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 전략구축 방안

김정선 ․ 송태민 ․ 이난희 ․ 심보람

연구보고서 2015-30-2



연구보고서 2015-30-2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 전략구축 방안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정   가

2015년 12월 31일

김 정 선

김 상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대표전화: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ISBN 978-89-6827-284-4  93510

【책임연구자】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프로파일 개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공저)

식품에 대한 Risk-Benefit Analyse 모형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공저)

【공동연구진】
송태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난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심보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되면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대도 크게 증가하 다. 식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이나, 식품과 관련된 안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렇듯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식품불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사용 인구는 우리나라 국민의 

10대에서 40대까지의 연령대에서 95% 이상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따

라서 인터넷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한 식품안전 사건‧사고들의 급파로 인

해 국민 불안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불안 저감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이 큰 분야이다. 

식품의 안전과 불안의 관계는 서로 상반된 것만은 아니다. 식품이 안전

하다고 하여 불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식품이 불안하다고 하여 그 식

품이 안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불안은 안전과 구별

되어 취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품 안전과 불안을 하나의 조사문항

으로 동시에 측정하는 경우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식품안전 관련

한 여러 조사들의 연구 자료들을 검토하 다.

또한 식품안전 정책은 정책입안자들이 전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니며, 국민의 의식과 인식의 변화가 반 될 때에 국민 불신과 불안을 

유발하지 않는 식품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조사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수준을 파악하고, 신속감지 적시대응

에 필요한 식품안전 관련 부정 및 불안 수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발간사 <<



위하여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 다.

본 연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평가해 주신 우리원의 박실비아 연구

위원, 박은자 부연구위원과 외부평가위원으로 자문해 주신 한양대학교 

엄애선 교수님, 식품안전정보원 조승용 박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향후 식품안전 정책의 방향은 정책의 생산자인 정부와 소비자인 국민 

간의 소통을 통해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의 인터넷 사용 수준을 파악하고,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대

국민 커뮤니케이션 전략 구축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결과가 국민의 

내면 인식을 통찰하는 식품안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

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임을 밝힌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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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Formulation Plan for Public Health and Safety 

Food safety management is important as it influences public 

health directly. On the contrary, issues related to food safety 

are constantly being raised and it is not only challenging to 

predict the level of risk, the nature of risk and issue varies from 

short-term risks such as foreign bodies in food to long term 

and serious risks such as radiation leaks. 

Number of internet users increased with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as a result, social network 

service (SNS) has become as a powerful communication tool. 

Issues related to food safety spread fast through social net-

works such as Twitter, a popular microblogging service, feed-

ing consumer anxiety. Therefore, more study is needed about 

the communicational aspect of the food safety and consumer 

anxie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C2G(Citizen to 

Government) strategy, that can monitor the real-time and the 

annual level of public unrest on food safety. A public anxiety 

level measurement and monitoring system was developed, 

which allows an efficient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so 

that the discontent elements can be minimized promptly.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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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nsists of 6 chapters and starts with a back-

ground of the research as presented in Chapter 1. Chapter 2 

shows the trend of food safety awareness and then information 

media and communication is covered in Chapter 3. Chapter 4 

consists of social big data collection and public awareness 

analysis and Chapter 5 provides communication strategy via 

SNS. Finally, the conclusion is drawn and policies are proposed 

in Chapter 6. 

Although public awareness about food safety is high in 

Korea, the current food safety related statistical research sys-

tem of the government focuses on understanding the general 

awareness of the consumers only, having no system that can 

track the pre-incident, post-incident and real-time public 

awareness. In addition to this, there is no survey available that 

can evaluate the degree of anxiety, because there is no clear 

differentiation between safety and discontent or only the safety 

is considered in both survey questions and answer options.

98.5% of the population in Korea are internet users, includ-

ing mobile internet usage. 78.5% of the population above the 

age of 6 years old are smartphone users. Thus, SNS has become 

a communication platform to discuss social issues as the num-

ber of smartphone and SNS users has grown. Therefore, SNS 

can potentially be used for the government to respond effec-

tively to the social unrest in food safety.

SNS data analysis results of consumer anxiety can overcome 



Abstract 3

the limitations that the current food safety survey questions 

and the answer options have. Another advantage is that the 

emotions, sentiments and trends at that time can be identified 

via SNS messages.

As a communication strategy, food related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over the past few years, such as Fukushima nuclear 

plant incidence, were analyzed based on the monitoring results 

of public food safety anxiety portrayed on SNS. 20 food safety 

related issu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by a group of experts, 

with a hypothesis that public unrest over food safety leads to 

social tension and co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

portance of the issue, which was rated by the expert group, 

and the publications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and Twitter posts was evaluated. The result of this anal-

ysis showed that the importance of food safety issues related to 

radiation exposures in Japa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

er issues with the fastest news spread rate, indicating that it is a 

very important issue, which is expected to have a substantial 

long-term effect on public health. This shows how the public’s 

opinion about the food safety issue is reflected on SNS. 

Therefore, it has been concluded that it is important to under-

stand the public awareness that has been publicized on SNS 

prior to establishing food safety related communication 

polici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are proposed to establish real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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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ffective food safety policy and communication strategy 

using SNS analysis.

First, the SNS analysis model can be used as a prevention 

measure when real-time public anxiety level motoring is neces-

sary in addition to the existing survey system.

Second, more than 90% of the consumers in their 20s and 30s 

are internet users and they share information and their anxi-

eties through internet media instead of conventional media 

such as TV or newspapers, SNS analysis model is applicable for 

the communication with the population in this age group.

Third, the existing survey system should still be utilized along 

with the SNS analysis to avoid the exclusion of low-income 

populations or the age group that has less access to the 

internet.

*Keywords: food safety, consumer anxiety, social network analysis, SNS



식품안전은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이고 장기적으로 향을 주기 때문

에,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식품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위험 수준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

라, 발생되는 문제도 식품이물과 같이 단발적이며, 단기적인 향을 주는 

것에서부터 방사능 누출과 같이 장기적이고 중대한 향을 미치는 것까

지 다양하다. 

한편, 통신의 발달로 인터넷 사용인구가 증가되었고, 이로 인해 소셜네

트워크서비스(SNS)는 향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어 폭넓은 소

셜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인터넷, 트위터 등을 통한 식품안전 사건‧사고

들의 급파로 인해 국민 불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효과적인 커뮤니케

이션 측면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의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다. 즉, 식품안전에 대한 기

대치는 높으나, 식품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소비자의 불안 또한 

증대한 것이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인식조사 연구가 있었으

나, 대량의 소셜네트워크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내

면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부재하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체

감도에 대한 분석은 국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고, 이러

한 분석은 식품안전 정책과 국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다룬다는 측면

에서 향후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에 우

선적으로 필요한 과제이다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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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 수준을 실시간 및 연도별로 파

악하고, 불안수준을 통한 정부대응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제적

으로 관여할 수 있는 C2G(Citizen to Government) 전략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위한 국민 불안수준 측정 도구와 모니터링체

계를 개발하여 불안 요인을 순발력 있게 최소화할 수 있는 국민과의 소통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 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 제2장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동향, 제3장 정보전달매체와 커뮤니케이션, 제4장 식품안전 관

련 소셜빅데이터 수집 및 국민 인식 분석, 제5장 SNS를 활용한 커뮤니케

이션 전략, 제6장 결론과 정책제언이다.

제1장 서론에서는 안전과 불안을 이론적으로 고찰하 으며, 정부신뢰

도, 제품신뢰도, 안전의식, 과거경험 등 국민 불안에 향을 미치는 결정

요소를 고찰하고, 과거의 식품안전 사고를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심층 

분석하여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 정도를 정량화하고자 하 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에 관련한 조사를 전반적으로 검토

하고 향후 조사의 방향 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 다.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에 관련한 통계현황을 보면, 식품안전에 관한 우

리나라 국민의식은 높으나, 국가차원에서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통계생산

은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대부분 평상 시 소비자의 사고수준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사고 발생 전·후 실시간의 인식수준을 파악하는 체

계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조사문항과 응답항목에 있어서도 안

전과 불안에 대해 양측방향 또는 단일방향으로 응답하도록 응답항목을 

제시하고 있어, 안전수준을 파악하는 조사도구가 일관되지 않으며, 직접

적으로 불안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조사에서는 식품안전인식과 식품불안인식이 상반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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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 취급되어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 하나의 조사문항에서 두 가지 개

념을 동시에 묻고 있거나,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조사되는 경우가 드물

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결과들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개별 문항과 

척도의 부합부터 고찰한 후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 수준을 고찰하 다. 2014년 인

터넷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인터넷 이용수준은 

모바일 인터넷을 포함하여 98.5%에 이르며, 스마트폰 이용자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만 6세 이상 인구의 78.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 보급의 증가와 더불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이용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SNS가 사회적 이슈와 현안을 다루는 

열린 소통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함에 따라, 식품불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시의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도 SNS 활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SNS상의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온라인상의 식품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을 분석하 다. 

식품안전에 대한 담론은 온라인상에서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으며, 어

린이, 만성질환, 식품관련 질병예방을 위한 실천, 식품 업체의 부도덕한 

위생 관리와 유해물질 첨가로 인해 발생하는 세균이나 식중독 등의 키워

드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었다.

그 결과 정부는 식품 관련 이슈와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와 

엄격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어린이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에 더욱 중점을 두고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NS를 활용한 식품안전체감도 심층 분석에서는 주제 분석 과정을 거

쳐 정형화데이터로 코드화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식품안전에 대한 감

정은 긍정 37.3%, 보통 39.8%, 부정 22.9%로 나타나, 식품안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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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긍정하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았으며, 식품의 폐

해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건강위협(43.3%)’, ‘사회불안(26.6%)’ 순

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 다. 

식품안전(불안) 인식도 조사결과에서는 고혈압, 뇌졸중 등 만성질환, 

식중독 순으로 나타났고, 판매처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동네수퍼, 시골장

터 등 소매상음식점을 언급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패 리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 음식점 등 음식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식품위해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 잔반활용, 허위표시, 허위공고, 표

시위반, 부정식품 등의 순이었고, 부정불량식품 및 가성소다, 색소, 착색

료, 감미료, 착향료 등 식품첨가물이 높은 분포를 보 다. 이와 같이 식품

안전 또는 식품 불안과 관련한 SNS상의 데이터 분석결과를 고찰하면, 기

존의 식품안전 관련 설문조사의 설문과 선택 항목으로 인한 한계점을 극

복할 수 있다는 점과 소셜미디어 속의 메시지를 통해 그 시대의 감성과 

정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소셜 빅데

이터를 분석, 활용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식품안전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5장 SNS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식품안전 관련 국민 불안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하여,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 나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크고 작은 식품안전 관련 이슈들을 분석하고, 식품안전에서 

기인하는 국민 불안이 사회적 갈등 및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인식 하

에 식품안전 관련 20가지 주요 이슈들을 선정하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

다. 식품안전사고의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평가결과와 식품의약

품안전처 보도자료, 트위터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 다, 그 결과 일본 방

사성 누출 관련 식품안전문제의 중요도가 다른 식품안전 관련 이슈들의 

중요도 대비 매우 높아 확산력이 가장 크고, 또 국민건강에도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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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향을 미치게 될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에서 보

여지는 식품관련 이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이 그대로 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품위해 관련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SNS에 나타나는 국민의 인식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

을 얻었다.

불안수준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 감지된 국민 불안은 식품안전이슈별 

차별화된 대응전략으로의 접근이 요구된다. 

즉시 대응이 필요한 이슈의 순위를 살펴보면,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이

슈가 가장 먼저이고, 위해도가 높은 이슈, 그리고 지속성이 높은 이슈의 

순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안수준을 감소시키는데 유용하다.

또한 불안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추진 방법으로는 첫째, 적합한 전달

매체의 선택이다. 연령별, 이슈별 시기별에 따른 적절한 매체의 선택을 

통해 불안수준을 빠르게 낮출 수 있다.

둘째, 전문가의 활용이다. 정부부처보다 해당 이슈 관련 전문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높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입과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관계부처 간의 공동 대응을 위한 원활한 협업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관계된 부처별 다발하는 또는 예측 가능한 

식품안전 이슈별 해당 업무에 따른 대응계획이 사전에 수립되고, 관계부

처와 기관 간의 체계적인 소통망이 구축되며, 협업계획이 사전에 수립되

어있어야 한다.

식품안전에 관한 인식조사는 분기별 또는 연도별 측정되어 대부분 평

상 시 소비자의 사고수준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고, 사고 발생 전·후 실시

간의 인식수준을 파악하는 체계로서 SNS 모니터링 분석은 그 시기의 국

민 부정 또는 불안 감성과 관련된 키워드 즉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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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천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불안 수준 대응 및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소셜빅데이터 분석모델을 활용한 불안수준 모니터링체계를 구축

하고, 필요시를 위한 관계부처 간의 업무분장과 소통망 체계를 사전 수립

한다. 

기존의 설문을 통한 국민 인식조사 외에 국민의 실시간 불안수준 모니

터링이 필요한 경우는 소셜네트워크 분석모델이 유용한 사전예방적인 도

구가 될 수 있다. 

둘째, 연령별, 이슈별 시기별에 따른 적절한 전달매체의 선택을 통해 

적시 대응으로 불안수준을 빠르게 낮춰야 한다.

특히 90%를 넘는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는 20~30대 소비자들은 TV나 

신문 등의 고전적인 매체가 아닌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 및 불안 또는 

부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

케이션에 소셜네트워크 분석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거나 인터넷 사용도가 낮은 연령대의 소비자 뷸안

과 그 원인 등은 소셜네트워크 분석에서 소홀시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도록 한다. 

셋째, 식품안전이슈의 특징별(위해도, 소비자 민감도, 지속성) 차별화

된 불안수준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순위는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이슈가 가장 먼

저이고, 위해도가 높은 이슈, 그리고 지속성이 높은 이슈의 순으로 대응

하는 것이 불안수준을 감소시키는데 유용하다.

중점사항은 위해도가 높은 불안이슈는 위해평가결과에 대한 정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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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정보전달이 중요하고,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이슈는 신속하게 정

보전달이 가능한 매체의 선택이 중요하다. 또한 지속성이 있는 이슈는 중

장기적인 홍보와 교육을 담당할 부처 또는 기관의 지정 및 중장기적인 정

보전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식품안전, 식품불안, 소셜네트워크분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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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식품안전을 둘러싼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식품사고는 대형화

되고, 세계화되었으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복합적이고 돌발적으로 발

생하는 추세이다. 또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국민의 식

생활 양식이 변화하면서 각종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식품에 대한 소비자

들의 수요 증가하 고, 국제 무역의 활성화로 수입식품으로 인한 안전 위

험의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 문제가 글로벌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불안이 

정치적으로 이슈화되어, ‘중국산 멜라민 검출 수입식품’, ‘일본 방사성물

질로 인한 식품오염’,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파동’과 같이 대규모의 사태

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 다. 이렇듯 글로벌 환경은 특정 국

가의 식품안전 문제가 여러 나라에 공통적으로 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으로(이효민, 2011) 바뀌어가고 있다.

