혼한 주부들이 많고 1,2인 가구의 비중
이 적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은 평균 378만원이지만 최대
1500만원에서 최소 50만으로 최상위 소득계층과 최하위 소득계층간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 수는 평균적으로 4명이다. 이는 [표2-2]
에 나와있는 분석 데이터의 기초 통계량 1에 정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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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장기 분석 데이터의 기초 통계량 I
변수

평균

최대

돼지고기 월별 구매금액(원)

26,696

1,080,704

0

소고기 월별 구매액(원)

22,334

2,660,000

0

닭고기 월별 구매액(원)

6,017

227,500

0

돼지고기 월별 도매가격(kg/원)

4,619

7,120

3,171

소고기 월별 도매가격(kg/원)

3,392

4,413

2413

닭고기 월별 도매가격(마리/원)

5.737

7,037

4751

47

71

25

소득(만원)

378

1,500

50

가족수(명)

4

9

1

나이(세)

최소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중학교 졸업이하는 9.08%, 대학원 이상은 1.22%로
그 수가 적고 대부분은 고등학교(54.62%)나 대학교(35.08%)를 졸업한 사
람으로서 어느 정도의 기초 상식이 있는 패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패널의 직업여부로서 전업주부인 경우는 57.94%로 직업을 가진 패널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tv를 주매체로 삼는 패널 수는 77.31%로 매
우 많은 패널이 정보를 얻는 통로로써 tv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문을 주매체로 삼는 패널 수는 30.72%로 tv를 주매체로 삼는 패널 수
에 비하면 적다.
트위터를 사용하는 패널 수는 전체 패널의 36.07%로 그 수가 크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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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패널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비교적 많은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
다. 이하 [표2-4] 분석 결과의 기초 통계량 2에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표2-3] 장기 분석 데이터의 기초 통계량 II
변수

교육수준

해당
전체패널
패널수 대비(%)
중학교 졸업이하(=0)
52
9.08
고등학교졸업(=1)
313
54.62
대학교졸업(=2)
201
35.08
대학원이상(=3)

전업주부인 패널 수
tv를 주매체로 삼는 패널수
신문을 주매체로 삼는 패널수
트위터를 사용하는 패널 수

7
332
443
176
213

1.22
57.94
77.31
30.72
36.07

기술통계를 정리하면서 흥미로운 점 하나는 육류구매금액간에 양의 상관
관계가 성립한단나는 점이다. 패널들의 육류 구매금액간 상관계룰 확인하
면 닭고기와 돼지고기간에는 0.1273의 상관계수를 보이지만 닭고기와 소
고기간에는 0.3654, 돼지고기와 소고기간에는 0.3672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데이터의 크기를 고려하여 볼 때, 상관계수가 0.3을 넘는 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육류간 대체관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표2-4] 육류 구매금액간 상관계수
닭고기 구매금액
돼지고기 구매금액
소고기 구매금액

닭고기
구매금액
1
0.1273
0.3564

돼지고기
구매금액

소고기
구매금액

1
0.367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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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육류의 월별 가격 상관계수를 통해 답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월별 가격은 닭고기와 돼지고기와의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양의 상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패널들은 각 육류를 소비하는 데에 있어서 육
류간 대체관계를 고려한다기 보다는 각 육류의 가격에 더 많은 영향을 받
는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는 시장전체를 분석대상으로 볼 때는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 개개인의 소비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 것이다.
[표2-5] 육류 월별가격간 상관계수
돼지고기
월별가격

