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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축산물 유통 현황

국내국내국내국내 축산물축산물축산물축산물 가공가공가공가공∙∙∙∙유통시설유통시설유통시설유통시설 현황현황현황현황

전국전국전국전국 도축장도축장도축장도축장 수는수는수는수는 82828282개소개소개소개소

소+돼지 73개소, 돼지 9개소

20천 두 규모 이상 대규모 도축장 9개소에서 46% 도축

도축장 내 가공처리 비율 : 소 18.9%, 돼지 35% 수준

전국전국전국전국 식육가공업체는식육가공업체는식육가공업체는식육가공업체는 2,4912,4912,4912,491개소개소개소개소전국전국전국전국 식육가공업체는식육가공업체는식육가공업체는식육가공업체는 2,4912,4912,4912,491개소개소개소개소

도축장내 149개소, 도축장 밖 2,342개소

부분육 생산 및 정육점, 중간유통업체, 요식업체, 대량급식처 공급

식육포장처리업체는식육포장처리업체는식육포장처리업체는식육포장처리업체는 1,2621,2621,2621,262개소개소개소개소

연간 529천 톤 처리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규모 업체는 839개소(66%)로 주로 틈새시장
인 요식업소 등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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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축산물 유통 현황

국내국내국내국내 축산물축산물축산물축산물 유통유통유통유통 구조구조구조구조

주요주요주요주요 유통경로유통경로유통경로유통경로

쇠고기: 정육점 49%, 대형유통업체 25%

돼지고기: 정육점 31%, 대형유통업체 39%

단계별단계별단계별단계별 유통비용률유통비용률유통비용률유통비용률 분석분석분석분석(2008(2008(2008(2008년년년년 기준기준기준기준))))

쇠고기: 출하 0.4%, 도매 3.8%, 소매 36.3%, 합계 40.5%쇠고기: 출하 0.4%, 도매 3.8%, 소매 36.3%, 합계 40.5%

돼지고기: 출하 1.0%, 도매 17.6%, 소매 30.2%, 합계 48.8%

원인별원인별원인별원인별 유통비용률유통비용률유통비용률유통비용률 분석분석분석분석(2008(2008(2008(2008년년년년 기준기준기준기준))))

쇠고기: 직접비 3.8%, 간접비 12.4%, 이윤 24.3%, 합계 40.5%

돼지고기: 직접비 6.8%, 간접비 29.9%, 이윤 12.1%, 합계 48.8%

식육판매업소식육판매업소식육판매업소식육판매업소 전국에전국에전국에전국에 48484848천천천천 개소개소개소개소, , , , 서울서울서울서울 및및및및 기타기타기타기타 광역시에광역시에광역시에광역시에 41.7% 41.7% 41.7% 41.7% 분포분포분포분포

정육점이 62.8%로 가장 큰 비중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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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축산물 유통 현황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유통마진유통마진유통마진유통마진 변화변화변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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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축산물 유통 현황

국내국내국내국내 축산물축산물축산물축산물 유통의유통의유통의유통의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생산생산생산생산, , , , 가공가공가공가공, , , , 판매단계판매단계판매단계판매단계 조직화조직화조직화조직화 미흡으로미흡으로미흡으로미흡으로 시장시장시장시장 대응력대응력대응력대응력 취약취약취약취약

산지 생산자 조직화 미흡 : 장기적인 고품질 원료육 계획 공급 어려움

안정적, 고정적인 유통채널 확보 미약 : 계통출하 비율 미약

농협의 경우 수직계열화 미흡하며 의사결정자의 전문성과 전략 취약

도축도축도축도축, , , , 가공의가공의가공의가공의 일관화일관화일관화일관화 미흡미흡미흡미흡 및및및및 위생위생위생위생 처리시설처리시설처리시설처리시설 낙후낙후낙후낙후

4

지육 중심 유통으로 위생과 안전성 문제 발생 가능성 상존

높은 물류비와 추가적인 유통비용 발생 : 부가가치?

신유통신유통신유통신유통 성장에성장에성장에성장에 대응하는대응하는대응하는대응하는 미래지향적미래지향적미래지향적미래지향적 유통유통유통유통····물류시스템물류시스템물류시스템물류시스템 부재부재부재부재

대형유통업체, 대량급식업체, 무점포거래 등의 확대 추세

대형화·규모화하는 유통업체 물량수요 대응력 부족: 시장지배력 상실

틈새시장을 겨냥한 소규모 영세업체 난립으로 복잡 다단한 유통구조

도매시장 중심의 경매기능에서 예약거래와 유통단계 단축으로의 이행
필요



쇠고기 소비패턴 조사 결과

소비자소비자소비자소비자 조사조사조사조사 개요개요개요개요

2009200920092009년년년년 8888월월월월 수도권수도권수도권수도권 거주거주거주거주 주부주부주부주부 450450450450명명명명 대상대상대상대상 조사조사조사조사 실시실시실시실시