<표 1-1>에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식품안전 문제로서 인체 위해성이 

낮은 이물질이거나, 거의 매년 문제를 일으키는 세균 또는 바이러스로 인

한 식중독 외에 허가되지 않은 용도의 식품첨가물의 사용, 농약이나 동물

의약품 또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 등의 환경유래 오염물질

로 인한 식품오염이 이슈화되었다. 이들 중에는 수입견과류 중 곰팡이 독

소, 다이옥신으로 오염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사카자키균으로 오염된 

프랑스산 분유 등 수입식품에 기인하는 경우의 다발성이 식품안전 이슈

의 글로벌화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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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지난 10년간의 식품안전 주요 이슈

연도 국내 제외국

2015 - 가짜백수오사건

2014 - 동서식품의 시리얼제품의 대장균군 검출

- 유해성 식품첨가물 ‘아조디카르본아미드 
(미국)’

- 냉동식품 제조공장에서의 의도적 농약 
혼입(일본)

- 식용유지 및 관련제품에 비식용유지 
사용(대만)

2013

- 빙초산 복어껍질
- 양식 매기 중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 지하수 사용 김치제품의 노로바이러스 

미국산 쇠고기에서 동물용의약품 
‘질파테롤’ 검출

- 금속혼입 ‘국수’
- 홍삼음료제품에 ‘유리조각’혼입

- 가짜 샥스핀(중국)
- 후쿠시마 방사능 사고로 인한 식품오염 

(일본)
- 방사능 오염수 유출 및 수산물 오염(일본)
- 쇠고기제품 중 말고기 혼입(유럽)
- 전분 및 관련제품 공업용 말레산 사용(대만)
- 폰테라사 유제품 보툴리눔균 오염 의심 

(뉴질랜드)

2012

- 황산과 염산 함유 김양식장 양제
- 오염된 가쓰오부시로 인한 라면 중 

벤조피렌

2011 - 식중독균 검출 김치의 유통 판매
- 장출혈성대장균 식중독(유럽연합)
- 멜론 중 리스테리아(미국)

2010
- 금속이물 과자
- 낙지와 문어 머리에서 카드뮴 검출

2009
- 프랑스산 분유 중 사카자키균
- 산업용 중국산 사카린의 식용 둔갑

2008

- 이물질(생쥐머리 과자, 칼날 참치, 
벌레라면 등)

-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중 다이옥신 
- 중국산 멜라민 과자
- 광우병 논란 미국산 소고기
- 조류독감
- 수입 옥수수의 GMO

2007
- 분유와 이유식 중 사카자키균
- 녹차 중 농약

2006
- 과자의 식품첨가물
- 대형 학교급식 식중독

- 수입 피스타치엔 등 견과류 중 
곰팡이독소(유럽연합)

2005

- 김치 중 기생충알
- 납 검출 김치
- 장어, 숭어 중 말라카이트 그린

출처: 정기혜 외. (2012). 식품위해정보교류 선진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외. (2011). 식품안전관리 추진전략과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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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식품안전이슈들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응력은 과거에 비해 

상당이 발전하 다. 이는 관계부처에 식품안전 위기대응체계가 구축

되었고, 정보전달이 전문화되었으며, 투명성과 객관성 등이 증대하

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에 기초한 안전관리 수준도 현저히 발전하

다.

 

〈표 1-2〉 과거와 현재의 식품안전사고 대응력 변화

과거 현재

수사기관, 행정당국, 언론 
및 소비자단체의 일방적 발표

- 과학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 중요
- 리스크기반(risk based) 안전관리에 근거한 이슈화

과학적 사실보다는 사회적 
이슈화성 보도

- 이슈화 보도 자제 요구에 대한 의식 증대

특정식품의 문제를 식품업체 
전반으로 확대 해설하여 
불안 가중

-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의 신속 전달 노력
- 소비자의 불안 감소를 위해 노력

식품행정당국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 미흡

- 행정당국의 위기대응체계 구축
  행정당국의 단계별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수단 정립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운
  (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의 
국내 이슈화

-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수집 분석 관리(식품안전정보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트위터 등을 통한 식품안전 사건‧사고들의 

급파로 인해 국민 불안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는 아직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의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불안이 가중된 이유는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높으나, 식품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소비자의 불안

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그 예로서 국민의 ⅓ 이상이 아직도 식품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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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있는 실정으로, 2013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부 500명을 대

상으로 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평소 

먹거리에 불안감을 느끼는 응답자가 39.2%에 달했고, 불안감을 느

끼는 이유로는 ‘원산지, 유통기한의 위장․허위표시’(25.9%), ‘첨가물 

착색료’(25.4%), ‘유전자 변형식품’(15.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히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8%가 불안하다고 응

답한 반면 응답자의 6.4%만이 “안전하다”고 응답하 다.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들의 식품안전의 불안요인 1위와 비교해

보면, 각 국가별 소비자인식과 행태에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등은 잔류농약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장 높았고, 식품의 신선도에 대해서는 포르투갈, 스페인, 덴마크 등에서 

국민 불안이 높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높은 불안을 나타내는 식품첨가

물에 대해서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국민들이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동물보건에 대해서는 스웨덴, 국 및 핀란드의 국민들의 우려가 높았다.

이렇듯 각 국가의 국민들은 처한 환경 및 식습관에 따라 불안감의 

편차를 보이므로 국민과의 성공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국가별 대상별 

커뮤니케이션의 차별화가 필요하겠다.

〔그림 1-1〕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식품안전 불안요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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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 만족도는 지속적인 안전사고의 발생

에도 불구하고 차츰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 등 제외국과 비교할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표 1-3〉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국제 비교
(단위: %)

국가명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영국(UK)1) 65 55(64) - (64) - 24 22

미국2) - - 81 - -

한국3) - - 40 - 15.1 16.1 18.2 25.0

자료: 1) http://www.food.gov.uk/news/pressreleases/2006/mar/cas2005ukpressregion
            http://www.food.gov.uk/news/newsarchive/2009/oct/tracker
            Food standards agency(food.gov.uk). (2012). Exploring food attitudes and 

behaviours in the UK: Findings from the food and you Survey 2012 (definitely 
agree + tend to agree)

            Food standards agency(food.gov.uk). (2014). The 2014 Food and you - survey 
UK Bulletin, 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

       2) Food: from farm to fork statistics, Eurostat Pocketbooks, 2008. 
       3) 통계청. (2010). 2010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청. (2012). 2012 통계청 사회조사, p.40
정기혜 등. (2013). 2013년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등. (2014). 2014년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상‧하
기 평균) 

<표 1-4>는 식품안전 위해정보 소통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한 커뮤

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국민의 주관적, 단편적 판단이나 

불량지식에 대한 적시적인 신속 대응이 미흡하여 실패한 사례로는 불량 

만두 파동, 광우병 사태, 김치 중 기생충알 사건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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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험 요인 위해정보 소통 결과

성공 사례 아크릴아마이드 통상 수준은 무해, 저감화 기술 개발

실패 사례

불량만두 과잉 조작 보도, 당국의 대응 미숙, 만두업체 전반 타격

광우병
국내) 미국산 쇠고기 금수 조치, 정치적 이슈화
국외) 국 내 문제 은폐 시도

김치 기생충알 당국의 오판 및 대응 미숙, 한중 통상 마찰

〈표 1-4〉 식품안전 위해정보 소통의 성공과 실패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과 행정당국의 

쌍방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여, 소비자, 식품관련사업자, 전문가, 언

론 등 이해관계자간의 정보, 의견을 다방향으로 교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민감성은 본능적 거부감, 불안전한 과학에 대한 막연한 불안, 

개인의 심리적, 주관적 판단, 정책에 대한 불신 등에서 유래하기 때

문에 신속하고 순발력 있는 행정당국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겠다.

행정당국의 순발력 있는 대응과 적절한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기초자료

로서 과학적, 기술적 근거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들의 왜곡된 인

식이나 막연한 불안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식품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적시에 충분한 정보 전달과 홍보가 필요하겠다.

이에 커뮤니케이션의 근거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국민 불안수

준 측정도구 개발과 식품안전사고에 따른 불안수준의 시계열적 변화의 

측정이 매우 유용하다.

또한 불안한 국민들을 위해 안전관리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를 제공하고, 행정당국이 대상 집단이나 이슈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

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홍보 내용과 홍보 시점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 수준을 실시간 및 연도별 파악

하고, 불안수준을 통한 정부대응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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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여할 수 있는 C2G(Citizen to Government) 전략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위한 국민 불안수준 측정 도구와 모니터링체계를 제안하여 

불안 요인을 순발력 있게 최소화할 수 있는 국민과의 소통 성공전략을 제

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식품안전 관련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

찰한다.

정부신뢰도, 제품신뢰도, 안전의식, 과거경험 등 국민 불안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determinants)을 파악･고찰하고, 과거의 식품안전 사

고를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심층 분석하여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

안 정도를 정량화한다.

둘째, 불안수준을 실시간으로 산출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을 제안한다.

SNS, 블로그, 인터넷, 보도자료, 뉴스 등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국

민의 불안수준을 실시간으로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안한

다. 국민이 SNS 및 공공소통 채널을 통하여 표출된 불안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마이닝 모델을 검토한다.

셋째, 불안수준에 따른 대응방안 모델을 구축한다.

실시간으로 얻어진 불안수준에 따라 즉각적으로 해당 정부에 조치를 

통보하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제안한다. 또한 국민 불안을 진정시키고 해

소하기 위한 해당기관 및 정부차원의 소통전략(안)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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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 

□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 국내‧외 보고서 및 논문, 관련기관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한 자

료수집 및 분석

    － 국내‧외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에 대한 문헌 분석 

    － 국내‧외 소비자 인식조사 방법 및 결과 비교

    － 정보전달매체, SNS 활용사례 등에 관한 분석 

       － Social data를 통해 사회․심리적 불안 관련 자료 분석

□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언론보도수준 조사

   ○ 시계열적 언론보도 횟수 측정

〔그림 1-2〕 식품안전 사고별 시계열적 언론보도수준 조사 사례

출처: J. d. Jonge. (2008). A monitor for consumer confidence in the safety of food, ETH 
Zurich Institut for Environmental Decisions, S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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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조사 방법과 결과 수집ㆍ분석

   ○ 분석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 패널 및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 소비자단체의 식품안전 관련 대국민 조사 등 기 수행된 조사들

   ○ 분석내용

     － 조사 주최 또는 기관

     － 조사 목적

     － 조사 규모

     － 조사 방법

        ∙ 대상 선정: 패널, 무작위 추출 일반국민 등

        ∙ 조사 방법: 설문, 인터뷰 또는 면접, 전화, 온라인 등

     － 조사 결과

        ∙ 조사대상자의 일반현황

        ∙ 조사항목 분류

        ∙ 조사결과의 활용 등

□ SNS 분석시스템 활용 불안수준 측정

   ○ 텍스트마이닝 실시

     － 텍스트마이닝 기술은 최근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텍스트 형식

의 자료를 분석하고자 할 때 쓰이는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의 하나

이다. 이 방법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정

보를 찾아내는 기술이다. 

     － 사용자는 텍스트마이닝 기술을 통해 방대한 정보 뭉치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 내고, 다른 정보와의 연계성을 파악하며, 텍스

트가 가진 카테고리를 찾아내는 등 단순한 정보 검색 그 이상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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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얻어낼 수 있다.  

     － 컴퓨터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술된 정보를 깊이 분석하고 

그 안에 숨겨진 정보를 발굴해 내기 위해서는 대용량 언어자원과 

복잡한 통계적, 규칙적 알고리즘이 적용되어야만 한다.

〔그림 1-3〕 SNS 분석시스템 개요

자료: 박 택. (2015). SNS 분석시스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세미나자료.

〔그림 1-4〕 텍스트마이닝 과정 개요

자료: 이 섭. (2013). 데이터마이닝과 텍스트마이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세미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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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개최

   ○ 목적

     － 일반국민의 불안수준 도출을 위한 키워드

     － C2G 모델을 활용한 정부대응 전략 수립 자문

   ○ 대상

     － 관련 정부기관, 관련 협회, 학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식품

안전정보원, 커뮤니케이션, 식품저널 등 언론가 외 전문가들이 포

함된다.

□ 연구추진체계

〔그림 1-5〕 연구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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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결과의 활용

2013년까지 우리나라 국가승인통계는 총 915종으로 정부기관 당 평

균 8.4종의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고 있는데, 전체 국가승인통계 중 사회

분야 통계는 전체의 31.1%인 185종이며, 이 중 조사통계는 65.5%이다. 

사회통계 중 보건 분야는 46종에 달하나, 식품안전이나 식품불안을 주제

로 한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의 패널을 활용하여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2013년부터 식품안전체감도를 주기

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문형 인식조사는 실시간의 국민의 내면 인식수준을 

통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실제적인 식품안전의 위험과는 관계없이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향후 위기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들

을 사전에 관찰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은 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

□ 국민 불안 수준을 실시간 및 시계열적으로 파악한 후 정부 대응방안으

로 신속하게 연계하는 국민이 실제적으로 관련할 수 있는 Citizen to 

Government 전략을 구현하고, 불안수준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홍

보 내용과 홍보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 불안수준은 특히 사고 발생 직후 활용도가 높아서 식품안전 위기 대응의 

기초자료로서 측정된 국민 불안수준을 활용할 수 있다.

□ 부처 간 식품안전정보를 연계 및 체계적 식품안전 소통망 구축에 기여

할 수 있다.

□ 식품안전 기인한 불안에 따른 사회적 위기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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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안전, 위험, 불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

식품(food)이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 식품이란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하지만, 만일 오

염된다면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다(Griffith, 2006). 

안전(safety)이란, 먼저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위험하지 않은 것, 마

음이 편안하고 몸이 온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위험과 대비되는 개

념이다. 안전이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이며(Maslow, 

1959), 평안하며 위험이 없는 상태, 즉 재해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신수경, 2009). 그러나 절대적으로 안전한 상태란 존재하지 않으며, 다

만 수용가능한 위험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날 안전이라는 용어는 

아동안전, 학교안전, 교통안전, 해상안전, 소비자안전, 항공안전, 선박안

전, 전기안전 등 우리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식품안전이란 식품위험의 반대개념으로서 특정식품을 섭취했을 때 어

떤 해로움도 받지 않을 확률로 정의할 수 있다(Henson & Trail, 1993).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은 인류가 시작 때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자연스럽게 독(toxic)이 든 식품을 인지하여 피하는 방법을 습득했기 때

문이다(Griffith, 2006).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안전이란 식품의 원

료인 농수산물의 재배, 수확, 저장, 제조(가공)를 포함하는 생산단계를 비

롯하여 유통과 판매를 거쳐 조리하고 섭취하는 소비과정 전 과정을 포함

하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 확보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동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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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종 , 2005).

위의 정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식품안전을 정의해 보면, 의약으

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에 대해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온전

한 상태이며, 위험에 대해서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위험하지 않는 것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의식수준 향상과 함께 식품에 대한 국민

의 불안도 증대되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거리에 민감한 이유는 식

생활을 중요시 여기는 관습 외에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진 반면, 지속적으로 발생한 식품안전사고가 불안감을 증

대시켰기 때문이다(김정선, 2015).

불안(concern)이란 사전적인 개념으로는 걱정이 되어 마음이 편하지 

않음 또는 걱정스럽거나 초조하여 편안하지 않음이다. 정신의학적 관점에

서 볼 때 불안(anxiety)은 다양한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걱정과 긴장상

태가 비교적 구적이며, 대개는 강박증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개념이다. 

불안은 위협과 위험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특정한 상황에 대하여 자

신이 위협받는다고 받아들임으로써 야기되는 두려움, 긴장감, 우려, 근심 

등의 부정적인 주관적 감정이다(박수애, 2005). 또 사회적 불안은 친숙하

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주시되는 사회적 상황을 접하거나 그런 상황

이 예상될 때 느끼는 불안으로 정의된다(박수애, 2005).

식품 불안이란 단순한 의미로 볼 때 이 음식을 먹어도 괜찮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병이 나지는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식품안전 문제와 관련된 단어를 살펴보면, 수입식품, 방사선 식품, 유

전자변형식품, 환경호르몬, 항생제, 식품첨가물, 항생제, 잔류농약, 식품

잔류 기생충 등이며, 식품과 관련한 질병에는 광우병, 식품알레르기, 식

중독 등이 연상된다. 이들 중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가장 다발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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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로 식중독을 들 수 있다. 

식중독이란 식품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 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이러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불신의 문제로 주로 정부와 국

민의 소통 부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보다 높아

서,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보다 대중매체나 언론의 보도내용에 쉽게 향 

받을 수 있다.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보다 높았고, 

2014년 48점에서 2015년에 50점으로 상승한 반면에 정부에 대한 신뢰

도는 2014년 45점에서 2015년 33점으로 하락하 는데, 이는 주로 세월

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 때문으로 보인다(김정선, 2015).