닭고기 월별가격

닭고기
월별가격
1

돼지고기 월별가격

0.1273

1

소고기 월별가격

0.3212

0.3473

소고기
월별가격

1

(2) Tobit-panel 분석 결과
위에서 설정한 모형대로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의 토빗-패널 분석의 결
과는 다음과 같다. [표 2-6] Tobit-panel 분석 결과와 같다. 토빗패널 분
석 결과, 돼지고기 월별 도매가격과, 닭고기 월별 도매가격, 소고기 월별
도매가격, 닭고기 월별 구매액, 소고기 월별 구매액이 모두 유의수준 0.0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대체제인 닭고기와 소고기의 월별
도매가격은 돼지고기 구매액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앞서 말한
육류 월별 가격들 간의 상관관계와 육류 월별 구매금액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결론이다.
이 밖에 패널들의 소득과 가족 수 및 교육수준의 유의수준 0.5이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와서 구제역이 발생할 시에 소득과 가족 수가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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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패널들의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수가 많고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돼지고기 구매액이 감소한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구제역 발생에 다른 패널들에 비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으
로 보인다. 반면 소득이 많고 가족수가 많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구매액의
절대치가 증가하여 구제역의 여파에 구애받지 않고 돼지고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tv를 주 매체로 하는 패널과 트위터를 사용하는 패널들의 경우에는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한 결과를 보인다. 다만 이 분석에서는 그 유의성이
0.1이하에서 유의하므로 보다 실질적으로 트위터와 방송보도 빈도를 분석
에 활용하여야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토빗 모델 분석 결과 구제역의 발생여부가 0.5 이하에서 유의하게 나타
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구제역의 발생여부가 소비의
구조적인 패턴을 바꾸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구제역은 특정 시점에 발
생하는 이벤트로 환율처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이
다. 구제역의 발생 여부가 소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소비의 구조적인
패턴을 유발하였다면 기존 돼지고기 구매액을 고려해보았을 대, 구제역
발생시 약 10,000원이 덜 소비되는 경향보다 그 결과가 더 크게 나타나야
한다고 보인다.
토빗 모형의 경우, 일반적인 회귀분석과 달리 종속변수에 0이 많은 치우
친 데이터를 사용할 때 쓰는 모형이므로  를 모형의 유의성을 측정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아 따로 기재하지 않고 변수들의 유의성만을 논문에 기
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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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Tobit-panel 분석 결과
돼지고기 월별 도매가격
닭고기 월별 도매가격
소고기 월별 도매가격
닭고기 월별 구매액

-0.3049***
-1.524***
-2.281***
0.1808***

Std.
error
0.129
0.468
0.572
8.149

소고기 월별 구매액
구제역 발생여부
(발생시=1, 비발생시=0)
나이
구제역 소득
발생 및
인구통 가족 수
계변수 교육수준
와의
전업주부여부
교호
작용항 tv 주매체여부

0.04991***

9.339

-10140**

0.903

55.09
16.17**
402.9**
-332**

69.560
6.986
681.600
810.900

-590

952.300

-434*

1150

-175.8

1011

-188.2**

524.4

독립변수
가격

대체제

계수

신문주매체여부
트위터사용여부
***p<.01 **p<.05 *p<.1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토빗 패널 분석만으로는 구제역의 여파를
확인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어 다른 분석을 통해 이 결과를 보충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에 대하여 분석결과를 보충하기 위하여 아래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생존모형을 도입하여 구제역의 여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5. 소결

구제역의 식품안전사고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속변수를 돼지고기 월
별 구매액, 독립변수를 돼지고기 가격과 대체재들의 월별 구매액과 가격,
구제역 발생 여부와 인구통계변수로 선정하여 토빗-패널 분석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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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결과 돼지고기 가격과 대체재들의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패널들의 소득과 가족 수 및 교육수준의 유의수준 0.5이하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와서 구제역이 발생할 시에 소득과 가족 수가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구제역 발생에
민감하다. 그러나 소즉이 높고 가족수가 많으면 구제역 발생여부에 상관
없이 구매 절대액이 증가하여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tv를 주 매체로 하는 패널과 트위터를 사용하는 패널들의 경우에는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한 결과를 보인다. 다만 이 분석에서는 그 유의성이
0.1이하에서 유의하므로 보다 실질적으로 트위터와 방송보도 빈도를 분석
에 활용하여야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여부의 돼지고기 월별 구매액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
의하나 그 영향력의 크기가 크지 않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미쳤다
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로 보인다. 구제역이 돼지고기 소비에 인구통계변
수가 미치는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구제역의 영향력에
대해서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단기간의 경우 다른 분석을 통해 보충할
필요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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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구제역 발생 시 돈육 소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이론적 배경
(1) 새로운 모형의 필요성
단기적인 관점에서 구제역이 발생여부를 측정할 때에는 회귀분석만으로
는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와 같
이 한 쪽으로 치우쳐진 데이터의 경우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결측치가 많아 결과가 왜곡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토빗-패널 분석을 실
시하였으나 단기간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수가 적어서 이 방법 또한 사용
하기 어렵고 앞서의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 구제역의 영향이 장기적이
지 않아 연구결과로서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데이터가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고, 관측치가 적으며 사건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인센티브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생존
분석(Survival anlaysis)이다. 생존분석은 사건-시간분석이라고도 불리는
데 이는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통계방법이라
는 의미이다.
Hazard는 사건이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증가했다가 사건이 없을 때는 0
이 되기 때문에 자료로부터 직접 측정하기는 어렵다. 대신에 cumulative
hazard function, H(t)을 사용하는데, 이는 t시점까지의 전체 hazard와 같
으며 이 함수의 기울기가 바로 hazard가 된다. 연구기간 동안 hazard 또
는 cumulative hazard function이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
기 때문에, 이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이들의 비(ratio)를 다루는 것이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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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주로 신경중재치료의학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환자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시점에서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다루는데 이러
한 시간은 비정규분포를 이루고 절단(censoring) 될 수 있으므로 시간을
직접 다루지 않고 위험함수의 비를 대상으로 분석한다.(김재균 외, 2009;
Clark 외, 2003)
이 논문에서는 구제역 발생시 소비자의 소비심리회복기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생존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이 모형은 지금까지 농업경제학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분석방법이나 만일 이 분석을 통해 유의한 결과를 얻는
다면 다른 이벤트로 인한 영향력 분석을 할 경우 농업경제학에서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심리요인으로서 새로운 변수의 고려
장기적인 관점에서와 달리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소비자의 심리와 연관되
어있는 변수로서 방송보도 빈도수, 신문보도빈도수나 트위터 개수를 변
수로 사용할 수 있다. Beach(2008) 따르면 조류독감 뉴스 보도 빈도가
높을수록 가금류 소비가 저하되는데 그 이유는 뉴스보도를 통해 소비자
들에게 조류독감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시키기 때문이다. Adda(2007)은
광우병과 육류소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마찬가지로 미디어
에 언급된 광우병에 대해 그 빈도를 조사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처
럼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나 SNS 데이터를 소비자의 심리 변수로 쓸 수
있으나 앞서 분석에서 쓰지 않았던 이유는 사건이 발생한 특정시기를
제외하고서는 미디어나 SNS상에서 이를 다루지 않아서 패널 간에 비교
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석기간을 사건이 발생한 시기부터 사
건이 종식된 시기까지로 설정할 경우 데이터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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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분석에 고려할 수 있게 된다.
(3) 기타 변수에 대한 이론적 고려
이 외에 쓰일 변수에 대해서는 앞서 토빗-패널분석에서 논의하였던 바
와 같이 돼지고기의 대체성과 식품안전사고로서의 구제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수를 설정하게 된다.