연령연령연령연령 분포분포분포분포: 25 : 25 : 25 : 25 –––– 54545454세세세세, , , , 대졸대졸대졸대졸 이상이이상이이상이이상이 절반절반절반절반 이상을이상을이상을이상을 차지차지차지차지

거주지거주지거주지거주지: : : : 경기경기경기경기 49%, 49%, 49%, 49%, 서울서울서울서울 40%, 40%, 40%, 40%, 인천인천인천인천 11%11%11%11%

4444인인인인 가족이가족이가족이가족이 대다수대다수대다수대다수, , , , 월평균소득은월평균소득은월평균소득은월평균소득은 300300300300----499499499499만만만만 원이원이원이원이 가장가장가장가장 많음많음많음많음

쇠고기는쇠고기는쇠고기는쇠고기는 한우한우한우한우, , , , 육우육우육우육우, , , , 수입육을수입육을수입육을수입육을 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 질문함질문함질문함질문함((((젖소고기젖소고기젖소고기젖소고기 제외제외제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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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소비패턴 조사 결과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차이점차이점차이점차이점 인지인지인지인지 여부여부여부여부

한우와한우와한우와한우와 수입육의수입육의수입육의수입육의 차이점은차이점은차이점은차이점은 잘잘잘잘 인식하고인식하고인식하고인식하고 있지만있지만있지만있지만 한우와한우와한우와한우와 육우의육우의육우의육우의 차이차이차이차이

점에점에점에점에 대해서는대해서는대해서는대해서는 인식하지인식하지인식하지인식하지 못하는못하는못하는못하는 소비자가소비자가소비자가소비자가 절반절반절반절반 이상을이상을이상을이상을 차지함차지함차지함차지함....

응답자의 연령이 높거나 학력이 낮을수록 한우와 육우의 차이점을 정확
히 알지 못하는 경향이 높음.

단위 : 명, %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차이점차이점차이점차이점 인지인지인지인지 여부여부여부여부

6

구구구구 분분분분 응답자수응답자수응답자수응답자수 비율비율비율비율

한우, 육우, 수입육의 차이점을 잘 안다 191 42.4

육우에 대해 전혀 모른다 88 19.6

한우와 육우의 차이점을 잘 안다 18 4.0

육우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 142 31.6

전혀 모른다 11 2.4

합계 450 100.0

단위 : 명, %



쇠고기 소비패턴 조사 결과

미래미래미래미래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소비량소비량소비량소비량 변화변화변화변화

3333년년년년 뒤뒤뒤뒤 소비자들은소비자들은소비자들은소비자들은 현재의현재의현재의현재의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소비량을소비량을소비량을소비량을 유지하거나유지하거나유지하거나유지하거나 향후향후향후향후 조금조금조금조금

더더더더 늘릴늘릴늘릴늘릴 의향이의향이의향이의향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으로것으로것으로것으로 분석됨분석됨분석됨분석됨.  .  .  .  이는이는이는이는 음식점원산지표시제와음식점원산지표시제와음식점원산지표시제와음식점원산지표시제와 쇠쇠쇠쇠

고기이력추적제고기이력추적제고기이력추적제고기이력추적제 등이등이등이등이 소비자의소비자의소비자의소비자의 신뢰감을신뢰감을신뢰감을신뢰감을 제고하여제고하여제고하여제고하여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구매의향구매의향구매의향구매의향

이이이이 증가하였거나증가하였거나증가하였거나증가하였거나, , , , 소비촉진을소비촉진을소비촉진을소비촉진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광고광고광고광고 등의등의등의등의 영향에영향에영향에영향에 의한의한의한의한 것으로것으로것으로것으로 보보보보

임임임임....

쇠고기 소비량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 39.1%

7

쇠고기 소비량이 현재와 비슷할 것: 57.6%

쇠고기 소비량이 현재보다 감소할 것: 3.3%

만만만만 40404040세세세세 미만은미만은미만은미만은 미래미래미래미래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소비량소비량소비량소비량 증가증가증가증가, , , , 반면반면반면반면 40404040세세세세 이상은이상은이상은이상은 유지유지유지유지

또는또는또는또는 감소감소감소감소

소득요인보다 연령요인이 한우소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다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임.

따라서 소득에 비중을 둔 마케팅 전략보다는 소비자 연령에 기초한 마
케팅 전략 수립 필요함. 