〔그림 2-1〕 정부와 언론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 비교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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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Edelman Trust Barometer Global results, 2015년 식·의약품 
위기대응 국제 심포지엄(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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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식품에 대한 안전과 불안

최근 식품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품 

불안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식품 안전을 둘러싼 환경이 대형화되고 글

로벌화 됨에 따라 식품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들도 더욱 다양해지고 복합

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식품에 대한 불안은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정보전달 수준 향상 

등으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의식수준이 함께 향상된 반면, 여전히 전문가

와 일반 대중 간 정보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정보격차

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 되고, 전문성 또한 심화되면서 증대되고 

있다.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식품 문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

를 내리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사지연 등, 2014).

이와 같은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의 부재는 그 자체로 대중들의 막연한 

식품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13년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합성식품첨가물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이유로 ‘안전

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김정

선 등, 2013). 

성민정 등(2010)의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인식하는 위험의 많은 부분이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나 정보가 부족한 데에서 기인하

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감이 매우 큰 것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소비자가 마주하는 언론의 자극적인 보

도행태는 식품 불안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정 사건 및 파

동이 언론에 보도되면, 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문제인식이 발생하고, 

대중 매체와 구전의 향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성민정 등, 2010).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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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급파로 불안감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김정선, 2014).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구두정보, 인터넷 등을 

통해 형성된 부정적인 정보들은 소비자들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형

성된 잘못된 지식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사지연, 2014). 이와 같이 

정확한 정보의 부재, 언론의 보도, 대중매체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

한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은 식품 사고 및 파동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확

산과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림 2-2〕 식품위험 인식 요인 및 채널

자료: 성민정 외. (2010). 소비자의 위험인식에 따른 제품구매 및 커뮤니케이션 행동, 한국광고홍보
학회, 12(4), pp.555-589.

따라서 대중들의 특정 사건에 대한 식품 불안감이 발생하 을 때,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산시키는 ‘위해정보전달(risk communication)’

이 중요하다.

위해정보전달은 위해 평가(risk assessment) 및 위해 관리(risk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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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ment) 과정에서 소비자, 생산자, 정부, 업계, 학계 등 모든 이해 당사

자에게 위해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위해를 최소화하는 과

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정기혜, 2013). 또한 위해정보전달은 위해평가, 

위해관리 및 위해정보전달로 구성된 위해분석체계 중 한 부분으로써 위

기 상황에서의 모든 조치의 기초가 된다(김정선, 2014). 

현재 정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정보전달 능력은 저조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나(소윤지 등, 2013; 오세라 등, 2012), 불확실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중심의 일원화된 위해정보전달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불안 발생과 원인을 빠르게 파악

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 중심의 위해정보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과 SNS, 대중매체 등 다양한 매체들의 현황과 이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3절 식품 관련 인식조사 통계 현황

본 절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품안전 관련 통계 현

황을 살펴보고, 이들 중 식품 안전 또는 불안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식품과 안전 관련 통계 현황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통계는 약 935여 

개로, 이 가운데 식품안전과 관련한 통계청 승인통계는 없는 실정이다(통

계청 http://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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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재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련기관 및 식품관련 통계생산기관

은 국무조정실, 통계청, 식품안전정보원, 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

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형화되고, 지속적인 데이

터를 생산하고 있는 기관은 국무조정실 식품안전국이며, 2013년도부터 

통계청의 사회조사의 일부인 식품안전 부문에 대해 통계를 생산하고 있

다. 그러나 이 조사 또한 통계청 승인통계가 아니어서 사실상 우리나라에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식 통계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식품과 관련한 통계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수거검사실적, 수입식품현황, 식품 및 식품

첨가물생산실적 등이며, 안전과 관련한 통계로는 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 

사하구안전도진단조사,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이다. 

이들의 조사내용으로는 식재료, 식품첨가물, 포장, 용기, 수입식품, 식

품의 위생과 관련한 유통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사하구안전도 진단조사는 부산 사하구민의 손상발생 현황에 대한 분석으

로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국

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범죄피해를 조사한 

것으로, 식품안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표 2-1〉 식품 관련 통계청 승인통계 현황

승인
번호

작성기관 통계명 통계종류
작성
형태

계속
여부

통계분야 승인일자

11447
농림축산
식품부

식품산업원료소비
실태조사

일반통계 조사 계속 농림 2008-08-11

14505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수거검사실적 일반통계 보고 계속 보건 2006-07-27

14504
식품의약품

안전처
수입식품현황 일반통계 보고 계속 보건 2006-07-27

14503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및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일반통계 보고 계속 보건 199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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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안전 관련 통계청 승인통계 현황

승인
번호

작성기관 통계명 통계종류
작성
형태

계속
여부

통계분야 승인일자

14507
식품의약품

안전처
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 일반통계 가공 계속 보건 2012-12-05

5400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안전도진단조사 일반통계 조사 계속 사회 2012-09-21

40301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일반통계 조사 계속 사회 2009-08-19

  2. 식품안전 관련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위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통계생산은 거의 없

으나,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의식은 높다고 볼 수 있어, 현재 각 기관에서 

개별 사업으로 수행되었던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 차례, 여

러 기관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통계승인을 받은 경우도 있으나, 주로 

단년도 자료 수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각 지역별 사회조사에

서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 는데, 식품안전 관련 항목이 있는 지역도 

있고, 전혀 없는 지역도 있으며, 문항 수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측정

방법은 주로 5점 척도 또는 7점 척도를 사용하 다.

식품안전 인식도 관련한 통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까지 지정통

계로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포함되어 실시되어 오던 식품안전에 관한 인

식도 조사는 식품분야가 독립을 하면서, 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로 대체되었으나, 표본설계 문제로 인해 조건부 승인을 받고 있는 실

정이다. 또 농촌생활지표조사에서도 식품안전에 대한 분야가 있었으나,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로 통합되면서부터 식품분야가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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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인식과 식품불안인식은 인식이라는 용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인식에 대한 대답에는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는 5점 척도나 7점 척도

에서의 척도의 방향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척도에서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불안과 같이 안전과 불안이 양

측척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매우안전, 안전, 보통, 안전하지 않음, 매우 

안전하지 않음과 같이 단일척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다. 식품안전에 대

한 인식과 식품불안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는 

않으나, 그 의미는 전적으로 같다고 할 수 없다. 즉 어떤 식품이 불안하지 

않다고 하여, 그 식품이 전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표 2-3>에는 식품안전(불안)의 척도에 따른 기존의 조사로, 척도의 방

향이 불안에서 안전으로 가는 양측척도와 안전하지 않음에서 매우 안전

함으로 가는 단일척도인 경우, 또 5점 척도와 7점 척도인 경우의 결과를 

제시하 다.

〈표 2-3〉 식품안전(불안)에 대한 척도별 분석

조사내용 척도 조사결과

1
식품안전체감도

(불안정도)(2013)
5점 척도 

비율로 환산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2.1% 25.8% 54.0% 17.2% 1.0%

2
식품안전체감도

(불안정도)(2014)
5점 척도 

비율로 환산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1.5% 24.7% 48.9% 24.2% 0.8%

3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2012)

5점 척도 
비율로 환산

매우 
불안함

불안함 보통 안전함
매우

안전함

33.4%
(2012년)

50.5% 15.1%

37.3%
(2010년)

47.6% 15.1%

4

우리나라 식품의 
안전 정도

(2013)

5점 척도
비율로 환산

전혀 
안전하지 

않음

안전하지 
않음

보통/
그저

그렇다
안전한 편

매우
안전한 편

2.1%
(성인)

19.5% 46.4% 30.6% 0.3%

0.3%
(청소년)

11.3% 50.8% 28.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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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정기혜 등. (2013). 2013년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정기혜 등. (2014). 2014년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82.(상‧하반기 평균)
        3) 통계청. (2012). 통계청 사회조사 (보도자료)
        4) 이계임 등. (2013). 2013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350
        5)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2013). 국민안심에 관한 인식조사, p.17.
        6) 이기현 등. (2006).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인식 및 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

자보호원 정책연구보고서, pp.160-294

2013년도의 식품안전 관련 인식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척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척도의 방향이 양측(불안→안전), 단일(안전→안전)인 경우, 또 

측정단위가 5점과 7점인 경우를 비교해 볼 때,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에

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조사의 목적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으나,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에 차이에 나타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엿볼 수 있다(그림 2-3 참조)

〔그림 2-3〕 식품안전 관련 조사의 척도의 방향별, 측정단위별 차이

조사내용 척도 조사결과

5

식품안전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안심(2013)

7점 척도
비율로 환산

매우
불안

불안
약간
불안

보통
약간
안심

안심
매우
안심

27.0 19.9 18.6 25.1 5.6 3.0 0.8

6

식품위해요소에 
대한 위험인지도

(2006)

7점 척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위험정도: 83.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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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표 2-4>는 식

품안전 관련 조사를 제시한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를 분석하

여 제시함에 있어서, 보통을 안전에 포함시킴으로써, 마치 안전하다고 인

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보통’

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부정도 긍정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시함에 있어

서 공감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2-4〉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요약

2012 2013 2014

전반적인 식품안전 66.6%(보통 50.5%)1) 72.2%(보통 54.0%)1) 73.8%(보통 48.9%)5)

수입식품안전 45.3%(보통 37.3%)1) 52.9%(보통 42.4%)2) 51.8%(보통 39.9%)5)

학교 및 보육시설 급식 안전 72.9%(보통 52.6%)1)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52.0%(보통 44.3%)1) 43.0%(보통 34.2%)2) 49.7%(보통 37.4%)5)

외식안전 74.5%(보통 58.0%)2) 72.4%(보통 56.4%)5)

단체급식 안전 73.4%(보통 46.4%)2) 78.5%(보통 43.6%)5)

위험요소별 안심정도(불안)
(식품안전사고)

65.5%3)

식품안전성평가(성인) 77.3%(보통 46.4%)4)

식품안전성평가(청소년) 80.1%(보통 50.8%)4)

   주: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는 매우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안전 등 5점 척도로 측정하 으며, 보
통 이상으로 보고함. 

자료: 1) 통계청. (2012). 2012 통계청 사회조사 (보도자료)
        2) 정기혜 등. (2013). 2013년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2013). 국민안심에 관한 인식조사, p.17.
        4) 이계임 등. (2013). 2013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350.
        5) 정기혜 등. (2014). 2014년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상‧

하반기 평균),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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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에서와 같이 식품안전 관련 인식도 조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

고 있으나, 이들 조사는 조사 기관에 따라 조사의 목적이 다르고, 단기성

으로 수행되고 있어, 지속적이고 대표성 있는 통계생산이 필요하다.

〈표 2-5〉 식품안전 관련 인식도 조사 결과

조사명 조사기관 조사결과

식품소비행태조사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2013)

- 식품관련 소비정책 중 성인 66.5%, 청소년 59.1% 식
품안전보장을 가장 중시함.

- 우리나라 식품 안전 인식: 10명 중 3명(약 30%)
- 안전한 식품을 위해 더 높은 가격 지불의사: 성인 

50.7%
- 국내산 식품 품목별 안전성 인식: 5점 만점에 성인 

3.5점, 청소년 3.6점

어린이식생활 
안전지수

식품의약품
안전처
(2014)

-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대도시 67.65점(2013년 
63.69점), 중소도시 67.87점, 농어촌 67.34점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무조정실식품
안전정책위원회

(2014)

- 식품안전 체감도: 73.8%(보통 48.9%) 
  * 2013년 72.2%(보통 54.0%)

사회조사
통계청
(2012)

- 수입식품의 안전: 불안 54.7%(15세 이상)
- 학교 및 보육시설 급식안전: 보통수준이상 72.9%

(안전 20.3%, 보통 52.6%, 불안 27.1%)
-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불안 48.0%(15세 이상)
- 우리나라 전반적인 식품안전: 보통이상 66.6%

(안전 16.1%, 보통 50.5%)

국민안심에 관한 
인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3)

- 우리 사회에 상존하는 17가지 위험요소들 중 불안
요소(불안): 아동성폭력 75.6%, 학교폭력 72.0%, 
성폭력 68.2%, 가정폭력 46.0%, 강력범죄 
67.8%, 교통사고 52.0%, 식품안전사고 65.5%

- 식품안전사고 피해 경험: 20.2%(교통사고 49.5%, 
자연재난 19.8%, 생활주변사고 14.0%, 정신건강
위험 14.0%)



제2장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동향 41

조사명 조사기관 조사결과

국민안심동향조사 
및 효과적 관리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 공공부문 4대악 분야 중 식품안전분야에서 안심‧안
전관리 추진의 중요성 인식: 중요하다 78.6%(강력
범죄 92.9%, 성폭력 92.9%, 학교폭력 100.0%)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대한상공회의소
(2013)

- 먹거리 불안감: 그렇다 39.2%(보통 45.0%, 그렇
지 않다 15.8%)

- 수입식품의 안전: 불안하다 57.8%(보통 35.8%, 
안전하다 6.4%)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조사

경기개발연구원
(2013)

- 식품불안감: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큼.
-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 안전하다 12%
- 사회불안 34.5%, 식품불안 39.1%

영유아식품안전 
실태조사

소비자안전센터
(2011)

- 배달이유식 및 어린이반찬류 28개 제품의 일반세
균, 대장균,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등 모든 제품이 허가받은 제품유형기
준에 적합

- 기타 ‧유아식의 액상제품은 일반 세균기준과 비
교할 때 일부 제품 기준 초과

- 이유식용 죽 3종, 어린반찬류 1종은 바실러스 세
레우스균이 검출되어 해당 기준 초과

식품안전관련 
인식조사

Korea Trend 
(http://trendmo

nitor.co.kr)
(2010)

- 식품안전사고 발생 근본이유: 판매자의 식품안전 
관련 인식부족(29.5%), 유통자의 인식부족
(20.3%), 법적‧제도적 장치 부족(18.3%)

- 최근1년 이내 식품구입시 불안경험: 있음 61.5%

방사능오염식품에 
관한 전국민 
여론조사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정의당(2013)

-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안전 여부: 
안전하지 않다 96.6%(매우불안 69.2%, 불안한 편 
27.4%)

-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정부발표: 적절치 못함 
93.1%, 적절함 4.6%

원산지별 식품안전/ 
일본 방사능 누출에 
대한 의견

한국갤럽
(2013)

- 원산지별 식품안전: 안전하지 않다(일본산 87%, 
미국산 47%, 중국산 90%, 호주/뉴질랜드산 17%, 
우리나라산 17%), 대체로 안전(일본산 6%, 미국
산 40%, 중국산 4%, 호주/뉴질랜드산 70%, 우리
나라산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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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 사회조사 나타난 식품안전 관련 문항과 결과를 살펴보았다. 

식품안전 관련 문항은 보건, 식품, 환경 등 세 분야 가운데 하나에 포함되

어 있었으며, 조사항목도 각각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표 2-6 참조).