2. 연구모형설정
(1) 변수의 설정
1)종속변수
먼저 종속변수로서 돼지고기 심리회복 기간을 사용하였다. 돼지고기 심
리회복기간은 구제역 이후 처음으로 돼지고기를 산 날짜이다. 소비심리
회복 기간으로써 구제역 이전의 구매수준을 회복한 경우를 종속 변수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일별 데이터는 사지 않은 날짜가 너무 많아 이를 충
족시키기 위해서 데이터에 자의적인 해석을 가하게 되므로 분석은 처음으
로 돼지고기를 산 날짜로 설정하였다. 이 때의 event는 돼지고기를 사는
행위이고 돼지고기를 관찰기간 동안 최종적으로 샀을 경우는 1, 사지 않
았을 경우는 0으로 설정한 날짜이다.
2) 독립변수
돼지고기와 대체제로서 닭고기와 소고기의 도매가격은 일별 가격으로 대
체하였다. 그 이유는 종속변수가 일 단위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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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매금액이나 닭고기 구매금액, 소고기 구매금액을 넣지 않았는데 이
는 일별 구매량 데이터의 경우 구매하지 않은 날짜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
별로는 분석할 수 없어 구매금액 데이터는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나이, 소득, 가족 수, 교육 수준, 전업주부여부등의 인구통계 변수는 장
기 분석 시와 같이 동일하게 사용하였는데,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인구통
계변수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나이의 경우, 해가 바뀌면서 달라
지는 점이 존재하여 일부 반영되었다.
방송보도 빈도수, 신무보도도 빈도수, SNS buzz는 구제역이 언급 된 방
송보도, 신문보도, SNS 트위터의 개수로 심리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독립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 때, 장기 분석과 달리 소비자의 트위터 사용 여부,
주매체가 무엇인 지 변수 대신 직접적으로 SNS데이터와 미디어 보도 빈
도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장기 분석의 단위가 월별인 것과 다르게 일
별이어서 보다 정확하게 분석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식
품위해사고의 경우 항상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는 특정시기
에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직접적으로 미디어 보도 빈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단기 분
석의 경우 시간에 따른 데이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디어의 영향을 직접
적으로 변수로 고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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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구제역 발생 시 변수 설정
종속변수