쇠고기 소비패턴 조사 결과

구구구구 분분분분
3333년년년년 후후후후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소비량소비량소비량소비량 전망전망전망전망

증가증가증가증가 비슷비슷비슷비슷 감소감소감소감소 소계소계소계소계

만25~29세
응답자수(명)

비율(%)
22

44.9
26

53.1
1

2.0
49

100.0

만30~34세 응답자수(명)
비율(%)

51
50.0

49
48.0

2
2.0

102
100.0

만35~39세 응답자수(명) 34 38 1 73

3333년년년년 후후후후 가정가정가정가정 내내내내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소비량소비량소비량소비량 전망전망전망전망 결과결과결과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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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5~39세 응답자수(명)
비율(%)

34
46.6

38
52.1

1
1.4

73
100.0

만40~44세 응답자수(명)
비율(%)

38
28.8

88
66.7

6
4.5

132
100.0

만45~49세 응답자수(명)
비율(%)

19
4.2

33
7.3

5
1.1

57
12.7

만50~54세
응답자수(명)

비율(%)
12
2.7

25
5.6

0
0.0

37
8.2

전체 응답자수(명) 176 259 15 450

전체 비율(%) 39.1 57.6 3.3 100.0



쇠고기 소비패턴 조사 결과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적정가격에적정가격에적정가격에적정가격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인식인식인식인식 조사조사조사조사

한우고기와한우고기와한우고기와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에수입쇠고기에수입쇠고기에수입쇠고기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소비자의소비자의소비자의소비자의 적정가격적정가격적정가격적정가격 의견을의견을의견을의견을 조사조사조사조사

2009년 8월의 한우 등심 냉장육 중등급 가격(22,650원/600g)과 호
주산 냉장 쇠고기 중등급 가격(18,179원/600g)을 기준으로 제시

구구구구 분분분분 한우한우한우한우 등심등심등심등심 한우한우한우한우 불고기불고기불고기불고기 수입육수입육수입육수입육 등심등심등심등심 수입육수입육수입육수입육 불고기불고기불고기불고기

단위 : 원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600g600g600g600g당당당당 적정가격적정가격적정가격적정가격 수준수준수준수준 조사조사조사조사 결과결과결과결과

9

구구구구 분분분분 한우한우한우한우 등심등심등심등심 한우한우한우한우 불고기불고기불고기불고기 수입육수입육수입육수입육 등심등심등심등심 수입육수입육수입육수입육 불고기불고기불고기불고기

전체평균 19,390 16,196 13,742 11,298

연
령

만 25~39세 19,370 16,39616,39616,39616,396 13,98113,98113,98113,981 11,57511,57511,57511,575

만 40~54세 19,40919,40919,40919,409 15,997 13,504 11,025

거
주
지
역

서울 강북 19,56219,56219,56219,562 15,868 13,602 11,253

서울 강남 19,186 15,668 13,619 10,902

인천 19,257 16,152 13,560 11,040

경기 19,44519,44519,44519,445 16,56216,56216,56216,562 13,89013,89013,89013,890 11,54911,54911,54911,549



쇠고기 소비패턴 조사 결과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적정가격에적정가격에적정가격에적정가격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인식인식인식인식 조사조사조사조사

과거과거과거과거 선행연구선행연구선행연구선행연구 결과와결과와결과와결과와 본본본본 조사의조사의조사의조사의 지불의사금액을지불의사금액을지불의사금액을지불의사금액을 비교할비교할비교할비교할 경우경우경우경우, , , , 조사조사조사조사

시점에시점에시점에시점에 제시된제시된제시된제시된 기준가격에기준가격에기준가격에기준가격에 따라따라따라따라 편차는편차는편차는편차는 있지만있지만있지만있지만 실제실제실제실제 시장가격에시장가격에시장가격에시장가격에 비비비비

해해해해 소비자들의소비자들의소비자들의소비자들의 한우고기에한우고기에한우고기에한우고기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지불의사는지불의사는지불의사는지불의사는 시간이시간이시간이시간이 갈수록갈수록갈수록갈수록 증가함증가함증가함증가함. . . . 

단위 : 원

한우고기한우고기한우고기한우고기 적정가격에적정가격에적정가격에적정가격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선행연구선행연구선행연구선행연구 결과와의결과와의결과와의결과와의 비교비교비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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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구구구구 분분분분 적정적정적정적정 가격가격가격가격 실제실제실제실제 시장시장시장시장 가격가격가격가격

정민국 외(2002)
600g 기준

15,175 (55 %) 27,600

한성일 외(2004)
1kg 기준

18,317 (63 %) 29,200

김종우(2005)
600g 기준

17,131 (76 %) 22,500

본 조사(2009)
600g

19,390 (86 %) 22,650



쇠고기 소비패턴 조사 결과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안전성안전성안전성안전성 관련관련관련관련 인식인식인식인식 변화변화변화변화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구입시구입시구입시구입시 안전성에안전성에안전성에안전성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판단기준에판단기준에판단기준에판단기준에 대해대해대해대해 과거과거과거과거 선행연구와선행연구와선행연구와선행연구와 다다다다

른른른른 결과결과결과결과 나타남나타남나타남나타남....