지역별로 식품안전 분야 관련 문항을 살펴보면, 서울(가구원 지표), 부

산, 대구, 대전, 광주 등은 안전분야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충북과 경북, 

경남 지역은 환경 분야에 포함되어 주로 농약 관련 농산물 오염에 대한 

안전인식으로 조사되었다. 또 충남은 보건의료에 포함시켜 식품안전 의

식 항목으로 불안식품, 식품안전문제 발생, 식품 생산에서의 불신단계 등

을 조사하 다. 이와 같이 식품안전 관련 문항이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해 

있는 것은 각 지역별 특성이 반 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 2-6>에 제시된 결과값 이후 조사에는 식품안전 관련 항목이 제외된 

경우도 있으며, 충북 지역의 경우는 사회조사결과가 2014년도까지 사회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으나, 식품안전 관련 문항은 없고, 다만 2012년 

환경분야에서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도를 조사한 결과만 수록되어 있으

며, 충남 지역의 경우도 2014년도까지는 사회조가 결과가 수록되어 있으

나, 식품안전 관련 문항은 2013년도까지만 수록되었고 이후에는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또 전북지역의 경우 2013년에 정보화/소방/안전분야에 

안전인식도와 관련한 여러 항목이 추가되었으나, 식품안전분야는 포함되

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 조사된 대전 지역 사회조사에서도 식품안전분야

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사회안전을 묻는 문항에 식품안전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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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지역별 사회조사 결과

조사명 조사기관/년도 조사결과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서울특별시
(2010)

- 먹거리안전도
 ⋅채소/과일류: 매우안전 19.7%, 안전 54.4%, 안

전하지 않음 23.8%, 전혀 안전하지 않음 2.1%
 ⋅육류: 매우안전 14.3%, 안전 43.9%, 안전하지 

않음 38.1%, 전혀 안전하지 않음 3.7%
 ⋅어패류: 매우안전 13.3%, 안전 43.5%, 안전하지 

않음 39.3%, 전혀 안전하지 않음 3.9%
 ⋅유제품: 매우안전 20.4%, 안전 51.7%, 안전하지 

않음 25.4%, 전혀 안전하지 않음 2.5%
 ⋅가공식품류: 매우안전 14.9%, 안전 43.2%, 안전

하지 않음 35.4%, 전혀 안전하지 않음 6.5%
- 식품안전 정보제공자 신뢰도: 대중매체 26.8%, 정

부/행정기관 16.8%, 소비자단체 23.8%, 전문가 
의견 22.5%, 주위사람의 평판 9.9%, 기타 0.1%

부산광역시 사회조사
부산광역시

(2010)
- 생활환경안전도(식품): 매우안전 0.8%, 약간 안전 

9.9%, 보통 53.3%, 약간 불안 28.3%, 매우불안 7.6%

대구광역시 사회조사
대구광역시

(2013)
- 식품안전분야 관련 항목 없음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 사회조사 없음 
 * 인천광역시 기본통계에도 식품안전 관련항목 없음.

광주광역시 사회조사
광주광역시

(2013)

-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도: 매우안전 1.1%, 약간안
전 6.0%, 보통 38.6%, 약간불안 37.6%, 매우불안 
16.6%

- 우리지역 식품 안전도: 매우안전 1.9%, 약간안전 
14.6%, 보통 59.0%, 약간불안 20.4%, 매우불안 
4.0%

-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도: 매우안전 1.4%, 약간 
안전 9.6%, 보통 52.2%, 약간 불안 28.9%, 매우 
불안 7.9%

- 학교 및 보육시설 급식안전도: 매우 안전 3.1%, 약
간 안전 18.3%, 보통 54.9%, 약간 불안 19.5%, 
매우 불안 4.3%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대전광역시

(2014)

-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5점척도): 자연재해 3.88점, 
건축물 및 시설물 3.57점, 교통사고 3.03점, 화재
사고 3.13점, 식품안전 3.15점, 정보보안 2.96점, 
의약품안전 3.25점, 신종전염병 3.13점, 범죄 
2.96점

울산광역 울산광역시 - 수돗물 안전성: 그냥 마실 정도로 안전 9.4%, 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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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조사기관/년도 조사결과

시민생활조사 및 
의식조사

(2013)

여서 마시면 안전 75.5%, 끓여서 먹더라도 불안 
15.1%

  * 식품안전 인식 관련 항목은 없으며, 식품구입기준과 주

된 식품 구입처 항목만 있음.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세종특별자치시 
(2014)

- 식품안전분야 관련 항목 없음

경기도 사회조사
경기도
(2012)

- 식품안전분야 관련 항목 없음

강원도 사회조사
강원도
(2014)

- 식품안전분야 관련 항목 없음

충청북도 사회조사
충청북도
(2012)

-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우리나라 농산물(전혀불안하지 않음 4.1%, 별로 

불안하지 않음 23.3%, 보통 36.9%, 야간 불안함 
29.4%, 매우 불안함 6.3%)

 ⋅수입농산물(전혀 불안하지 않음 0.7%, 별로 불안
하지 않음 3.6%, 보통 20.6%, 약간 불안함 
37.8%, 매우 불안함 37.3%)

충청남도 사회조사
충청남도
(2013)

-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
 ⋅불안식품: 길거리음식 38.6%, 식당음식 23.2%, 

일반단체급식음식 8.9%, 없음 18.8%, 학교‧보육
시설급식 9.6%, 기타 0.8%

 ⋅식품안전문제: 행정기관의 규제 또는 대처‧처벌 
미흡 26.3%, 업체의 의식부족, 세성‧열악한 시
설 등 29.1%, 언론의 사건사고보도, 과장된보도 
6.8%, 블랙컨슈머 또는 식파라치 증가 2.3%, 실
제 안전하지 않은 식품 사용 29.7%, 소비자의 식
품안전정보 부족 5.2%, 기타 0.4%

 ⋅식품생산불신단계: 제조‧가공 53.5%, 생산 1.9%, 
유통 12.6%, 판매 4.4%, 조리 27.5%

전라북도 사회조사
전라북도
(2013)

- 식품안전분야 관련 항목 없음

전라남도 사회조사
전라남도
(2014)

- 식품안전분야 관련 항목 없음
 * 2014년도부터 친환경농산물 구매의향을 묻는 문항에 ‘안

전한 먹거리로 인식되어’라는 지문이 신설됨.

경상북도 사회조사
경상북도
(2013)

- 친환경유기농식품: 매우안전 11.0%, 안전 40.9%, 
보통 38.7%, 불안 8.6%, 매우불안 0.8%

- 국내산 농축산물: 매우안전 10.4%, 안전 40.0%, 
보통 40.3%, 불안 8.5%, 매우불안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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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제별통계-행정-시도 시군구-각 지역별 사회조사통계를 참
고로 하여 재구성함.

  3. 시사점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에 관련한 조사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조사

의 방향 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 다.

식품안전 관련 인식도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

불안(34.5%)보다 식품불안(39.1%)이 다소 높고, 일반 먹거리로 인한 불

안(39.2%)보다는 수입식품안전에 대한 불안(57.8%)이 높았다. 특히 중

국산(90%)과 일본산(87%)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우리사회의 위험요소들 중 불안요소로서 식품안전사고는 65.5%로 

17가지 위험요소들 중 5위하고 상위권에 속하고, 국민의 20%는 식품안

전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연재해나 생활주변사고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조사명 조사기관/년도 조사결과

- 수입산 농축산물: 매우안전 0.8%, 안전 6.9%, 보
통 37.0%, 불안 42.0%, 매우불안 13.4%

- 가공식품: 매우안전 0.8%, 안전 7.3%, 보통 
41.7%, 불안 39.6%, 매우불안 10.7%

- 유전자변형식품(GMO): 매우안전 0.7%, 안전 
5.9%, 보통 29.2%, 불안 38.6%, 매우불안 25.6%

경상남도 사회조사
경상남도
(2012)

- 농산물 농약오염에 대한 견해
 ⋅국내산 농산물(전혀 불안하지 않음 4.6%, 별로 

불안하지 않음 20.6%, 보통 42.0%, 약간 불안함 
27.5%, 매우 불안함 5.3%)

 ⋅외국산농산물(전혀 불안하지 않음 0.8%, 별로 불
안하지 않음 3.6%, 보통 20.1%, 약간 불안함 
39.0%, 매우 불안함 36.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제주특별자치도
(2014)

- 식품안전분야 관련 항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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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나라 국민의 반 이상(50.7%)이 안전한 식품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식품안전에 관한 인식조사는 분기별 또는 연도별 측정되어 대부분 평

상 시 소비자의 사고수준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사고 발생 전·

후 실시간의 인식수준을 파악하는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조사문항과 응답항목에 있어서도 안전과 불안에 대해 양측방향 또는 단

일방향으로 응답하도록 응답항목을 제시하고 있어, 안전수준을 파악하는 

조사도구가 일관되지 않으며, 불안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는 극

히 부족한 실정이다. 조사 결과의 제시에 있어서도 ‘보통’을 어떻게 보는

가에 따라 결과 해석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결과를 제시함에 있어

서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안전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가운데 하나이자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식품안전 

관리 행정의 조직적, 통합적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한데, 이에 앞서 이를 

뒷받침할 보다 신뢰성 있고 지속적인 기초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분야는 산발적

으로 조사되거나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

는 기초자료의 생산 및 분석을 통한 근거중심적인 정책 접근방법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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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보전달매체의 현황

2014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TV, 라디오 등 다른 방송

매체 보유율과 비교했을 때, PC와 스마트폰의 보유율은 TV보다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매체로 응답된 비율은 TV와 스

마트폰이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TV의 가구 보유율은 97.0%, 스마트폰의 개인 보유율은 76.9%인 반

면,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매체로 TV를 응답한 비율은 44.3%, 스마트

폰으로 응답한 비율은 43.9% 수준이었다.

〔그림 3-1〕 연도별 가구 방송매체 보유율

   주: 연도별 조사자 수: 2012년(N=3,453), 2013년(N=3,434), 2014년(N=3,427)
자료: 정용찬, 김윤화. (2014) 2014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정보전달매체와 
커뮤니케이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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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연도별 개인 방송매체 보유율

   주: 연도별 조사자 수: 2012년(N=6,411), 2013년(N=6,240), 2014년(N=6,042)
자료: 정용찬, 김윤화. (2014) 2014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제2절 인터넷 등 신종 매체 현황

  1.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현황

가. 인터넷 접속률 및 이용률

2014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 인터넷 접속률

은 81.5% 수준이며, 모바일 인터넷(이동전화 및 무선인터넷)을 포함하면 

98.5%에 이른다(2014.7월 기준). 가구의 인터넷 접속방법은 3G/4G 모

바일 인터넷이 86.8%로 가장 많았고, 무선랜 87.7% 수준이었다.

따라서 2G 모바일 인터넷 가구 19.4%까지 더하면 우리나라 모든 가구

에서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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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가구 인터넷 접속방법(복수응답)-인터넷 접속 가구

자료: 임재명 등. (2014). 2014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편, 모바일 인터넷을 포함한 인터넷 이용률은 83.6%(2014.7월 기

준)에 이르며, 전년대비 1.5%p 증가하 다.

〔그림 3-4〕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수 변화 추이

   주: 1) 2004년 조사부터 인터넷에 모바일인터넷(이동전화 무선인터넷 등)을 포함시켰으며, 인터
넷 이용자 정의도 ‘월 평균 1회 이상 인터넷 이용자’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로 
변경함.

        2) 2006년 조사부터 조사 대상을 만 3세 이상 인구로 확대함.
자료: 임재명 등. (2014). 2014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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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는 남성이 87.35%, 여성이 79.8%의 이용률을 보여, 남성이 더 

높았다.

〔그림 3-5〕 성별 인터넷 이용률

자료: 임재명 등. (2014). 2014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연령대별로는 10대에서 40대까지의 연령대에서 95% 이상의 이용률

을 보이며 해당 연령의 대부분의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그 중 20대가 29.9%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 다.

또한 50대부터는 인터넷 이용률이 급격히 하락하여, 50대는 86.1%, 

60대는 50.6%, 70대 이상은 14.1% 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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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자료: 임재명 등. (2014). 2014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와 같이 인터넷 접속률과 인터넷 이용률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인터넷

에 대한 접근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최근 이러한 인터넷 이용에 증

가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인터넷 이용의 증가가 상당한 향을 미

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스마트폰 보급률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에 대한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76.5~8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가구원 76.9% 

스마트폰 보유하고 있고, 2014 인터넷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만 6세 이상 

인구의 78.5%가 ‘스마트폰(피처폰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한국갤럽 스마트폰 사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054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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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스마트폰 사용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스마트폰 이용의 최근 증

가원인은 40~50대 연령층 이용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년 간(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연령별 스마트폰 사용률의 

증가추이를 보면, 2012년에는 연령별 사용률의 격차를 보 으나, 

40~50대 사용률의 지속적인 증가세와 함께 격차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 

2014년 7월 기준, 40대 이하 연령에서는 90% 이상 사용하고 있었고, 

50~60대 연령의 사용률도 함께 증가하여, 50대의 경우 80%, 60대는 

37% 수준을 보 다.

〔그림 3-7〕 2012년 1월~2014년 7월 스마트폰 사용률 추이-월별·연령별

   주: 월별 조사 사례수는 최소 3,142명에서 최대 7,831명(표본오차±1.8~1.1%포인트, 95%신뢰수준)
자료: 한국갤럽. (2014). 2012년 1월~2014년 8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사. 한국갤럽데일리오

피니언.

그러나 2014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유율은 

연령별, 가구소득별, 도시규모별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보유

율이 높았고, 군지역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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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개인별 스마트폰 보유 대수

(단위: %)

구분
스마트폰 보유대수

0대 1대 이상

성별
남성 19.5 80.5

여성 26.4 73.6

연령

10대 5.6 94.4

20대 2.8 97.2

30대 3.6 96.4

40대 10.3 89.7

50대 27.7 72.3

60대 이상 80.1 19.9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3.5 36.5

100~199만원 33.4 66.6

200~299만원 16.3 83.7

300~399만원 14.2 85.8

400만원 이상 12.7 87.3

무응답 31.4 68.6

도시규모

대도시 20.0 80.0

중소도시 18.8 81.2

군지역 38.8 61.2

자료: 정용찬, 김윤화. (2014) 2014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한편,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국제적 수준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56개 국가의 평균 스마트 보급률은 2015년 3월 6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UAE 90.8%, 싱가포르 87.7%, 사우디 

86.1%에 이어 4번째로 높은 83.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Google, 2015.06).

이처럼 높은 보급률로 인해 기타 국가에 비해 상위권의 국가들의 보급

률 증가율은 10% 이하(UAE 제외)로 둔화되어 있으나, 스마트폰 보급률

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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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글로벌 56개 국가 스마트폰 보급률

(단위: %)

   주: 성인 인구당 보급률로 전체당 보급률보다 높을 수 있음
자료: TNS Infratest Germany, Google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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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글로벌 56개 국가 스마트폰 보급률x증가율

자료: TNS Infratest Germany, Googl(2015.06)

  2.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목적

인터넷을 이용하는 용도로는 ‘자료 및 정보 접근/검색’하기 위해서라

는 응답이 91.1%로 가장 많았고, ‘커뮤니케이션(인터넷, 눈, 채팅, 인터

넷 전화 등)’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89.8%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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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인터넷 이용용도(복수응답)-만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주: 1) 커뮤니케이션: 이메일, SNS, 채팅, 인터넷전화 등
        2) 여가활동: 웹라디오, 웹TV, 온라인게임, 전자책 등
        3) 거래활동: 인터넷 뱅킹, 상품구매 및 판매 등
        4) 교육 및 학습: 온라인 교육, 위키피디아 등
        5) 콘텐츠 생성: 홈페이지 운 , 제작 콘텐츠 업로드 등
        6) 파일공유서비스: P2P 등
자료: 임재명 등. (2014). 2014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모바일 이용자의 이용목적은 전체 인터넷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뉴스, 

생활정보, 기타 정보검색 등 ‘자료 및 정보의 습득’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가 99%로 매우 높았다.

이메일, 메신저, 커뮤니티 등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여가활동 목적은 

전체 이용자과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가 유사하게 높았으나, 모바일이용

자의 경우가 더 많은 응답을 보 다.

또한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와 경제활동 목적의 

이용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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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모바일인터넷 이용 목적(복수응답)

자료: 임재명 외. (2014). 2014년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편, 2014 인터넷실태조사에서는 이에 더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의 건

강 및 보건 관련 활동경험에 대해 조사하 다.

조사 결과, ‘질병, 부상에 관한 정보 검색’을 하는 경우가 54.2%로 가

장 많았고, 웰빙, 라이프스타일, 양 등에 관한 정보검색을 하는 경우가 

39.4%로 뒤를 이었다. 건강 및 웰빙 관련한 SNS에 참여하는 경우는 

8.6% 으며, 전체 이용자 중 건강 및 보건관련 활동경험이 없는 경우도 

35.1%에 달했다.