구제역이후

최초

소비심리회복기간
돼지고기구매날짜

가격

돼지고기 도매가격

돼지고기의 kg당 일별
도매가격

대체
제

독립
변수
인구

닭고기의 마리당 일별
닭고기 도매가격
소고기 도매가격
나이
소득
가족수

도매가격
소고기의 kg당 일별 가격
나이와 구제역의 교호작용영향
소득과 구제역의 교호작용영향
패널의 가족 구성원 수

교육수준

중졸이하=0 고졸=1 대졸=2
대학원이상=3

통계
변수

각 패널이 전업주부=1

전업주부여부

아니면=0
방송보도 빈도수
신문보도 빈도수
SNS buzz

방송보도 빈도수
신문보도 빈도수
SNS에 구제역 언급 트윗 수

(2) 분석 모형의 설정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제역의 사건 여파는 2011년 11월 29일
에 시작하여 2011년 3월경에 마무리 되었다. 이 때 2011년 11월 29일에서
보도가 시작된 날짜를 하루 더하여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작하여 돼지
고기를 최초로 구매한 시점을 소비심리회복 기간으로 설정하여 종속변수
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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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구제역 발생 기간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D는 event 변수로서 최종적으로 구매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최종적으로 구매하지 않았다면 0, 구매했다면 1이 된다.
hazard ratio를 계산할 경우 D의 변화가 없으면 구할 수 없으므로 이 모
형은 단기를 분석하는 데에 적합하다.
yit-s변수는 독립변수로 y는 구제역 발생 후 돼지고기를 구매한 소비회
복기간을 의미한다. yit는 돼지고기의 구매량 비율로 전체기간 대비 돼지
고기를 산 사람 수를 통해서 계산되는 hazard ratio를 말한다.
Zt는 독립변수로서 돼지고기가격, 소고기가격, 닭고기가격, 이, 소득, 가
족 수, 교육 수준, 전업주부여부, 방송보도 빈도수, 신무노도 빈도수, SNS
buzz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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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1) 소비자 패널 데이터
농업 진흥청에서 조사한 2009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일별 식품
소비기록을 담은 소비자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수도권의
684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정의 영수증을 수집하여 식품에 관해 작성한
300만 건의 구매 정보이다. 이 정보는 상품명, 구입액, 구입처, 구입 일자,
중량, 결재 수단, 이동 수단, 외식 등의 자료가 포함돼 있다
(2) 트위터 및 블로그 포스팅 수
daum soft에서 제공하는 소셜매트릭스 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온라인
버즈 정보를 활용하였다. 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구제
역’, ‘돼지고기’ 등이 포함된 모든 트위터 및 블로그 포스팅을 전수 수집하
여 구제역 이슈 발생 시 여론에 반영하였다.
(3) 신문 및 방송 보도 빈도
뉴스는 공중파 뉴스(KBS, MBC, SBS)를 대상으로 각 일을 기준으로
방영된 회수를 합하여 구하였다. 신문의 경우 한국ABC협회기준 2010년
신문구독률 1~5위까지의 신문(조선, 중앙, 종아, 한겨레, 경향)의 지면에
다뤄진 기사 수를 세었다. 그 다음 신문 및 방송 보도 빈도를 보도가
있었을 경우를 1 없었을 경우를 0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치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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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1) 분석 결과의 기초 통계량
[표 3-2] 단기 분석 데이터의 기초 통계량 I
변수

평균

최대

최소

돼지고기 일별 도매가격(kg/원)

4,619

7,120

3,171

소고기 일별 도매가격(kg/원)

3,392

4,413

2413

닭고기 일별 도매가격(마리/원)

5.737

7,037 2

4751

47

71

25

378

1,500

50

4

9

1

나이(세)
소득(백만원)
가족수(명)

1) 돼지고기 및 대체제의 가격
각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앞서 분석한 토빗-패널 분석과 유사하다. 돼지
고기의 일별 도매가격은 평균 4,619원으로 소고기의 일벌 도매가격보다
높았다. 이는 소고기가 등급별로 가격 편차가 심하고, 구제역 발생기간동
안 돼지고기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인구통계학적 변수
패널들의 평균 나이는 47세이고 최대 나이는 71세, 최소 나이는 25세이
다. 이는 패널들 대상의 특성상 결혼한 주부들이 많고 1,2인 가구의 비중
- 33 -