선행연구(차주희, 2007): 판매장소 위생상태 > 인증 > 브랜드 명

본 연구: 원산지 > 인증 > 판매자에 대한 신뢰 > 육안으로 보이는 상태

특히 브랜드의 경우 가장 낮은 답변을 얻음. 

단위 : 명,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안정성에안정성에안정성에안정성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판단판단판단판단 기준기준기준기준

11

구구구구 분분분분
1111순위순위순위순위 2222순위순위순위순위

계계계계
응답자수응답자수응답자수응답자수 비율비율비율비율 응답자수응답자수응답자수응답자수 비율비율비율비율

구분할 기준이 없음 11 2.4 0 0.0 2.4

브랜드 10 2.2 23 5.3 7.5

판매장소의 위생상태 9 2.0 40 9.1 11.1

판매자에 대한 신뢰 27 6.0 84 19.2 25.2

각종 인증서 147 32.7 114114114114 26.026.026.026.0 58.7

원산지 224224224224 49.849.849.849.8 105 24.0 73.873.873.873.8

육안으로 보이는 신선도 22 4.9 71 16.2 21.1

기타 0 0.0 1 0.2 0.2

합계 450 100.0 438 100.0 200.0

단위 : 명,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안정성에안정성에안정성에안정성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판단판단판단판단 기준기준기준기준



쇠고기 소비패턴 조사 결과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안전성안전성안전성안전성 관련관련관련관련 제도에제도에제도에제도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태도태도태도태도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관련관련관련관련 음식점음식점음식점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와원산지표시제도와원산지표시제도와원산지표시제도와 이력추적제에이력추적제에이력추적제에이력추적제에 대해서대해서대해서대해서 비교적비교적비교적비교적

만족이라는만족이라는만족이라는만족이라는 답변이답변이답변이답변이 많음많음많음많음....

과거 연구에서도 이력추적제 도입 필요성에 높은 공감 표시

음식점원산지표시제에 부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위반사
례 적발에 대한 언론보도 때문으로 판단됨.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관련관련관련관련 정부정부정부정부 정책정책정책정책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12

단위 : 명, %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관련관련관련관련 정부정부정부정부 정책정책정책정책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구구구구 분분분분
음식점음식점음식점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원산지표시제도원산지표시제도원산지표시제도 이력추적제도이력추적제도이력추적제도이력추적제도

응답자수응답자수응답자수응답자수 비율비율비율비율 응답자수응답자수응답자수응답자수 비율비율비율비율

매우 만족한다 37 8.2 69 15.3

만족한다 128 28.4 213213213213 47.347.347.347.3

중간이다 197197197197 43.843.843.843.8 132 29.3

불만족한다 71 15.8 33 7.3

매우 불만족한다 17 3.8 3 0.7

합계 450 100.0 450 100.0



쇠고기 소비패턴 조사 결과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안전성안전성안전성안전성 관련관련관련관련 제도에제도에제도에제도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태도태도태도태도

제도제도제도제도 도입에도입에도입에도입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부정부정부정부정 유통의유통의유통의유통의 근절근절근절근절 가능성에가능성에가능성에가능성에 긍정적긍정적긍정적긍정적 평가가평가가평가가평가가

많음많음많음많음....

특히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둔갑판매 근절 가능성에 대한 긍
정적 답변이 유도됨.

학력이 높을수록 제도도입에 따른 둔갑판매 근절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고졸 22.7%, 전문대졸 23.0%, 대졸 30.5%)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고학력자 사이에 존재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고학력자 사이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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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 근절될 것이다 23 5.1

근절될 것이다 163163163163 36.236.236.236.2

보통이다 142 31.6

그렇지 않을 것이다 114 25.3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8 1.8

합계 450 100.0

단위 : 명, %
정책도입에정책도입에정책도입에정책도입에 따른따른따른따른 둔갑판매둔갑판매둔갑판매둔갑판매 근절근절근절근절 여부여부여부여부



쇠고기 소비패턴 조사 결과

가정가정가정가정 내내내내 식재료로식재료로식재료로식재료로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구매행태구매행태구매행태구매행태 : : : : 구매량과구매량과구매량과구매량과 지출액지출액지출액지출액

구 분 응답자수 비율

한우고기 243 54.0

국내산 육우고기 60 13.3

수입쇠고기 59 13.1

구분 없이 구매한다 86 19.1

잘 모르겠다 2 0.4

단위 : 명, %
가정에서가정에서가정에서가정에서 식재료로식재료로식재료로식재료로 구매하는구매하는구매하는구매하는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비율비율비율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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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다 2 0.4