〔그림 3-12〕 인터넷을 통한 건강 및 보건관련 활동: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자료: 임재명 외. (2014). 2014년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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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매체

   주: 해당 매체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총 사람 수
자료: 정용찬, 김윤화. (2014) 2014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그러나 연령별로 10~40대가 필수매체로 스마트폰을 선택한 반면, 

50~60대는 TV를 선택하여 연령별로 활용 매체에 대한 선호가 다른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3-14〕 연령별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매체

(N=6,240명)

자료: 정용찬, 김윤화. (2014) 2014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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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 가장 주된 인터넷 이용목적이 자료수집

으로 나타났듯이, 방송실태조사에서 스마트폰과 PC/노트북은 여러 매체

들 사이에서도 정보를 얻는 주이용 매체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의 경우, 일상생활정보와 이슈가 되는 뉴스, 제품 구매 정보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주 이용매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이슈별 정보 습득 경로

주요 관심사 TV 라디오 신문 잡지
PC/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

폰
서적 기타

이슈가 되는 뉴스 81.0 2.9 6.0 0.4 20.4 1.4 36.1 0.7 0.3

전문적인 지식 37.4 1.1 4.4 0.8 29.4 1.5 28.5 9.7 1.5

오락·연예 73.5 1.7 0.7 0.9 12.6 0.9 24.6 0.6 0.3

생활 정보 57.9 1.5 3.2 0.6 21.2 0.9 31.9 1.9 1.4

스포츠 64.0 0.5 2.1 0.3  9.9 0.9 18.3 0.6 0.3

교육·문화예술 40.5 0.5 2.5 0.7 20.2 1.1 22.3 4.8 1.8

제품구매정보 38.1 0.3 1.3 0.9 29.8 1.3 29.6 0.9 2.6

자료: 정용찬, 김윤화. (2014) 2014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제3절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활용

  1.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개념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는 인터넷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과의 인

관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함으로써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미니홈피,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프로필 기반 서비스, 커뮤니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2014 인터넷실태

조사, 2014).

SNS는 소셜미디어, 소셜네트워크사이트, 소셜네트워킹 등 다양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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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종류와 소통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일된 정의를 하기는 어렵다.

SNS 이용률의 증가는 온라인상의 소통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정보제

공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즉, 기존 기업과 컨텐츠 제공자(CP)

를 중심으로 생산되던 정보가 사용자 중심으로 생산 및 전달됨으로써, 기

존의 일방적인 정보경제구조가 사용자 중심의 수평적 구조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있다(이윤희, 2014).

〔그림 3-15〕 SNS로 인한 정보 경제 구조의 변화

자료: 이윤희. (2014). 국내 SNS의 이용 현황과 주요 이슈 분석. 한국인터넷진흥원, Internet & 
Security Focus, 8월호, pp.56-78.

  2.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이용 현황

최근 스마트 보급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SNS 이용자 수도 증가하

다. 인터넷 이용자(무선인터넷 포함)의 커뮤니케이션 목적이용 중 SNS

(블로그, 미니홈피,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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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는 경우는 65.0% 다.

이는 연령별 차이를 보 는데, 20대에서 87.6%로 가장 높았고 연령에 

따라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표 3-3〉 성·연령별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복수응답)
(단위: %)

6~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전체

SNS이용률 30.5 78.1 87.6 72.4 56.9 36.7 17.8 65.0

자료: 임재명 외. (2014). 2014년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에서 재구성.

모바일 SNS을 이용하는 목적은 ‘개인적 관심사 공유를 위해서’라는 응

답이 72.8%로 가장 많았고, 취미/여가활동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69.1%

다. 이 밖에 전문 정보나 지식 공유를 위해서 27.9%, 사건·사고 등을 

알리기 위해서, 시사, 정치, 현안문제 등에 대한 의견표현 및 공유를 위해

서 9.2%가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바일SNS 이용자들은 개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바일 SNS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보전달이나 이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목적

은 그에 반해 낮았다.

한편, 모바일 SNS를 통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믿을만하다고 응답한 

경우 63.6%로 나타났다.

〈표 3-4〉 ‘SNS를 통해 얻는 정보는 믿을 만하다’에 대한 응답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 5.3 0.2 30.9 56.6 7.0

자료: 임재명 외. (2014). 2014년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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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의 활용방안

SNS가 거의 모든 사회적 이슈와 현안을 다루는 열린 소통플랫폼으로

써의 역할을 함에 따라, SNS에 나타나는 이용패턴 및 반응을 분석하는  

‘소셜모니터링’과 ‘소셜분석’의 활용성이 급부상하고 있다(김주원 외, 

2011).

SNS 분석은 기존의 여론조사에 비해 저비용으로 가능하고, 실시간으

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시의성 있는 이슈들을 빠르게 분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SNS 분석은 최근 기업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마케팅 

방법 중 하나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양방향 소통과 실시간 대응은 해당 기업 상품 및 서

비스에 대한 큰 고개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케팅기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 소셜 모니터링(예시): 상품 출시에 대한 기업 정책 발표 → 소셜미디어

를 통한 고객 요구 → 고객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기업 정책 변경

□ 소셜 분석(예시): 실시간 소셜분석 → 고객 반응 분석 → 고객의 욕구를 

반 한 고객서비스 제공(김주원 등, 2011).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정부도 SNS를 정책홍보에 적극 활용하려는 움

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7월 발표한 「정책 홍보 매뉴얼」에서는 사

전 여론수렴과 언론홍보, 위기관리에서의 SNS 활용법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4). 

특히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매체별 보도흐름과 여론의 이슈 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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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고자 하 다. 이슈가 형성되

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초기에 정확한 정보제공을 

선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4절 SNS를 활용한 식품안전정보전달

본 절에서는 식품불안에 있어 위해정보전달(risk communication)의 

중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정부 중심의 위해정보전달체계 수립을 위해 활

용 가능한 매체와 SNS 활용 등을 검토하 다.

먼저 식품 사고 및 파동에서 소비자의 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는 해당 문제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인터넷과 언론을 통한 부정확한 정

보 확산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중심의 위해정보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여론이 

뚜렷이 형성되기 이전에 먼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를 선동

해야하며, 일관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활용 가능한 매체로 검토하 던 ‘인터넷’은 높은 보급률과 이용률

을 보여 신속한 정보전달과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목적은 ‘자료 및 정보 접근 검색 기능’과 

‘커뮤니케이션’인 것으로 조사되어 정부의 위해관리 시 인터넷은 두 가지 

방향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정부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는 인터넷 상의 커뮤니케이션(블로그, SNS 등) 과정에서 나

타나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빠르게 감지하고, 그 원인을 즉시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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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포털사이트의 키워드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짜백수오’ 

파동이 발생한 시기(2015.4.)에 해당 키워드에 대한 조회수가 급증 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식품 불안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SNS 모니

터링을 통해 감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16〕 SNS 키워드 분석 ‘가짜백수오’ 분석 결과(예시)

자료: 네이버 키워드광고(http://searchad.naver.com)

그러나 인터넷 이용 및 스마트폰 보급이 연령별, 소득수준 별 격차를 

보임에 따라 인터넷 외에 다양한 방송매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90%를 상회하는 인터넷 이용률은 50대부터(특히 60세 이상에서) 감소하

며, 노년층의 경우 TV방송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발생한 식품 불안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향을 받는 주요 

연령대상에 맞춘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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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유아식품에 대한 식품 불안은 20~30대의 주요 관심사이므

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달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품전달은 50세 이

상의 주요 관심사이므로 TV, 신문 등의 고전적인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

에 주력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매체별로 나타나는 특성(신뢰성, 접근성, 신속성 등)도 정부의 

주요 대응매체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표 3-5〉 매체별 속성 평가 동의 정도

(N=6,042명, 복수응답, 단위: %)

속성
TV
프로
그램

라디오
프로그램

신문기사

잡지

웹정보
(블로그, 
SNS, 

커뮤니티 
등)

없음종이
신문

포털, 
신문사 

홈페이지
등

ㅇㅇ을 통해 접하는 콘텐츠나 
정보는 믿을만하다

70.9 4.2 13.0 18.1 1.1 14.3 10.7

ㅇㅇ을 통해 접하는 콘텐츠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48.5 1.9 4.9 17.5 0.6 22.5 20.5

ㅇㅇ을 통해 접하는 콘텐츠로 
소식을 더 빨리 알게 되었다

48.8 1.9 3.7 18.8 0.8 26.7 15.3

자료: 정용찬, 김윤화. (2014) 2014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소비자 불안은 단기적으로 발생하며, 식품 관련 사건사고와 정치 사회

적 향을 많이 받는 만큼 시의성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터넷

과 SNS의 활용은 식품불안에 대한 정부가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식품 불안에 대한 소비자 불안수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각 시

점별로 특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그러한 불안수준을 유발한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함으로써 시의적절한 정책적 대응체계를 마련(사지연 외, 

2014)해야 할 것이다.

단, 정부의 SNS을 통한 모니터링을 국가의 감시로 인식하지 않도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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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올바른 SNS 활용이 중요하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경우,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으므로 SNS

를 통한 소비자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 시 이들이 느끼는 식품 불안과 그

에 대한 원인, 정보 수준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식품안전 관련 소셜빅데이터 

수집 및 국민 인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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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식품안전 관련 소셜빅데이터 기초분석

제3절  SNS를 활용한 식품안전체감도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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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식품안전 관련 소셜빅데이터 분석

빅 데이터(big data)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

이터 집합(James & Michael, 2011) 또는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John & David, 2011).

특히 최근 소셜 미디어 등 비정형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분석기

법들 중에서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소셜네트워크 분석, 군집

분석 등이 주목받고 있다(조성우, 2011). 

식품안전 사건‧사고들의 인터넷, 트위터 등을 통한 급파로 인해 국민 

불안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

한 국민과 행정당국의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온라인상의 식품안전 동향 파악을 통한 소셜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다양한 패턴 분석을 통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

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식품안전관련 소셜빅데이터 수집 

및 담론분석을 통해 식품안전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소셜빅데이터의 분석은 사용자가 남긴 문서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으

로 자연어 처리기술인 주제분석(text mining)과 감성분석 기술인 오피

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과 통계분석(statistical analysis)을 실시

하 다.

식품안전 관련 소셜빅데이터 수집 

및 국민 인식 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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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식품안전 관련 소셜빅데이터 기초분석

  1. 자료수집 개요

가. 조사배경 및 목적

최근 식품과 관련한 각종 전염성 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

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스마트미디어 보급 및 IT의 일상화

로 온라인, 소셜미디어 상에서 식품안전의 필요성,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셜 빅데이터 수집, 활용 및 분석을 통한 온라인상의 식

품안전 관련 인식 및 동향 파악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

적 의사 결정 및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 4-1〕 분석 접근방법

나. 조사설계

본 연구의 조사방법으로는 SKT Smart Insight 플랫폼을 이용한 

Social Media Research(Online Buzz 분석)를 실시하 다. 분석대상

은 식품 안전, 식품 위험, 음식 안전, 먹거리 안전, 먹거리 위험, 음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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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위험 식품, 먹거리 사고, 먹거리 안전 사고, 식품 사고, 식품 위생, 불

량식품, 부정식품 등 ‘식품 안전’ 관련 키워드 으며, 분석데이터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로 총 4년 6개월간의 데이터를 

이용하 다. 데이터 수집은 뉴스/미디어 등 257개 언론 매체와 네이버, 

다음, 네이트, 티스토리 등 4개의 블로그, 카페사이트로는 네이버와 다음

에서 데이터를 수집하 다. 또 게시판 및 주요 커뮤니티는 19개로 

MLBPARK_BULLPAN, youtube, 네이버 지식인, 네이트톡, 네이트판, 

다음 TIP, 다음 미즈넷_생활속 에피소드, 다음 아고라, 디스이즈게임, 

디시인사이드_갤러리, 루리웹, 뷰티쁠, 뷰티톡, 뽐뿌, 세티즌, 시코_미니

기기게시판, 오늘의 유머, 일간베스트, 클리앙 등이었으며, SNS는 1개

로 트위터에서 수집하 다.

  2. 조사분석 결과

가. Buzz 분석

  1) Buzz 트렌드 분석

- 식품안전에 대한 담론은 계절 및 시기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언급되고 

있다.

- 2012년 12월,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지어 트

위터를 중심으로 논란이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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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월별 Buzz 트렌드

주: 트위터 문서의 수집은 2011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전체 Buzz Trend에 Bias를 줄 수 
있어 SNS 데이터를 제외한 Trend를 추가하 음

  2) 본문/댓글 Buzz 분석

- 본문 대비 댓글의 비율이 약 70%로 댓글을 통한 식품안전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류가 나타났다.

∙ 문서 1건 당 평균 2.25개의 댓글이 발생하 다.

〔그림 4-3〕 본문/댓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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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널별 Buzz 분석

- 식품안전에 대한 담론은 블로그와 카페 채널에서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

여(채널 점유율: 82%) 식품 안전과 관련된 상세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

성하고 있다.

- 카페>블로그>뉴스>SNS>게시판의 순서대로 담론이 형성되었다.

〔그림 4-4〕 채널 점유율

나. 계정 분석

  1) 계정 및 트위터 유형 분석(전체)

- SNS의 순계정1) 비율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 고, 커뮤니티 채널인 블로

그와 카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 트위터 유형의 경우 직접 의견을 남기는 독백형/대화형 게시물의 비중

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대신 정보를 단순 전달하는 정보링크형과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retwit(RT)하는 전파형 게시물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

하 다.

1) 순계정 = 전체계정-중복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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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계정 및 SNS 유형 분석

주: *순계정=전체계정-중복계정

  2) 계정 및 트위터 유형 분석(2011)

- 뉴스와 블로그의 순계정 비율은 50% 미만이나 트위터에서 식품안전을 

언급한 계정은 전체 문서 대비 77%로 전체 채널 중 순계정 비율이 가장 

높았다.

- 트위터 유형은 전파형(RT)이 가장 많았으나, 직접 멘션을 남기는 독백

형 및 대화형과 컨텐츠 링크가 멘션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링크형도 

20% 이상으로 모든 트윗의 유형이 골고루 나타났다.

〔그림 4-6〕 계정 및 SNS 유형 분석(2011)

주: 순계정=전체계정-중복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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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정 및 트위터 유형 분석(2012)

- 뉴스와 SNS에서 발생한 Buzz의 채널 점유율은 7%에 불과하지만 순계

정 비율은 68%로 가장 높았다.

- 트위터 유형 중 전파형의 비중이 58%에 달해 자신의 의견을 직접 

남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리트윗하는 형식의 Buzz가 주로 

생성되었다.

〔그림 4-7〕 계정 및 SNS 유형 분석(2012)

주: 순계정=전체계정-중복계정

  4) 계정 및 트위터 유형 분석(2013)

- 전 채널의 순계정 비율이 50% 미만으로 5개년도 중 가장 낮았다.

- 전파형(RT)이 약 50%를 차지했으며, 컨텐츠 링크를 @mention내에 

포함한 정보링크형이 약 30%를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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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계정 및 SNS 유형 분석(2013)

주: 순계정=전체계정-중복계정

  5) 계정 및 트위터 유형 분석(2014)

- 전 채널의 순계정 비율은 50% 수준으로 1인 당 평균 2.2개의 식품안전 

관련 의견을 작성하 다. 

- 2014년에는 전파형(RT) 중심으로 담론이 형성되었으며, @mention으

로 의견을 나누는 대화형은 2% 미만으로 트위터 상에서의 의견 교류는 

적었다.

〔그림 4-9〕 계정 및 SNS 유형 분석(2014)

주: 순계정=전체계정-중복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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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계정 및 트위터 유형 분석(2015)

- 다른 해에 비해 블로그와 카페 채널에서 식품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담

론을 나누는 순계정이 늘어났다.