이 적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은 평균 378만원이지만 최대
1500만원에서 최소 50만으로 최상위 소득계층과 최하위 소득계층간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 수는 평균적으로 4명이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중학교 졸업이하는 9.08%, 대학원 이상은 1.22%로
그 수가 적고 대부분은 고등학교(54.62%)나 대학교(35.08%)를 졸업한 사
람으로서 어느 정도의 기초 상식이 있는 패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패널의 직업여부로서 전업주부인 경우는 57.94%로 직업을 가진 패널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tv를 주매체로 삼는 패널 수는 77.31%로 매
우 많은 패널이 정보를 얻는 통로로써 tv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문을 주매체로 삼는 패널 수는 30.72%로 tv를 주매체로 삼는 패널 수
에 비하면 적다.
트위터를 사용하는 패널 수는 전체 패널의 36.07%로 그 수가 크지는 않
으나 패널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비교적 많은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
다. 이하 [표2-4] 분석 결과의 기초 통계량 2에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표 3-3] 단기 분석 데이터의 기초 통계량 II
해당
패널수

변수

교육수준

중
학
졸업이하(=0)

전체패널
대비(%)

교

52

9.08

고등학교졸업(=1)

313

54.62

대학교졸업(=2)

201

35.08

대학원이상(=3)

7

1.22

332

57.94

전업주부인 패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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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를 최종적으로 소비하지 않은 사람은 21명으로 전체에서 약 30%
에 해당한다. 즉, 관찰기간 동안 30%의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단 한 번도
소비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표 3-4] 돼지고기를 최종적으로 소비한 사람 비율
소비하지 않은
사람
돼지고기를
최종적으로 소비

소비한 사람

663(96%)

21(4%)

계
684(100%)

신문보도빈도와 방송보도빈도는 보도할 경우 1, 보도하지 않을 경우 0으
로 더미변수화 시켰기 때문에 기초통계량은 생략하도록 한다. SNS buzz
양을 살펴보면 처음 사건이 발생한 1일에서 19일 까지는 조금씩 그 양이
증가하나 구제역이 급격히 확산되는 30일 이후부터은 SNS의 양도 급속
도록 증가하여 낙폭이 있지만 사건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큰 숫자를 유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SNS가 소비자들의 심리를 잘 나타
내는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기이기도 하다.
[그림 3-1] SNS 버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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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의 분석 결과
[표 3-5] 생존 분석의 분석 결과
변수

계수

SNS
방송 보도 빈도
신문 지면 보도 빈도
돼지고기 일별 도매가격
닭고기 일별 도매가격
소고기 일별 도매가격
나이
소득
가족수
교육 수준
전업주부여부
R-square=0.463 ***p<.01 **p<.05 *p<.1

0.0012***
0.0048
0.0013
-0.0050 ***
0.0026 ***
0.0066 ***
-0.0005
0.0003*
0.0314*
-0.0069**
-0.0187

hazard
ratio
1.0012
1.0048
1.0013
0.995
1.0026
1.0066
0.9995
1.0003
1.0319
0.9931
0.9814

생존분석 결과, R-square값이 0.463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유의한 변수로
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도출되었다.
1) 돼지고기 및 대체제의 가격
생존모형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먼저 p-value를 통해 유의한지 유의
하지 않은 지 분석하는 데 이 경우, 돼지고기와 대체재들과의 가격이 유
의하게 도출되었다. 또한 계수를 살펴보면, 돼지고기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돼지고기를 좀 더 늦게 사게 되는 음의 관계를 띄고 있다. harzard ratio
는 1을 기점으로 하여 분석한다. 이 때, hazrd-ratio는 0.995로서 즉, 돼지
가격이 1원 상승할 때, 돼지고기를 사는 시기는 0.5%씩 늦어지는 다는 의
미가 된다.
소고기 가격의 경우, 계수는 0.0066으로 소고기 가격이 올라갈수록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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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는 좀 더 빠르게 사게되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때, hazard
ratio는 1.0066 소비자는 소고기가 올라갈 때, 소비자는 0.6%만큼 원래 사
려던 시기보다 더 빠르게 사게 된다는 것이다.
닭고기 가격의 경우 계수는 0.0026으로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
라갈수록 지고기는 좀 더 빠르게 사게 되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때 hazard ratio는 1.0026으로 소비자는 0.2%만큼 원래 사려던 시기보다
더 빠르게 사게 된다.
2) SNS buzz
SNS buzz량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왔다. 이 때 계수 값은
0.0012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때의 hazard ratio는 1.0012이
로 소비자는 SNS의 영향을 받을 쉬 0.1%만큼 더 빠르게 산다는 결과가
나왔다. 모순된 결과 같지만 SNS buzz량 그래프와 hazard ratio 누적 그
래프를 비교해보면 이 결과를 이해할 수있다.
아래 그림은 hazard ratio의 누적 그래프로서 SNS검색량이 급격히 증가
하는 30일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후 hazard ratio는 일
정하게 유지되다가 60일 전 SNS 검색량이 급격히 올라가는 시점에서 누
적되어 hazrard ratio 또한 급격히 올라간다. 즉, SNS 데이터가 실제 구매
데이터보다 먼저 움직이면서 오히려 소비를 촉진하는 결과를 불러온 것이
다.
3) 인적변수의 영향
앞서 토빗 패널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패널들의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수
가 많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돼지고기 구매액이 감소한다. 이는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구제역 발생에 다른 패널들에 비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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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소득이 많고 가족 수가 많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구매액의 절대치가 증가하여 구제역의 여파에 구애받지 않고 돼지고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 누적 hazard ratio 그래프