합계 450 100.0

구 분 1회 평균 구매량
1회 구매 시
평균 지출액

600g 기준
평균 지출액

한우고기 732.0 30,087 24,660

국내산 육우고기 738.0 23,073 18,759

수입쇠고기 844.8 20,170 14,325

단위 : g, 원

가정소비를가정소비를가정소비를가정소비를 위한위한위한위한 1111회회회회 평균평균평균평균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구매량과구매량과구매량과구매량과 지출액지출액지출액지출액



쇠고기 소비패턴 조사 결과

가정가정가정가정 내내내내 식재료로식재료로식재료로식재료로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구매행태구매행태구매행태구매행태 : : : : 구매량과구매량과구매량과구매량과 지출액지출액지출액지출액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구매량구매량구매량구매량 및및및및 지출금액과지출금액과지출금액과지출금액과 소득과의소득과의소득과의소득과의 관계에관계에관계에관계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교차분석교차분석교차분석교차분석 결과결과결과결과, , , , 

소득과소득과소득과소득과 쇠고기에의쇠고기에의쇠고기에의쇠고기에의 지출금액은지출금액은지출금액은지출금액은 통계적으로통계적으로통계적으로통계적으로 유의한유의한유의한유의한 관계가관계가관계가관계가 있으나있으나있으나있으나 소소소소

비량은비량은비량은비량은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음않음않음않음. . . . 

특히특히특히특히 한우고기의한우고기의한우고기의한우고기의 경우경우경우경우 소득이소득이소득이소득이 증가할수록증가할수록증가할수록증가할수록 지출액도지출액도지출액도지출액도 함께함께함께함께 증가함증가함증가함증가함. . . . 이이이이

는는는는 소비자소비자소비자소비자 소득이소득이소득이소득이 증가할증가할증가할증가할 때때때때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소비량이소비량이소비량이소비량이 증가하는증가하는증가하는증가하는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는는는는 소비자소비자소비자소비자 소득이소득이소득이소득이 증가할증가할증가할증가할 때때때때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소비량이소비량이소비량이소비량이 증가하는증가하는증가하는증가하는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상대적으로상대적으로상대적으로상대적으로 가격이가격이가격이가격이 비싼비싼비싼비싼 한우고기의한우고기의한우고기의한우고기의 선호부위선호부위선호부위선호부위 소비가소비가소비가소비가 증가함을증가함을증가함을증가함을 의미의미의미의미

예를 들어, 불고기에서 등심으로의 소비 변화를 의미

양적 변화가 아닌 질적 변화

가정가정가정가정 소비를소비를소비를소비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연간연간연간연간 소비량으로소비량으로소비량으로소비량으로 환산할환산할환산할환산할 경우경우경우경우 국내산국내산국내산국내산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이용이용이용이용

률이률이률이률이 72%(72%(72%(72%(한우한우한우한우 48.3%, 48.3%, 48.3%, 48.3%, 육우육우육우육우 23.6%)23.6%)23.6%)23.6%)에에에에 육박함육박함육박함육박함....

50% 수준의 국내산 자급률 고려할 때, 수도권 이외 지역과 외식업체
중심으로 수입쇠고기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해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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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소비패턴 조사 결과

가정가정가정가정 내내내내 식재료로식재료로식재료로식재료로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구매행태구매행태구매행태구매행태 : : : : 구매구매구매구매 장소장소장소장소 선택선택선택선택

품질품질품질품질 좋은좋은좋은좋은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구매를구매를구매를구매를 위해위해위해위해 선택하게선택하게선택하게선택하게 되는되는되는되는 판매점판매점판매점판매점

1순위: 브랜드육 전문매장, 2순위: 농축협매장

구구구구 분분분분
1111순위순위순위순위 2222순위순위순위순위

계계계계

단위 : 명, %

품질품질품질품질 좋은좋은좋은좋은 쇠고기를쇠고기를쇠고기를쇠고기를 구입할구입할구입할구입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판매장판매장판매장판매장

16

구구구구 분분분분 계계계계
응답자수응답자수응답자수응답자수 비율비율비율비율 응답자수응답자수응답자수응답자수 비율비율비율비율

동네 정육점 44 9.8 54 12.0 21.8

백화점 식육코너 59 13.1 62 13.8 26.9

농축협매장 126 28.0 147147147147 32323232.7.7.7.7 60.760.760.760.7

대형할인매장 81 18.0 99 22.0 40.0

브랜드육 전문매장 140140140140 31.131.131.131.1 88 19.6 50.7

합계 450 100.0 450 100.0 200.0



쇠고기 소비패턴 조사 결과

가정가정가정가정 내내내내 식재료로식재료로식재료로식재료로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구매행태구매행태구매행태구매행태 : : : : 구매구매구매구매 장소장소장소장소 선택선택선택선택