∙ 블로그: 69%, 카페: 67%

- 트위터의 경우 전파형과 정보링크형의 비율이 84%로 식품안전과 관련

된 기사 혹은 컨텐츠의 확산이 주로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손  숙  자〕 계정 및 SNS 유형 분석(2015)

주: 순계정=전체계정-중복계정

다. 키워드 분석

  1) 식품

- 과일, 야채, 고기, 생선과 같은 신선식품의 언급이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랭크되며, 양성분과 유통과정에서의 신선도 유지에 주로 관심을 나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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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해요소

- 2012년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불량식품 척결’을 공약으로 선언하면

서부터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 다.

- 2011년 2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 키워드 빈출, 특히 

2013년 오염수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확산되었다(관련기

사: http://news.nate.com/view/20130826n01766).

- 성인병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 성분에 대한 꾸준한 관심 및 우려가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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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질병(식품안전)

- 고혈압, 비만, 당뇨와 같은 성인병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며 우려하는 

모습을 보 다.

- 식중독과 설사병과 같이 위생불량, 불량식품 섭취로 인한 질병 또한 꾸

준한 언급량을 유지하 다.

  4) 대상별

- ‘엄마’들의 ‘아이’ 건강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빈도를 차지하 다.

- 식품, 질병 분야의 전문가인 ‘의사’, ‘교수’ 언급 또한 다수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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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생 활동

- 친환경 식품, 항암식품 등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식품에 대

한 관심이 지속되었다.

- 청소, 소독, 세척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식품 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이 다수 언급되었다.

라. 감성 분석

- 식품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표현어의 비중은 긍정적인 표현이 부정적인 

표현보다 7% 가량 높았다. 

∙ 유익한 식품 성분 소개, 다양한 예방활동 등

- 부정적 여론으로는 질병을 유발하는 식품, 식품에서 검출된 유해성분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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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품 위해 요소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물질 유출, 오염에 대해 큰 불안감을 

표출하며 일본 여행 및 일본산 식품 섭취를 강력히 제재하 다.

- 기업의 부주의 혹은 잘못으로 생산되는 불량식품 및 성인병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법을 공유하 다.

  2) 질병(식품안전)

- 대표적인 성인병인 ‘동맥경화’, ‘심장병’, ‘고혈압’을 유발하는 유해 식

품 및 성분을 활발히 공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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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내 포함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혹은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식중독에 대한 우려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전파하 다.

  3) 대상별

- 유해식품에 취약한 아이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문서가 다수 확인되었다.

-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에 오염된 농수산물 및 식품에 대

한 불안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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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생활동

- 손 씻기, 비누 사용하기, 마스크 사용하기 등 개개인의 청결 유지를 위

해 필요한 행동의 언급이 많았다.

- 식품 조리 시의 주의사항(‘끓여 먹다’, ‘삶아서 먹다’ 등)을 공유하고, 식

품 보관 시 철저한 위생 관리를 당부하는 등 유해식품 예방 위주의 담론

이 형성되었다.

  3. 요약 및 결론

가. 요약

인간 생활의 삼대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인 음식, 특히 음식의 안전과 

관련된 담론은 온라인 상에서도 연 평균 41만 5천 건 가량 꾸준히 발생함

으로써 국민의 관심도를 반 하고 있다.

- 2012년 말, 박근혜 대통령이 불량식품을 4대악 중 하나로 선정하고 근

절 의지를 나타내면서 식품 위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 다.

∙ 2013년 버즈량: 약 52만 건, 5개 년도 중 최고치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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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일본에서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방사능 

물질에 대한 우려가 급격하게 증가하 으며, 2013년 방사능 오염수 누

출 등의 이슈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더욱 확산되었다.

∙ ‘방사능’, ‘세슘’, ‘검출’ 등 연관 키워드 빈도 급증하 다.

나. 결론 및 시사점

- 식품안전에 대한 담론은 온라인상에서도 꾸준히 언급되나 의견의 공론

장은 트위터 채널에서 점차 폐쇄형 커뮤니티인 블로그/카페 채널로 전

이되는 양상을 보 다.

- 아이, 엄마, 어린이 등 어린 자녀와 관련된 언급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에 대한 관심 및 우려가 확인되었다.

- ‘콜레스테롤’ 성분과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 질환이 꾸준히 언급

되어 서구화된 식습관에 따른 질병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 다.

- 식품 업체의 부도덕한 위생 관리와 유해 물질 첨가로 인해 발생하는  

‘세균’, ‘식중독’ 등의 키워드도 꾸준히 언급되었다.

- 식품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 관련 키워드인 ‘손씻기’, ‘가

열’, ‘마스크’, ‘비누’, ‘세척’ 등을 통해 국민들이 청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서로 실천을 당부하는 것을 확인하 다.

- 정부는 식품 관련 이슈와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와 엄격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유아나 어

린이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에 더욱 중점을 두고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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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SNS를 활용한 식품안전체감도 심층 분석2)

  1. 서론

현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가정파괴행위, 

불량식품 등을 ‘사회 4대 악’으로 규정짓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강

구하고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

과에서도 아동성폭력, 학교폭력, 강력범죄, 식품안전사고 순으로(이건 등, 

2013), 식품안전이 국민불안 요인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에 이어 생활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식생활 양식을 변화시켜, 

각종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증가시켰고, 

국제 무역의 활성화로 수입식품으로 인한 식품안전 위험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식품안전을 둘러싼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

서 식품사고는 대형화되고, 세계화되고 있으며, 복합적이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이다. 

식품안전에 있어서의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품이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

외한 모든 음식물(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이며, 안전(safety)이란 사전적으

로는 위험하지 않은 것,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온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이란 식품위험의 반대개념으로서 특정식품을 섭취했을 때 

어떤 해로움도 받지 않을 확률로 정의된다(Henson & Trail, 1993).

식품인식에 대한 또 하나의 개념으로 식품 불안을 들 수 있는데, 불안

(concern)이란 사전적인 개념으로는 걱정이 되어 마음이 편하지 않음 

2) 본 절의 ‘식품안전 관련 소셜 빅데이터 온톨로지 개발’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식품 양
학과 조미숙 교수 연구팀에서 국내외 논문 게재를 위해 수행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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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걱정스럽거나 초조하여 편안하지 않음이다.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불안(anxiety)은 다양한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걱정과 긴장상태가 

비교적 구적이며, 대개는 강박증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개념이다. 식품 불

안이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먹어도 괜찮을까? 아프지는 않을

까? 병이 나지는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걱정거리나 의문점에 대해 

대면 대화방식이 아니라 검색 방식을 사용해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비율

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한 지식과 경험, 감정에 대

한 공유는 그 자체로서 정보전달자의 기능도 한다(송태민, 2015). 

모바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데이터량을 증가시켰으며, 데이

터가 축적되어 방대해짐에 따라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 다. 본 절에서

는 기존의 설문조사 방법이 아닌 온라인 뉴스사이트, 블로그, 카페, SNS, 

게시판 등에서 수집한 소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위험의 예측모형과 연관규칙을 파악하고, 식품안전 위험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식품안전 관련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기 위한 틀로써 

온톨로지를 개발하 다. 온톨로지 개발 과정은 네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

다. 첫째, 식품안전과 위생·위해를 다룬 공신력 있는 선행 연구 54편에 

을 골라 연구에서 다룬 식품 안전 관련 키워드를 모두 추출하 으며, 신

뢰성을 높이기 위해 4명의 연구자가 크로스체크(cross check)하 다, 둘

째,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주제별로 나누어 top-down 방식으

로 분류하 다. 셋째, 관련 문헌과 인터넷 키워드 검색을 통해 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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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거나 부족한 키워드를 bottom-up 방식으로 채워 넣었으며, 넷째, 

역별 분류에서 관련문헌과 인터넷검색 등을 통해 개념을 정의, 진술하

고 역별 키워드와 관련 배경을 설명하 다.

〈표 4-1〉 자료수집을 위한 속성 및 키워드

속성 키워드

대상

노인, 남자, 여자, 학부모, 아이, 유아, 어린이, 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

학생, 신생아, 여학생, 남학생, 기혼, 미혼, 싱글, 가족, 아빠, 엄마, 직장인, 자 업, 

전문직, 선생님, 성인, 맞벌이, 소비자, 친구들, 소비자들, 아들, 남성, 가족들, 국민

들, 전문가들, 한국인, 환자들, 신랑, 어른, 교수, 양사, 양학자, 의사, 교사, 양

교사, 경찰, 대통령, 대학원생

식품안전 
예방제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식품위생법, 리콜, 이력추적제, 농약잔류량기준설정, 잔류농

약검사,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행정체계통합, 제조물책임법, PL법, 신고, 보상, 위해관리, 위해평가, 위해분

석, 리스크커뮤니케이션, 공정관리, 표준화공정, 급식운 시스템, 미생물품질기준, 

CCP2PHF공정관리, 품질관리기준, 보건정책, 행정질책, 정보공개, 국제적위해성전

달계, 식품안전정책, 친환경농업육성법, 안전규제정책, 첨가제사용규제, 우유항생물

질허용기준치설정, 원산지모니터링, 식품법규, 원산지품질검사, 회수명령, 익혀먹기, 

냉장고, 예방수칙, 식품공전, 식품의약품안전모니터, 예방, 예방정책, 조기발견, 모니

터링, 항생제내성, 법규, 규정, 검사, 검사체계, 관리체계, 불량식품신고, 식품안전평

가, 건강 향평가, 식품정책, 안전제도, 규제개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위

생관리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식품첨가물표기, 첨가물표기, 식품안전검사, 

Checkday, 체크데이, 4대악, 위생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위생점검, 일일섭취권고

량, 일일섭취권장량, 권장량, 수입금지, 안전점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 

급식관리지원센터, 서명, 식품안전파수꾼, 파수꾼,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시민감

시단, 먹거리안전지킴이, 그린푸드존,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단속, 안전증명서, 위

생안전점검, risk communication

식품관련 
인증제

양성분표시, 유통기한, 제조일, 건강기능성식품, 원재료명, 푸드마일리지, ks인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GMP, HACCP, GHP, GIP, 인증, 해썹, 유기가공식품인

증제

교육/행사

교육, 소비자교육, 학교 양교육, 조리사교육, 양교사교육, 외식업체교육, 자녀교

육, 생산자교육, 기업교육, 홍보, 컨설팅, 매뉴얼, 위기대응, 메뉴얼, FightBac캠페

인, 어린이식품안전 양교육, 캠페인, 해외직구, 어린이식품안전뮤지컬, 함께해요우

리우유, 식품안전의날, G푸드쇼

식품 
위해요소

GMO, 유전자변형식품, 방사선, 방사능, 중금속, 대장균, 농약, 식중독균, 발암물질, 

황색포도상구균, 유통기한경과, 가성소다, 소독취, 소독냄새, 말라카이트그린, 벤조피

렌, 유리조각, 색소, 세슘, 파라벤, 보존제, 보존료, 아크릴아마이드, 질파테롤, 동물

용의약품, 축산용항생제, 곰팡이독소, 노로바이러스, 미생물, 스테로이드제, 카드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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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산염, 포름알데히드, 포르말린, 비브리오, 살모넬라리스테리아, 브루셀라, 수은, 

포장랩, 착색료, 환경호르몬, 내분비계장애물질, 납, 사가자키균, 벤젠, 다이옥신, 나

노물질, 아민류, 이형프리온, 비소, 멜라민, 방부제, 인공색소, 식품이물질, 화학조미

료, 첨가물, 트랜스지방, 벌레, 반찬재활용포장랩, 튀김내분비장애, 튀김아크릴아마이

드, 라면방사선, 과자첨가물통조림포르말린, 전지분유클로스트리디움, 성장촉진호르

몬, 항생제, 유전자재조합, 유화제, 산화방지제, 감미료, 기생충, 프리온, 신종유해물

질, 청색1호, 청색4호, 바실러스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스테비오사이드, 이산화

황, 염산, 카벤다짐, 툴루엔, 수단색소, 알루미늄, 퓨란, 석면,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카페인, 복어독, 버섯독, 비료, 발색제, 착향료, 양강화제, 파리, 바퀴벌레, 고무, 나

무, 동물뼈조각, 이물질, 헵타클로르, 유기인제, 잔반활용, 불량식품, 세균, 독성, 독

소, 바이러스, 방사성, 방사능유출, 방사성물질, 흡연, 곰팡이, 플로스트리디움보툴리

늄균, 병원성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리젠스균,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장염

비브리오균, 리스테리아균, 바실러스세레우스균,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가균, 아플라

톡신, 오크라톡신,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 제랄레논, 리스테리아, 수인성매개질

환, 곤충매개질환, 식품매개질환, 환경오염물질, 포장용기, 세척제, 성장촉진제, 토양

오염, 용수오염, 니트로사민, 바이오제닉아민류, 다이옥신류, 폴리염화비닐, 

3MCPD, 이물, 해충, 곤충, 설치류, 쥐, 안전성, 식품첨가물, 착색제, 표백제, 오염, 

나트륨, 위해물질, 잔류농약, 동물의약품, 원생동물, 박테리아, 진균류, 허위표시, 허

위광고, 과산화수소, 합성감미료, O157, 합성착색료, 콕사키바이러스, 피코르나바이

러스, 생선가시, 유해물질, 후쿠시마원전사고, 가공식품, 짝퉁먹거리, 멜라닌, 애벌

레, 함량미달, 유전자조작식품, SRM, 특정위험물질, 광우병, 인조돼지귀, 검출, 부적

합식품, 페놀, 유황비료, 표시위반, MSG, 부정식품, 방사능오염

미디어

기자, 기사, 신문, 방송, TV, 티비, 인터넷, 라디오, 전단지, 공청회, 세미나, 포럼, 팜

플렛, 포스터, 사진, 외신, 서적, 책, 매스컴, 소비자고발, 불만제로, 이 돈, 먹거리X

파일, 미투데이, KBS, 뉴시스, sbs스페셜, 자극적기사, 자극적용어, 광고, 텔레비전, 

텔레비젼

식품구입
고려사항

맛, 가격, 제조사, 브랜드, 자연산, 찜, 조림, 구이, 비가열, 날것, 회, 나물, 샐러드, 

숙채류, 신선도, 식습관, 외식, 식량안보, 식품안전, 음식, 양, 양가, 정보, 정보교

류, 인프라, 안전정보, 공유, 원산지, 유기농, 수입식품, 분배, 소매, 저장, 조리환경, 

조리용기, 지리적표시제, 친환경인증, 무농약, 저농약, 로컬푸드, 슬로우푸드, 로하

스, 불매운동, 수입산

식품명

바나나, 은행, 웨하스, 초유, 먹는샘물, 생수, 삼각포장커피우유, 삼각커피우유, 학교

매점, 맥주, 양식민물메기, 향미유, 야식, 인산염, 타르색소, 진미푸드, 열무김치, 청

오건강, 효소분말, 두유당, 나가노현오가피, 검은콩사탕, 한약, 미발단, 산양분유, 간

장파라벤, 발암 가루, 아조디카르본아미드, 창들녘향미유, 미정식품파우다, 미정식

품파우더, 염지치킨, 온혜농부들참기름, 더치커피, 글루텐, 지하수, 소맥피효소, 중금

속토양, 수입쌀, 롯데백화점홍삼꿀차, 후쿠시마수산물, 롯데헬스원다이어트 , 아이

배넷, 유리조각홍삼골드, 동원, 곡류곰팡이, 쌀곰팡이, 문방구, 조미료, 빙초산, 새미

푸드, 혼가쓰오, 페트병, 전분, 매점, 발기부전치료제, 건기식, 금속, 젤리, 약품처리, 

종합강정, 왕소라스낵, 게장, 냉면, 참치캔, 세척란, 케이크, 육수, 풍산김치, 짬뽕, 도

토리묵, 볶은커피, 껌, 들기름, 대두, 새우젓, 멸치, AT, 분식, 떡볶이, 해삼, 떡, 천

궁, 감자탕, 병원, 초코파이, 손칼국수, 당, 설탕, 소금, 건자두, 통돼지, 바비큐, 콩, 



제4장 식품안전 관련 소셜빅데이터 수집 및 국민 인식 분석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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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깨, 오징어, 표백, 묵은지, 커피믹스, 대나무통밥, 무안양파갈릭스낵, 땅콩과자, 