5. 소결

돼지고기와 대체재들과의 가격이 돼지고기 소비심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계수를 살펴보면, 돼지고기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돼지고기를 좀 더 늦게 사게 되는 음의 관계를 띄고 있는 반면 소고기와
닭고기 가격의 돼지고기 소비를 촉진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것은 앞서
분석한 토빗-패널 분석과 달리 돼지고기와 대체재간에 명백한 대체재로
서의 의미를 보여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SNS buzz량은 소비자에게 SNS의 영향을 받을 시 0.1%만큼 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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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SNS 데이터가 실제 구매 데이터보다 먼저
움직이면서 실제 패널들으 소비를 예측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적변수의 경우 토빗 패널 분석과 생존분석의 경우와 크게 차이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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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제 1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국내에는 지금까지 식품관련 안전사고가 많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구제
역이나 조류독감과 같은 가축에게 일어나는 질병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
연구는 매우 전통적인 연구 활동 주제이다. 왜냐하면 육류는 식품의 기본
재료로서 농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 FMD)은 구제역 바이러스는 구제역 바
이러스에 의한 급성 전염병으로서, 소와 돼지 등 가축에 대한 전염성이
높은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 중에 하나이다. 구제역이 발생 시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출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정
부에서는 구제역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구제역의 위험성은 돼지나 소의 섭취를 통해
구제역이 감염될지 그렇지 않을지 여부이다. 구제역의 발생이 소비자의
소비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소비자 단위의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구제역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다뤄져 왔지만 그 연구는 국가 전
체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에 치우쳐져 있었다. 때문에 구제역이 소비자들
의 개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면 구제역 발생 시 나타나는 혼란
과 피해를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구제역이 소비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알고 싶다면 식품안전사고로서의 구
제역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기술적 위험성이다. 기술적 위험성은
식품안전사고가 그 기술의 위험성과 이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과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둘째는 식품자체의 위험성이다. 식품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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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험성은 식품의 섭취가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이다. 식품안전사고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 소비자들은 전문
가에 비해 위험성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식품소비에 있어서 감
성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때문에 식품안전사고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할 때는 다른 재화에 관련된 사고와 달리 기술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소비행동에 미치는 문헌연구를 종합하여 구제역의 장기적 영향 여부 분
석 변수의 설정하고 단기적으로 토빗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토빗패널
분석 결과, 구제역의 식품안전사고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속변수를 돼
지고기 월별 구매액, 독립변수를 돼지고기 가격과 대체재들의 월별 구매
액과 가격, 구제역 발생 여부와 인구통계변수로 선정하여 토빗-패널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돼지고기 가격과 대체재들의 영향력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패널들의 소득과 가족 수 및 교육수준의 유의수준 0.5이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와서 구제역이 발생할 시에 소득과 가족 수가 영향
을 미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구제역
발생에 민감하다. 그러나 소즉이 높고 가족수가 많으면 구제역 발생여부
에 상관없이 구매 절대액이 증가하여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풀
이된다.
또한 tv를 주 매체로 하는 패널과 트위터를 사용하는 패널들의 경우에는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한 결과를 보인다. 다만 이 분석에서는 그 유의성이
0.1이하에서 유의하므로 보다 실질적으로 트위터와 방송보도 빈도를 분석
에 활용하여야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여부의 돼지고기 월별 구매액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
의하나 그 영향력의 크기가 크지 않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미쳤다
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로 보인다. 구제역이 돼지고기 소비에 인구통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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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구제역의 영향력에 대해서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단기간의 경우 다른 분석을 통해 보충할 필요가
발생한다.
이에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구제역 발생 시 돈육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돼지고기와 대체재들과의 가격
이 돼지고기 소비심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계수
를 살펴보면, 돼지고기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돼지고기를 좀 더 늦게 사게
되는 음의 관계를 띄고 있는 반면 소고기와 닭고기 가격의 돼지고기 소비
를 촉진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것은 앞서 분석한 토빗-패널 분석과 달
리 돼지고기와 대체재간에 명백한 대체재로서의 의미를 보여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SNS buzz량은 소비자에게 SNS의 영향을 받을 시 0.1%만큼 더 빠르게
산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SNS 데이터가 실제 구매 데이터보다 먼저
움직이면서 오히려 소비를 촉진하는 것처럼 보이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2. 시사점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사점이 있다. 먼저, 구제역
과 같은 식품관련 사고의 영향에 미치는 요인을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했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앞서 살펴 본 농경제학에서의 식품관련 사고들에
대한 논문들은 대체로 구제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미시적 관점에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구제역의 영향에 대
해 분석하여 구제역 발생 시 교육수준과 소득, 가족수를 고려하고 SNS에
나타나는 여론 동향을 고려하면 구제역 여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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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이처럼 미시적은 측면에서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단기적인 관점에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생존모형을 도
입하였는데, 이는 농업경제학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모형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통 어떤 사건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농업경제학에
서는 회귀분석 등이 사용되는데 이는 식품사고처럼 단기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 나타나는 패널들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에 있어 적합하지
못하다. 반면 생존분석은 데이터가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에서 사
건의 영향력의 지속시간을 비율을 통해서 확인하므로 식품사고 영향을 분
석하는 것에는 더 적합하다. 다른 사고에서도 이 모형을 도입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여론의 동향을 보여주는 SNS 데이터를 도입하여 이를 통해
소비행동 회복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후 분석에서 사람들의 심리
를 반영할 때 설문 뿐만 아니라 SNS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준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SNS는 계속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담고 있는 데
이터의 양도 늘어나는데 이를 각종 분석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다루었던 사람의 심리를 분석에 직접적
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무적 측면에서는 여론의 동요를 빨리 파악하고 대처할 때 정부부처에
서 SNS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방송, 신문보도
가 돼지고기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성이 없어서 정부부처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신문방송보다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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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패널의 편향성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 했다는 점이 있다. 전체 인구에 비
해 10-20대의 비율이 매우 적으며 60대 이상의 비율도 적어 1-2인 가구
의 비율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따. 이는 차후 패널을 편성하면서
패널데이터에 부족한 인구데이터를 추가하여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SNS데이터가 실제 식품 구매보다 선행하여 일어난다는 점에
있어 통계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다. 실제 재품구매보다 선행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계열 분석
이나 DID분석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생존률을 분석
에 도입한 사례가 없어 분석에 활용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보완하여 실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점을 보여 연구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로서는 다양화된 패널을 바탕으로 다음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에 이 논문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보다 정합성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계열 분석 등 생존률과 SNS데이터간에 통계적
유의성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도입하여 보다 설득력있는
연구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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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소비자패널 마트규제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농식품 소비자의 소비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현황
파악을 위해 2월 가계부 조사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설문조사입니다.