저렴한저렴한저렴한저렴한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구매를구매를구매를구매를 위해위해위해위해 선택하게선택하게선택하게선택하게 되는되는되는되는 판매점판매점판매점판매점

1순위: 대형할인매장, 2순위: 농축협매장

구구구구 분분분분
1111순위순위순위순위 2222순위순위순위순위

계계계계

단위 : 명, %

쇠고기를쇠고기를쇠고기를쇠고기를 저렴하게저렴하게저렴하게저렴하게 구입할구입할구입할구입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판매장판매장판매장판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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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구 분분분분 계계계계
응답자수응답자수응답자수응답자수 비율비율비율비율 응답자수응답자수응답자수응답자수 비율비율비율비율

동네 정육점 110 24.4 86 19.1 43.6

백화점 식육코너 7 1.6 11 2.4 4.0

농축협매장 108 24.0 150150150150 33.333.333.333.3 57.3

대형할인매장 177177177177 39.339.339.339.3 142 31.6 70.970.970.970.9

브랜드육 전문매장 48 10.7 61 13.6 24.2

합계 450 100.0 450 100.0 200.0



쇠고기 소비패턴 조사 결과

가정가정가정가정 내내내내 식재료로식재료로식재료로식재료로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구매행태구매행태구매행태구매행태 : : : : 구매구매구매구매 장소장소장소장소 선택선택선택선택

평소에평소에평소에평소에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구입시구입시구입시구입시 자주자주자주자주 이용하는이용하는이용하는이용하는 곳과곳과곳과곳과 선택선택선택선택 이유이유이유이유

1순위: 대형할인마트 식육매장, 2순위: 동네 정육점

품질이나 가격보다는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선택

구구구구 분분분분
한우고기한우고기한우고기한우고기 육우고기육우고기육우고기육우고기 수입쇠고기수입쇠고기수입쇠고기수입쇠고기

단위 :  %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구입구입구입구입 장소장소장소장소 선택선택선택선택 이유이유이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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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구 분분분분
1111순위순위순위순위 2222순위순위순위순위 1111순위순위순위순위 2222순위순위순위순위 1111순위순위순위순위 2222순위순위순위순위

품질이 좋아서 22.1 13.8 13.2 10.5 7.5 4.2

가격이 저렴해서 11.6 14.9 23.1 21.0 29.0 20.1

근거리이거나 교통이 편해서 31.131.131.131.1 17.4 36.936.936.936.9 21.6 30.730.730.730.7 20.1

원하는 브랜드육 구입 가능 8.2 9.4 0.0 0.0 0.0 0.0

쇠고기 이외 상품 구입 가능 15.5 26.626.626.626.6 14.8 27.227.227.227.2 26.9 38.638.638.638.6

가격, 근량을 속이지 않아서 11.2 17.9 10.2 14.5 4.8 10.8

기타 0.2 0.0 1.8 5.2 1.2 6.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쇠고기 소비패턴 조사 결과

외식소비에서외식소비에서외식소비에서외식소비에서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구매행태구매행태구매행태구매행태 : : : : 개요개요개요개요

외식시외식시외식시외식시 65.1%65.1%65.1%65.1%의의의의 소비자가소비자가소비자가소비자가 원산지를원산지를원산지를원산지를 구분구분구분구분

외식횟수 월 평균 3.4회, 이중 쇠고기 섭취 1.5회

외식시외식시외식시외식시 주로주로주로주로 이용하는이용하는이용하는이용하는 요리요리요리요리 형태형태형태형태

구이류 56.7%, 스테이크 13.3%, 전골류 12.2%, 불고기류 11.3%, 
탕류 6.4%로 조사

과거에 비해 샤브샤브와 같은 전골류 소비 증가한 반면 불고기류 감소

외식외식외식외식 1111회회회회 소비량은소비량은소비량은소비량은 290.3g290.3g290.3g290.3g으로으로으로으로 보통보통보통보통 식당에서식당에서식당에서식당에서 제공되는제공되는제공되는제공되는 1111인분보다인분보다인분보다인분보다

더더더더 많은많은많은많은 양을양을양을양을 소비소비소비소비. 1. 1. 1. 1인당인당인당인당 1111회회회회 지출비용은지출비용은지출비용은지출비용은 30,65430,65430,65430,654원원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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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소비패턴 조사 결과

외식소비에서외식소비에서외식소비에서외식소비에서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구매행태구매행태구매행태구매행태 : : : : 식당식당식당식당 선택선택선택선택