kohkae, 카라멜색소, 캐러멜색소, 명란젓, 미야기현버섯, 소르빈산, 율무차, 내장, 

조미김, 도치기현버섯, 쥐식빵, 과채주스, 암웨이, 주스, 후쿠시마밤, 꿀, 후쿠시마현

버섯, 홍삼액, 칡즙, 산모, 콜라, 급식, 연어, 아이스크림, 분유, 시리얼, 참치, 조제분

유, 초유분유, 수입과자, 민물메기, 돼지, 민물장어, 선식, 생식, 야식배달, 오가피, 소

시지, 가루, 가금류, 어패류, 수산물, 천일염, 이유식, 우유, 미국산쇠고기, 해외인

터넷사이트식품, 문방구식품, 계란, 단무지, 참기름, 건강기능식품, 고추씨기름, 광

굴비, 만두, 새우살, 굴, 바지락, 홍합, 홈쇼핑식품, 고춧가루, 라면, 라면스프, 버섯, 

병원음식, 도시락, 가쓰오부시, 쇠고기, 건고추, 과자, 자판기, 숯, 명태, 김치, 꽃게, 

마트식품, 고등어, 포장마차, 길거리식품, 어묵, 반찬, 간장, 튀김, 번데기, 골뱅이, 표

고버섯, 자몽, 닭, 비타민C, 김밥, 햄, 생선, 과일, 채소, 야채, 튀김유, 유기농농산물, 

새싹채소, 통조림, 비빔밥, 사이다, 길거리음식, 축산, 한식, 중식, 치킨, 씨푸드, 해산

물, 육류, 고기, 주류, 술, 돼지고기, 닭고기, 찐쌀, 장어, 소스, 해초, 팜유, 전지분유, 

타피오카, 식용유, 치즈, 요구르트, 버터, 마가린, 피자, 햄버거, 냉동식품, 신선식품, 

컵라면, 인스턴트, 사골, 연골, 소머리국밥, 돼지족발, 등골, 내장탕, 할인마트, 토마

토, 마늘, 사과, 음료, 농산물, 건강식품, 양파, 감자, 당근, 두부, 다시마, 탄수화물, 

달걀, 양배추, 견과류, 비타민A, 양념, 브로콜리, 고구마, 된장, 옥수수, 미네랄, 무기

질, 포도, 커피, 식이섬유, 딸기, 식초, 현미, 복숭아, 칼슘, 칼륨, 땅콩, 음료수, 식재

료, 초콜릿, 새우, 오렌지, 아폴로, 짝궁, 뚱이, 녹색채소, 레토르트, 등푸른생선, 쫀데

기, 아스파라거스, 검은후추, 아몬드, 쫀드기, 사카린, 겨우살이, 백수오, 백하수오, 

하수오즙, 백수오가루, 이엽우피소, 후쿠시마산, 플라스틱쌀, 돌수박, 감자튀김, 슈퍼

푸드, 아사이베리, 블루베리, 건강보조식품, 불법다이어트식품, 다이어트식품, 저질홍

삼음료, 항암식품, 커피전문점, 돈가스, 김치라면, 말고기, 다랑어, 빼빼로, 어린이기

호식품, 양잿물맥주, 양재물맥주, 즉석조리식품, 기름치, 가짜참치, 유자, 매실, 함평

천지나비수, 멜론, 단체급식, 카레, 차카니

폐해

환경파괴, 식품구입기피, 경제침체, 식품산업위기, 기업피해, 식품파동, 교차오염, 

양불량, 학업수행, 행동장애, 정신건강, 신체건강, 삶의질, 암발생, 사회불안, 유아사

망, 경제적손실, 국가경쟁력약화, 한미통상마찰, 국제통상마찰, 기업부도, 국가경쟁

력, 국제통상, 아사망

질병
(식품안전)

식중독, 설사, 알레르기, 알러지, 사망, 감염, 사스, 배탈, 두드러기, 발진, 콜레라, 이

질, 장티푸스, 살모넬라증, 리스테리아증, 브루셀라증, 복통, 만성질환, 고혈압, 야곱

병, 관상심장계질환, 심장병, 뇌졸중, 동맥경화, 인수공통감염, 에이즈, 치매, 파상풍, 

홍역, 아토피, 불임, 당뇨병, 당뇨, 성인병, 유방암, 고지혈증, 위암, 변비, 관절염, 질

병, 질환, 두통, 빈혈, 설사병, 비만, 뇌경색, 수족구병, 구제역, 입발굽병, 비타민결

핍, 조류독감, 대장암, 내장비만, 구루병, 탄수화물중독, 당분중독, 자궁암, 백혈병, 

전립선암, 장염, 위염, 대장염, 갱년기

판매처

대형마트, 백화점, 홈플러스, 롯데슈퍼, 푸드코트, 이마트, 하나로클럽, 아웃백, 빕스, 

베니건스, 패 리레스토랑, 재래시장, 피로연, 잔치, 농협, 슈퍼마켓, 직거래매장, 시

골장터, TGIF, 생협, 초록마을, 시장, 잔칫집, 대형할인점, 신세계, 현대, 하나로, 코

스트코, 인터넷쇼핑, 주문거래, 직거래, 친환경농산물매장, 동네슈퍼, 동네마트, 마트, 

음식점, 식당, 레스토랑, 홈쇼핑, 소셜커머스, 맥도날드, 김밥천국, 뚜레쥬르, 파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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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뜨, 구내식당, 패스트푸드, 스타벅스, 탐앤탐스, 할리스, 카페베네, 나들가게, SSM, 

이마트트레이더스, 파스꾸치, 파스구치, 파스쿠찌, 커피빈, 뷔폐, 애슐리, 부폐, 고기

뷔폐, 뷔페, 부페, 더파크뷰, 동해도, 자연별곡, 베스타, 무스쿠스, 토다이, 드마리스

식품회사
(제조사)

CJ, 삼양사, 오뚜기, 파리크라상, 대한제당, 한국야쿠르트, 야쿠르트, 하이트맥주, 동

원FB, 매일, 한국인삼공사, 진로, 코카콜라, 해태, 사조, 해표, 목우촌, 동아원, OB맥

주, 천지 천수식품, 성수식품, 크라운, 동서식품, 오비맥주, 카스, 하이트진로, 남양

유업, 일동후디스, 아이배냇, 농심, 매일유업, 삼양식품, 파스퇴르, 오리온, 롯데칠성, 

롯데, 한샘식품, 빙그레, CJ식품, 동남메딕스, 서안동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롯데마

트, 청우식품, 농협유통, 내츄럴엔도텍, 고려홍삼, 현대그린푸드, 롯데푸드, SPC그

룹, 농협중앙회, 성미제과, 한 식품, 알비내츄럴식품, 하버바이오, 한울식품, 스마일

푸드, 초콜릿뮤지움, 건국내츄럴, 두레촌, 수진제과, 고려식품, 미뇽, 라이온제과, 미

성식품, 아름식품, 그린식품, 유성제과, 태양식품, 두라푸드, 신흥식품, 탑푸드, 곰두

리푸드웰, 해산촌, 씨제이

단체/기관

식약처,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부, 복지부, 농촌진흥

청, 농진청,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부, 농림부, 소비자단체, 소비자시민모임, 소시

모, 녹색시민연대, 수산과학원, 검찰, 정부, 식품 양학과, 식품공학과, 학회, 질병관

리본부, 국립보건원, NIH, 공무원, 위생사, 지자체,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보건산

업진흥원, 국민건강 양조사, 통계청, 미국NHANES, NHANES, 미농무성, 미국국제

개발처, 미국환경청, 국회, 해수부, 해양수산부, 경실련, WTO, 국립학술과학원, 

NAS, 행정자치부, 행자부, 행정안전부, 식품담당조직, CFSAN, 의협, 의사협회, 의

약품담당조직, CDER, 약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식품안전정보원, 환경단체, 종교단

체, 윤리단체, 무역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품안전센터, 

MFDS, 한국소비자원, 산후조리원, 이화여대의료원, 맛칼럼리스트, 황교익, TPP, 환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아나운서, 이재명, 성남시장, FDA, 박근혜, 김익중, KFDA, 

이준, 신고센터, 위키트리, 국정원, 국가정보원, 피서지, 이희성, 김명현, 조기숙, 검

역검사본부, 특사경, 시민단체

국가

일본, 독일, 뉴질랜드, 중국, 미국, 인도, 국, 홍콩, 대만, EU, 유럽, 한국, 브라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호주, 태국, 우리나라, 필리핀, 칠레, 캐나다, 후쿠

시마, 대한민국, 후쿠시마현, 도치기현, 도쿄, 유럽연합, 싱가폴, 이태리

감정
(긍정)

다행, 해결, 행복, 든든, 완벽, 안정, 안전, 깨끗, 기대, 감동, 격려, 극복, 긍정, 기대감, 

기쁨, 도움, 미소, 믿음, 따뜻, 선호, 성공, 소망, 소중, 희망, 힐링, 훈훈, 흥미, 활력, 

활발, 배려, 보답, 활약, 사랑, 선처, 스마트, 승리, 화이팅, 환 , 최고, 최선, 치유, 친

절, 재미, 웃음, 즐거움, 찬양, 양보, 상승세, 여유, 열정, 염원, 자랑, 자신감, 자유, 우

수, 응원, 이해, 인기, 지지, 진심, 진정, 추천, 축하, 존경, 존중, 편리, 편안, 평화, 평

화적, 풍요, 가능성, 간단, 간편, 강조, 강추, 개선, 결심, 고급, 공감, 과감, 귀여움, 긍

정적, 깔끔, 깜찍, 날씬, 노력, 농담, 느긋, 느낌, 늠름, 다양, 다짐, 단순, 달콤, 당당, 

대단, 대박, 도전, 독특, 동심, 득템, 릴렉싱, 만끽, 만족, 매력, 매력적, 몰입, 무난, 반

복, 변화, 보호, 비교, 뿌듯, 산뜻, 상쾌, 선택, 세련, 센스, 소소, 소중함, 소통, 순수, 

시원, 신기, 신뢰, 신비, 신선, 신중, 실속, 쏠쏠, 아름다움, 안심, 알뜰, 애국심, 애도, 

약속, 양호, 역대급, 열광, 완화, 용서, 위대, 위로, 위안, 유명, 유용, 유의, 의지, 익숙, 

인내, 인정, 자제, 장난, 적극, 적극적, 적절, 정직, 즐기기, 지름신, 집중, 짱짱, 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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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키워드

추억, 충분, 충성, 쾌적, 탁월, 포근, 푸짐, 풍부, 풍성, 합리, 호기심, 화려, 화제, 환상, 

회복, 효과, 훌륭, 휴식, 모범, 효과적, 용기, 친 , 달달, 파이팅, 빠샤, 천사, 천재, 행

운, 현명, 우월, 곱다, 에너지, 설렘, 흡족, 감성적, 가치, 상냥, 나이스, 신남, 신난다, 

쾌활, 밝음, 다정, 감사, 진짜, 리얼, 굿굿, 성취, 양심, 자애, 성장, 온화, 환희, 생기, 

발랄, 정화, 청정, 명랑, 활달, 창의적, 혁신, 성숙, 관용, 강직, 신념, 기특, 칭찬

감정
(부정)

답답, 거짓말, 비상, 판단, 스트레스, 냉소, 공포, 혼란, 엄벌, 공포증, 위험, 문제, 긴급, 

부담, 악화, 난리, 비판, 무책임, 갈등, 감소, 갑갑, 강제, 거부, 거짓, 검토, 경고, 경박, 

경악, 고민, 고생, 고통, 곤혹, 골치, 과도, 과시, 귀차니즘, 규제, 규탄, 극심, 급락, 기

만, 까기, 꼼수, 끔찍, 나쁨, 난형난제, 논란, 눈물, 눈치, 다툼, 단점, 담합, 둔화, 뚱딴

지, 막장, 모욕, 무관심, 무능, 무리, 무시, 미안, 바보, 반대, 반발, 반성, 방탕, 방해, 

배신감, 변명, 복수, 복잡, 부족, 부진, 분노, 분열, 불가능, 불과, 불구, 불리, 불만, 불

법, 불쌍, 불청객, 불행, 비난, 비방, 비아냥, 비통, 비하, 비하한, 빡친다, 사기, 상실, 

선정적, 섭섭, 성질, 소름, 손실, 수치심, 슬픔, 시비, 신경질, 실망, 실수, 실패, 심각성, 

쓰레기, 아쉬움, 아쉬워, 아쉽다, 아유, 악마, 악 향, 안타까움, 안타깝다, 압박, 야유, 

약세, 어려움, 어물, 어물쩡, 억울, 엄격, 엄두, 엄중, 오해, 왜곡, 외면, 욕설, 우울, 우

울증, 울적, 울화, 위기, 유죄, 유치, 은 , 은폐, 자극, 자극적, 잔인, 잔혹, 잘못, 재앙, 

저렴, 저주, 적나라, 조롱, 죄송, 죽음, 지랄, 지루, 지적, 지친, 집착, 짜증, 짜증나, 쪽

박, 착각, 창피, 천박, 철회, 최악, 충격, 치명, 치열, 침해, 칼칼, 탄핵, 탐욕, 통감, 통

제, 속수무책, 퇴진, 퇴치, 퇴폐, 파괴, 파렴치, 폐지, 포기, 피곤, 피로, 피해, 하락, 하

한가, 한숨, 한심, 항의, 해명, 해지, 허약, 현혹, 혐오, 혐오감, 협박, 호소, 화, 환장, 

황당, 후폭풍, 후회, 흐림, 흥분, 힘들다, 고발, 단절, 무제한, 사회악, 상처, 수상한, 야

한, 욕구, 위협한, 유혹, 자극적인, 중독성, 천박한, 충격적인, 퇴폐적, 파렴치한, 취소, 

혼탁, 난동, 괴롭다, 절망, 돌아이, 또라이, 감정적, 어둠, 약오르는, 약오름, 수치, 가

짜, 소외, 구속, 증오, 비인격적, 보복, 배반, 모멸, 낙담, 한탄, 무기력, 의기소침, 낙심, 

패배, 원망, 충돌, 미숙, 체념, 아찔, 허술, 훼손, 파탄, 심각, 망언, 아픔, 불쾌, 중독, 

기피, 별로, 배신, 소극적, 쓴소리, 멍청, 화난다, 괘씸, 저급, 비추, 비열, 주의

감정(불안)

긴장, 두려움, 두렵다, 마음고생, 리스크, 민감, 불순, 불신, 불확실, 부적절, 염려, 위

반, 위험성, 위협, 부정, 부정적, 수상, 불쾌감, 불안감, 의심, 의혹, 후덜덜, 불편함, 불

안정, 불안, 걱정, 조마조마, 초조, 위태, 살얼음, 불편, 뒤숭숭, 공황장애, 편집증, 강박

증, 결벽증, 불안장애, 장애, 노심초사, 덜덜, 불길, 불완전, 우려, 지침, 지친다, 근심, 

신경, 거북, 그늘짐, 거슬림, 예민, 망상, 신경증, 발작, 걱정거리, 불안전, 애태우다

위생활동

손씻기, 도마따로쓰기, 삶기, 삶아서먹기, 개인접시, 가열, 세척, 끓여, 끓이기, 손소

독제, 햇빛소독, 설거지, 보관, 소독, 마스크, 배식도구, 청소, 청결, 비누, 물비누, 건

강조리법, 해독, 친환경, 항암, 조리, 민간요법, 익혀, 손세정제, 도마, 접시

기타 불량역사교과서, 최저형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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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의 SNS, 온라인 뉴스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소셜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하 다. 본 분석에서는 257개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 18개의 게시판 및 주요커뮤니티, 1개의 SNS(트위터), 4개의 블

로그, 2개의 카페 등 총 282개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집 가능한 텍스트 

기반의 웹문서(버즈)를 소셜 빅데이터로 정의하 다. 식품안전 관련 토픽

(topic)3)의 수집은 2011년~2015년 2/4분기 기간(4년 6개월) 동안 해당 

채널에서 요일, 주말, 휴일을 고려하지 않고 매 시간단위로 수집하 으

며, 수집된 총 2,077,112건(2011년 395,724건, 2012년 463,957건, 

2013년 528,481건, 2014년 470,646건, 2015년 218,304건)의 텍스트

(text) 문서를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시켰다. 식품안전 토픽은 모든 관련 

문서를 수집하기 위해 ‘식품안전’을 사용하 으며, 토픽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토픽 유사어로는 ‘식품위험, 음식안전, 먹거리안전, 먹거리위

험, 음식위험, 위험식품, 먹거리사고, 먹거리안전사고, 식품사고, 식품위

생, 불량식품, 부정식품’ 용어를 사용하 다. 그리고 ‘G마켓식품사고, 식

품건조기, 교통사고, 안전산업기사, 안전기사, 안전거래, 식품조리과, 식

품 양학과, 먹거리 여행, 먹거리 추천, 사고싶, 불량소녀, 불량제품, 불

량변호사, 부정교합, 부정맥, 부정출현, 부분부정, 부정부패, 부정사’는 

‘불용어’로 사용하여 수집/분석에서 제외하 다. 본 연구를 위한 소셜 빅

데이터의 수집4)은 크롤러(crawler)를 사용하 고, 이후 주제분석을 통해 

3) 토픽은 소셜 분석 및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주제어’를 의미하며, 문서 내에 관련 토픽
이 포함된 문서를 수집함.