본 조사의 응답 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연구조사목적 이외에는 다
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10분
가량 시간을 내셔서 설문에 응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건
승을 기원합니다!

-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조사팀
1. 유통법 개정안 통과로 시행되는 대형유통업체(대형마트, SSM) 영
업시간 규제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① 찬성함
② 중립
③ 반대함
2.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 이후에 평소보다 이용이 늘어난 곳은
어디인가요?
① 없음 ② 재래시장 ③ 동네 중형마트 ④ 동네 슈퍼마켓 ⑤ 편
의점 ⑥기타(
)
3. 재래시장에서의 장보기는 대형유통업체를 이용할 때 와 비교했을
때 만족스럽습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차
이 없음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4. 귀하께서는 뉴스를 어떤 매체를 통해 주로 접하십니까?
① TV
② 신문
③ 라디오
④ 인터넷
⑤ SNS
(
)

⑥ 기타

5. 귀하께서 이용하고 계신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없음 ② 페이스북 ③ 트위터 ④ 미투데이 ⑤ 카카오스토
리 ⑥ 기타(
)
6. 귀하께서는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기오염도, 수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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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등)를 신뢰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매우 신뢰함

③ 보통임

④ 신뢰함

⑤

7. 귀하께서는 총 몇 개의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① 없음
②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이상
8. 귀하께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십니까? ① 사용하고 있음 ② 사용
안함
9. 귀하께서는 현금영수증을 챙기시는 편입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보통임 ④ 챙김 ⑤ 반
드시 챙김
10. 귀하께서는 대형마트에서 제공하는 쿠폰을 받고 계십니까? ① 받
고 있음 ② 받지 않음
또한, 귀하께서는 대형마트 멤버십 카드를 소지하고 계십니까?
① 있음 ② 없음
11. 귀하께서는 대형마트와 제휴된 신용카드 또는 통신사 할인카드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① 사용하고 있음 ② 사용안함
12. 대형마트에서 쇼핑할 때, 귀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신용카드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만약 있다면 주로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복수응답가능)
① 할인 ② 적립금(포인트) ③ 쿠폰 지급 ④ 선물 ⑤ 기타(
)
13. 귀하께서는 대형마트의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음 ② 없음
14. 귀하께서는 건강 관련 기사를 자주 읽으시는 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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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혀 읽지 않음
자주 읽음