외식시외식시외식시외식시 주로주로주로주로 선택하는선택하는선택하는선택하는 식당에식당에식당에식당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조사조사조사조사 결과결과결과결과,,,, 갈비집과갈비집과갈비집과갈비집과 같은같은같은같은 일반일반일반일반

식당식당식당식당 48.7%, 48.7%, 48.7%, 48.7%, 프렌차이즈프렌차이즈프렌차이즈프렌차이즈 식당식당식당식당 20.4%, 20.4%, 20.4%, 20.4%, 산지산지산지산지 한우한우한우한우 정육식당정육식당정육식당정육식당

16.0%, 16.0%, 16.0%, 16.0%, 브랜드브랜드브랜드브랜드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전문점전문점전문점전문점 7.6%, 7.6%, 7.6%, 7.6%, 스테이크스테이크스테이크스테이크 전문전문전문전문 레스토랑레스토랑레스토랑레스토랑

6.2%, 6.2%, 6.2%, 6.2%, 기타기타기타기타 1.1% 1.1% 1.1% 1.1% 순임순임순임순임. . . . 

연령이 높을수록 일반 식당, 젊을수록 프랜차이즈 식당 선호

산지 한우 정육식당은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선택

산지산지산지산지 한우한우한우한우 정육식당에정육식당에정육식당에정육식당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고른고른고른고른 선호는선호는선호는선호는 여행여행여행여행 등을등을등을등을 통해통해통해통해 집이나집이나집이나집이나 직장직장직장직장

을을을을 벗어난벗어난벗어난벗어난 곳에곳에곳에곳에 가야만가야만가야만가야만 접할접할접할접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특성특성특성특성 때문으로때문으로때문으로때문으로 판단판단판단판단

주 5일 근무와 가족단위 여가문화 발달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 정육식당 개설 확대(전국 14천 개소
이상 운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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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소비패턴 조사 결과

외식소비에서외식소비에서외식소비에서외식소비에서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구매행태구매행태구매행태구매행태 : : : : 식당식당식당식당 선택선택선택선택

외식외식외식외식 장소를장소를장소를장소를 선정하는선정하는선정하는선정하는 요인으로는요인으로는요인으로는요인으로는 맛과맛과맛과맛과 품질품질품질품질 다음으로다음으로다음으로다음으로 접근성접근성접근성접근성 중요중요중요중요

식당의 위생상태, 원산지 철저 게시 여부, 가격이나 근량 속이는지 여
부 등은 크게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음.

단위 :  명, %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외식장소를외식장소를외식장소를외식장소를 선정하는선정하는선정하는선정하는 요인요인요인요인

구 분
1111순위순위순위순위 2222순위순위순위순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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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응답자수응답자수응답자수응답자수 비율비율비율비율 응답자수응답자수응답자수응답자수 비율비율비율비율

맛이나 품질이 좋은 곳 222 49.3 102 22.8 72.1

가격이 저렴한 곳 31 6.9 59 13.2 20.1

집, 직장 근처 접근이 편한 곳 99 22.0 73 16.3 38.3

가격, 근량을 속이지 않는 곳 18 4.0 49 10.9 14.9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은 곳 37 8.2 83 18.5 26.7

원산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곳 26 5.8 46 10.3 16.1

위생적으로 판매하는 곳 15 3.3 36 8.0 11.3

기타 2 0.4 0 0.0 0.4

합계 450 100.0 448 100.0 200.0



쇠고기 소비패턴 조사 결과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브랜드에브랜드에브랜드에브랜드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견해견해견해견해

브랜드브랜드브랜드브랜드 쇠고기에쇠고기에쇠고기에쇠고기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문제점으로문제점으로문제점으로문제점으로 시중에시중에시중에시중에 유통되는유통되는유통되는유통되는 브랜드브랜드브랜드브랜드 쇠고기는쇠고기는쇠고기는쇠고기는

너무너무너무너무 비싸다는비싸다는비싸다는비싸다는 인식이인식이인식이인식이 가장가장가장가장 높은높은높은높은 비중비중비중비중 차지차지차지차지

높은 가격 56.9%, 너무 많은 브랜드 난립 8.9%, 판매장 부족 7.1%, 
홍보 부족 6.9%, 유통과정 불신 6.9%, 다양한 정보표시 부족 4.0%, 
안전성에 대한 불신 4.0%, 품질 차이 3.6%, 맛의 차이 없음 1.8%

일반일반일반일반 쇠고기와쇠고기와쇠고기와쇠고기와 비교하여비교하여비교하여비교하여 브랜드브랜드브랜드브랜드 쇠고기에쇠고기에쇠고기에쇠고기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추가지불의사추가지불의사추가지불의사추가지불의사 여부에여부에여부에여부에일반일반일반일반 쇠고기와쇠고기와쇠고기와쇠고기와 비교하여비교하여비교하여비교하여 브랜드브랜드브랜드브랜드 쇠고기에쇠고기에쇠고기에쇠고기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추가지불의사추가지불의사추가지불의사추가지불의사 여부에여부에여부에여부에