② 읽지 않음

③ 보통임

④ 읽음

⑤

15. 현재 건강상태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 년
16.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일들을 자주 달성해 왔습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다
17. 새롭게 시도하는 일들을 대체로 잘해내는 편입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다 ⑤ 매우 그렇다

)
④ 그렇

18. 인생의 성공을 위해 발전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다
19. 성장기에 부모님의 지시를 얼마나 잘 준수하셨습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다
20. 성장기에 부모님이 못마땅해 하는 행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다
21.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곤경에 처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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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그렇

22.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23. 가구주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24. 가족 구성원 중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 수와 65세 이상 노령층의 수
는 어떻게 되십니까?
초등학생 이하 (
)명,
65세 이상 (
) 명

- 54 -

Abstract
The Impact of Foot-and-Mouth
Disease on Pork Consumption:
Analysis of Consumer Response
to Media
So Hyun Kim
Regional Inform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food safety incidents have occurred many times in Korea. Among
the food safety incidents, the disease of the livestock like
foot-and-mouth disease(FMD) or avian influenza(AI) have been the
traditional topics when researchers conducted the economic impacts
analysis on incidents. Because, meat consumption get a large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consumption as basic materials. Escpecially
Korean governments have concernd about FMD which is the key point
of the decision of the FMD-free nation. So, existing analysis were
focus on the national economic impact of the F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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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 risk for infections of FMD by taking the livestok is
more important than the national economical impact for consumers. If
we analyze the the effect of FMD on the individual consomption, then
the damage of the FMD can be controlled effectively.
FMD has disease has two characteristics as a food safety incidents.
First, FMD has technical risk. Food safety incidents need considerable
scientific knowledge to understand the certain incidents. Second, FMD
has biological risk. It means that the taking food affects the lives and
health of consumers directly. Because of two characteristics, consumers
response to the consumption of food emotionally when the food safety
incidents occur unlike experts of incidents. So, psychological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when the analysis of food safety incidents
conducted.
According to the literature review on consumer behavior and
foot-and-mouth disease, pork purcahse price is considered as a
dependent variable. pork wholesale price, chicken wholesale price and
purcahse price, meat wholesale price and purchase price, whether
foot-and-mouth disease occurred, age, income, family number,
education level, house wife, main media, tweets are considered as
independent variables.
As a long-term point of view, Tobit-panel analysis i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FMD. The substitutional goods consumption
decrease when pork consumption decrease. Income, family number and
education level affects on the pork consumption. Especailly if the
panels have higher education level, the consume less pork.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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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had educated people reacted to the FMD more rationally. Also,
panels who moslty used tv and tweet consume less pork comparison
to the consumption before FMD.
The panels consume less pork whether foot-and-mouth disease
occurred, but the size of impact is not so influential. So, short-term
analysis is needed to in order to clarify the influence of the FMD.
As a short-terim analysis, survival analysis is conducted. Unlike the
result of Tobit-Panel anaysis substitutional goods increase when pork
consumption decrease. Because the range of price fluctuation is narrow
in the short-term. SNS buzz move faster than the pork consumption.
It affects on the pork consumption sentiment recovery period as much
as 0.1%.
This paper has three implications in academic terms. First, it analyse
the economical impact of .FMD microscopic viewpoint unlike other
papers. It shows that education level, income, family number and SNS
can be used to expedite the pork consumption when FMD happens.
Second, this paper introduce the survival analysis which is not so
used in agricultural economics. Since the survival analysis is suitable
for analysis of the certain event influences in short-term, it can be
used in many ways in agricultural economics.
Third, this paper used SNS data as trends of opinion. It shows that
SNS data reflects the sentiment of the people, so it can be used
instead of the survey. In the imperical terms, It shows that the
governments can use SNS to identify and respond quickly public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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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First, the paenl data has bias. It
can be solved by the supplement of one or two person households.
Second, the relation between SNS data and pork consumption should
be proved statistically.
In the further research, I will anaysis the impact of the other food
safey incidents based on the supplemented panel data. Also I will
conduct the statistical analysis like time-series analysis to prove the
relation between SNS data and pork consumption stat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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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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