대해대해대해대해 26% 26% 26% 26% 추가지불의사추가지불의사추가지불의사추가지불의사 없음없음없음없음. . . . 추가지불의사가추가지불의사가추가지불의사가추가지불의사가 있는있는있는있는 경우는경우는경우는경우는 5555----

10% 10% 10% 10% 정도의정도의정도의정도의 추가지불의사금액추가지불의사금액추가지불의사금액추가지불의사금액 표시표시표시표시. . . . 

추가지불의사 없는 이유: 비싼 가격 49.6%, 품질차이 없음 47.9%

추가지불의사 있는 이유: 맛과 품질 45.9%, 안전성 신뢰 45.3%

따라서따라서따라서따라서 맛맛맛맛, , , , 품질품질품질품질, , , , 안전성이안전성이안전성이안전성이 한우한우한우한우 브랜드브랜드브랜드브랜드 쇠고기의쇠고기의쇠고기의쇠고기의 높은높은높은높은 가격을가격을가격을가격을 상쇄상쇄상쇄상쇄

할할할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요인임요인임요인임요인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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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소비패턴 조사 결과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브랜드에브랜드에브랜드에브랜드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견해견해견해견해

단위 : %
브랜드브랜드브랜드브랜드 쇠고기에쇠고기에쇠고기에쇠고기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구 분 가격 품질 맛 안정성

매우 만족함 2.7 20.1 25.2 15.5

만족함 38.0 66.6 63.8 66.6

보통 38.3 12.5 10.3 17.3

만족하지 않음 18.5 0.9 0.6 0.6

전혀 만족하지 않음 2.4 0.0 0.0 0.0

23

계 100.0 100.0 100.0 100.0

합계

1)
일반육과
맛이나
품질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2)
일반육보다
맛이나
품질은 더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3)
일반육보다
맛이나 품질이
더 좋다는 확신
이 없어서

4)
정말
한우인지
신뢰할 수
없어서

5)
기타: 모름

빈도 % % % % %

전체 (117) 13.7 49.6 34.2 1.7 0.9

브랜드브랜드브랜드브랜드 한우고기한우고기한우고기한우고기 구입에구입에구입에구입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추가추가추가추가 지불의향이지불의향이지불의향이지불의향이 없는없는없는없는 이유이유이유이유



시사점

소비자소비자소비자소비자 소비소비소비소비 행태의행태의행태의행태의 변화변화변화변화

도시도시도시도시 지역에서의지역에서의지역에서의지역에서의 쇠고기쇠고기쇠고기쇠고기 구입은구입은구입은구입은 정육점에서정육점에서정육점에서정육점에서 대형대형대형대형 할인마트로할인마트로할인마트로할인마트로 이동이동이동이동

가격에가격에가격에가격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고려도가고려도가고려도가고려도가 점차점차점차점차 낮아지는낮아지는낮아지는낮아지는 경향을경향을경향을경향을 보임보임보임보임

저지방저지방저지방저지방 부위를부위를부위를부위를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요리의요리의요리의요리의 선호도선호도선호도선호도 증가증가증가증가 가능성가능성가능성가능성((((샤브샤브샤브샤브샤브샤브샤브샤브 등등등등))))

산지산지산지산지 정육식당에정육식당에정육식당에정육식당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이용도이용도이용도이용도 증가증가증가증가((((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소비소비소비소비 패턴패턴패턴패턴))))

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

SSMSSMSSMSSM과과과과 대형대형대형대형 할인매장할인매장할인매장할인매장 등등등등 소매업체간의소매업체간의소매업체간의소매업체간의 가격가격가격가격 경쟁경쟁경쟁경쟁 심화심화심화심화 예상예상예상예상SSMSSMSSMSSM과과과과 대형대형대형대형 할인매장할인매장할인매장할인매장 등등등등 소매업체간의소매업체간의소매업체간의소매업체간의 가격가격가격가격 경쟁경쟁경쟁경쟁 심화심화심화심화 예상예상예상예상

유통마진 절감 노력과 부분육 유통 활성화 가능성

산지산지산지산지 정육식당은정육식당은정육식당은정육식당은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성장할성장할성장할성장할 것인가것인가것인가것인가????

값싼 한우를 원하는가? 고품질 한우를 원하는가?

결국결국결국결국 소비자에소비자에소비자에소비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이해가이해가이해가이해가 우선되어야우선되어야우선되어야우선되어야 함함함함. . . . 

정책 입안단계부터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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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