4) 본 연구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의 수집 및 토픽 분류는 ‘(주)SK텔레콤 스마트인사이트’에
서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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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된 명사형 어휘를 유목화(categorization)하여 분석요인으로 설정

하 다. 

나. 연구도구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수집된 문서는 주제분석5)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정형화 데이터로 코드화하여 사용하 다. 

  1) 식품안전 관련 감정

본 연구의 식품안전 감정 키워드는 문서 수집 이후, 주제 분석을 통하

여 총 57개(불안 안심 불신 신뢰 스트레스 불만 만족 부정적 긍정적 고통 

우려 혼란 두려움 공포 관심 무관심 의심 걱정 즐거움 통제 선택 안전 불

확실 긴박 감정변화 울화 보수 섭섭 안타까움 짜증 인내 반복 자극적 선

정적 위험 최고 따뜻 위협 궁금 편안 깔끔 여유 재미 소중 통증 불편 다행 

대단 피곤 행복 기대 부담 달콤 풍부 부족 사랑 시원 신선 잘못 깨끗 훌륭 

푸짐 풍성) 키워드로 분류하 다. 또 57개의 식품안전 감정 키워드(변수)

가 가지는 식품안전 감정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5차 요인분석을 통하여 4

개의 요인(37개 변수)으로 축약한 후, 감성분석을 실시하 다. 일반적으

로 감성분석은 긍정과 부정의 감성어 사전으로 분석해야 하나, 본 연구에

서는 요인분석의 결과로 분류된 주제어의 의미를 파악하여 감성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에서 결정된 4개의 요인에 대한 주제어의 의미를 

파악하여 ‘긍정, 부정’으로 감성분석을 실시하 다.   

5) 주제분석에 사용되는 사전은 ‘21세기 세종계획’과 같은 범용사전도 있지만 대부분 분석의 
목적에 맞게 사용자가 설계한 사전을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의 식품안전 주제분석은 식
품안전 온톨로지를 개발한 후, 해당 문서를 문서 수집하 고, 온톨로지에 정의되지 않은 
키워드는 추가로 수집하여 주제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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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긍정 22개(풍부, 신선, 훌륭, 선택, 따뜻, 깨끗, 편안, 다행, 여

유, 소중, 재미, 행복, 사랑, 즐거움, 푸짐, 깔끔, 관심, 기대, 궁금, 신뢰, 

안심, 안전), 부정 15개(혼란, 불만, 공포, 두려움, 불확실, 우려, 통증, 의

심, 고통, 자극적, 선정적, 안타까움, 울화, 반복, 불안)으로 분류하 다. 

그리고 긍정과 부정의 감정을 동일한 횟수로 표현한 문서는 보통으로 분

류하 으며, 긍정은 ‘안전’, 부정과 보통은 ‘위험’으로 분류하 다. ‘안전’

은 식품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감정이고 ‘위험’은 식품을 안전하지 않다

고 생각하는 감정을 나타낸다.    

 
  2) 식품안전에 대한 미디어

식품안전에 대한 미디어 정의는 주제 분석 과정을 거쳐 ‘일반기사, 방

송, 인터넷, 홍보물, 교육, 서적, 고발프로그램, 언론인, 홍보’ 등 9개 미디

어로 미디어가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드화하 다. 

  3) 식품안전에 대한 대상

식품안전에 대한 대상의 정의는 주제 분석 과정을 거쳐 ‘대학생, 남성, 

여성, 생애주기, 혼인여부, 가족, 환자, 국민, 소비자, 학부모, 직업, 맞벌

이’의 12개로 대상이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드화하 다. 

  4) 식품안전에 대한 폐해 

식품안전에 대한 폐해의 정의는 주제 분석 과정을 거쳐 ‘환경파괴, 국

제통상, 교차오염, 건강위협, 정신건강위협, 사회불안, 산업피해’의 7개 

폐해로 폐해가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드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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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식품안전에 대한 질병  

식품안전에 대한 질병의 정의는 주제 분석 과정을 거쳐 ‘식중독, 알레

르기성질환, 사망, 인수공통감염, 기타질환, 만성질환, 감염’의 7개로 해

당 질병이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드화하 다. 

  6) 식품안전에 대한 인증제

식품안전에 대한 인증제의 정의는 주제 분석 과정을 거쳐 ‘원산지, 식

품 관련인증제도, 양표시, 유통기한’의 4개로 해당 인증제가 있는 경우

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드화하 다.

  7) 식품안전에 대한 예방제도

식품안전에 대한 예방제도의 정의는 주제 분석 과정을 거쳐 ‘식품관련

정책, 식품관련법규정, 회수, 신고, 검사, 안전관리’의 6개로 해당 예방제

도가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드화하 다. 

  8) 식품안전에 대한 위생활동

식품안전에 대한 위생활동의 정의는 주제 분석 과정을 거쳐 ‘손씻기, 

조리방법, 세척, 소독, 보관, 마스크사용, 조리기구용기’의 7개로 해당 위

생활동이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드화하 다. 

  9) 식품안전에 대한 언급국가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의 정의는 주제 분석 과정을 거쳐 ‘일본, 청정국

가, 중국, 신흥아시아국가, 남미, 아시아개도국, 유럽, 대한민국,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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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국가로 해당 국가가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드화 하

다. 

 10) 식품안전에 대한 기관단체

식품안전에 대한 기관단체의 정의는 주제 분석 과정을 거쳐 ‘학회, 식

품관련학계, 의약학계, 정부기관, 소비자, 교육계, 미국국가기관, 관련협

회’ 등 8개 기관단체로 해당 기관단체가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

으로 코드화하 다. 

 11) 식품안전에 대한 식품구입시 고려항목

식품안전에 대한 식품구입시 고려항목의 정의는 주제 분석 과정을 거

쳐 ‘맛, 가격, 원산지, 제조사, 재배방식, 조리방법, 양, 조리환경’ 등 8

개로 해당 요건이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드화하 다. 

 12) 식품안전에 대한 제조회사

식품안전에 대한 제조회사의 정의는 주제 분석 과정을 거쳐 ‘대형마트, 

인터넷쇼핑, 식품제조기업, 주류제조기업, 우유제조기업, 패 리레스토

랑, 잔치, 시장, 친환경매장, 직거래, 백화점’의 11개 제조회사로 해당 제

조회사가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드화하 다. 

 13) 식품안전에 대한 판매처

식품안전에 대한 판매처의 정의는 주제 분석 과정을 거쳐 ‘대형유통마

트, 인터넷쇼핑, 음식점, 잔치, 소매상음식점, 커피전문점, 직거래, 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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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생협, 부페’ 등 10개로 해당 판매처가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드화하 다. 

 14)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요소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요소의 정의는 주제 분석 과정을 거쳐 ‘GMO, 방

사능물질, 방사선, 중금속,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오염물질, 유통기한, 

잔류농약, 이물, 식품첨가물, 동물용의약품, 나노물질, 화학조미료, 소독

제, 식품성분, 자연독소, 부정불량식품, 식품유해생물, 오염, 광우병, 유

해물질유형, 식품관련질환, 식품용기포장재’의 25개로 해당 위해요소가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드화하 다. 

다. 분석 방법

소셜빅데이터 분석에서 연관분석은 하나의 온라인 문서(transaction)

에 포함된 둘 이상의 단어들에 대한 상호관련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동시

에 발생한 어떤 단어들의 집합에 대해 조건과 연관규칙을 찾는 분석방법

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지에 나타난 단어들을 카테고리화하여, 각 범주

별 버즈 현황에 대해 기술 분석하 다. 

식품안전 키워드는 온라인 문서 수집 이후, 주제분석을 통하여 총 15

개의 키워드로 축약한 후, 주제어의 의미를 파악하여 감성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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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 결과

가. 식품안전 문서(버즈) 현황

식품안전과 불안에 대한 SNS 조사 결과, 식품안전에 대한 감정에서는 

긍정이 37.3%, 보통이 39.8%, 부정이 22.9%로 나타나, 식품안전에 대하

여 긍정하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았다. 이를 기존의 조

사결과(통계청, 2012)와 비교해 볼 때, 2012년에는 16.1%만이 안전하다

고 응답한 데 반해, 본 조사결과에서는 36.4%가 안전하다고 응답하 으

며, 2013년에는 18.2%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데 비해, 본 조사에서는 

35.9%로 나타나, 그 차이가 비교적 컸으며, 2014년도의 조사(정기혜 등, 

2014)에서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5.0% 으며, 본 조사 결과는 

37.6%가 안전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설문조사결과와 SNS 조사결과에서

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기존조

사 2012년 33.4%, 2013년 27.9%, 2014년 26.2%인데 비해 본 조사결

과에서는 각각 22.8%, 27.2%, 22.8%로 비교적 유사한 분포를 나타냈다. 

〈표 4-2〉 식품안전 체감도에 대한 설문조사와 SNS조사 결과 비교

(단위: %)

연도
긍정 보통 부정

기존조사 SNS 기존조사 SNS 기존조사 SNS

2011년 38.3 38.2 23.5 

2012년1) 16.1 36.4 50.5 40.7 33.4 22.8 

2013년2) 18.2 35.9 54.0 48.4 27.9 27.2 

2014년2) 25.0 37.6 48.9 39.6 26.2 22.8 

2015년 39.0 39.0 22.0 

주: 1) 통계청. (2012). 2012 통계청 사회조사 (보도자료)
     2) 정기혜 등. (2014). 2014년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상‧하

반기 평균),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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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로는 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생애주

기별 대상이 24.3%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 으며, 직장인, 전문직, 선생

님, 전문가 등을 포함한 직업군이 20.4%로 그 다음을 차지하 다. 

식품의 폐해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건강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3%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 으며, 사회불안이 26.6%로 그 다음을 차

지하 다. 또 정신건강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3.9%를 보 다.

질병에 대한 식품안전 인식도 조사결과에서는 에이즈, 치매, 불임 등을 

언급한 비율이 34.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고혈압, 뇌졸중 등 만

성질환으로 27.1%를 차지하 고, 식중독을 언급한 비율이 14.7%로 그 

다음을 차지하 다.

식품관련 인증제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KS인증, 농산물우수관리인

증, GMP, GAP, HACCP, GHP, GIP 등 식품관련 인증제도를 언급한 비

율이 51.5%로 가장 높았으며, 유통기한을 언급한 비율이 43.1%로 그 다

음을 차지하 다.

교육 및 행사에서는 소비자, 학교 양, 조리사, 양교사, 외식업체, 자

녀, 생산자, 기업 등 교육대상을 언급한 비율이 52.4%로 가장 높았으며, 

홍보/캠페인을 언급한 비율이 37.1%로 그 다음을 나타냈다.

식품안전예방과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법, 농산물품질가

공법, 제조물책임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

처리법 등 식품관련 법규정을 언급한 비율이 37.0%로 가장 높았으며, 잔

류농약검사, 원산지품질검사, 식품안전검사 등 검사를 언급한 비율이 

30.5%로 그 다음을 차지하 다. 

위생활동에서는 도마 따로쓰기, 삶기, 가열 등 조리방법을 언급한 비율

이 29.3%로 가장 높았고, 보관 26.1% 순이었으며, 소독이 22.1%로 그 

다음을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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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에 대해 언급한 국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국

과 캐나다가 17.4%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 으며, 그 다음이 일본으로 

16.8%, 유럽 11.5%, 중국 10.4% 순이었다.

식품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정부기관이 

82.3%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 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국가기관이 

6.5%, 소비자가 4.6%의 분포를 보 다.

식품안전(불안)과 관련한 인식조사결과, 판매처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동네수퍼, 시골장터 등 소매상음식점을 언급한 비율이 32.5%로 가장 높

았고, 그 다음으로 패 리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 음식점 등 음식점이라

고 응답한 비율이 25.4%를 차지하 다. 

식품위해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 잔반활용, 허위표시, 허위공고, 표시

위반, 부정식품 등으로 분류되는 부정불량식품이 18.1% 으며, 가성소

다, 색소, 착색료, 감미료, 착향료 등 식품첨가물이 10.0%로 높은 분포를 

보 다.

식품구입시 고려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언급한 비율이 28.9%로 가장 

높았고, 원산지가 21.0%, 양이 20.8%의 순서 다.

미디어를 언급한 분석결과에서는 전단지, 팜플렛, 포스터, 사진 등 홍

보물을 언급한 비율이 27.3%로 가장 높았고, 신문, 매스컴 등 일반기사

가 26.5%로 그 다음을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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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식품안전 관련 버즈 현황

구분 항목 N(%) 구분 항목 N(%) 구분 항목 N(%)

감정 긍정 199,667 (37.3) 안전 식품관련정책 12,874  (7.4) 식품 GMO 8,078 ( 1.2)

보통 212,637 (39.8) 예방 식품관련법규정 64,385 (37.0) 위해 방사능물질 33,953 ( 5.0)

부정 122,546 (22.9) 회수 2,264 ( 1.3) 요소 방사선 11,196 ( 1.6)

계 434,850 (100.0) 신고 39,845 (22.9) 중금속 23,123 ( 3.4)

대상 대학생 6,325 ( 1.0) 검사 53,116 (30.5) 세균 44,492 ( 6.5)

남성 71,117 (10.9) 안전관리 1,587 ( 0.9) 바이러스 20,722 ( 3.0)

여성 70,020 (10.8) 계 174,071 (100.0) 기생충 5,353 ( 0.8)

생애주기 158,102 (24.3) 위생 손씻기 5,561 ( 3.0) 오염물질 13,115 ( 1.9)

혼인여부 2,376  (0.4) 활동 조리방법 54,851 (29.3) 유통기한 6,948 ( 1.0)

가족 68,681 (10.5) 세척 15,591 ( 8.3) 잔류농약 29,707 ( 4.3)

환자 18,264 ( 2.8) 소독 41,391 (22.1) 이물 57,522 ( 8.4)

국민 42,123 ( 6.5) 보관 48,799 (26.1) 식품첨가물 68,835 (10.0)

소비자 73,257 (11.2) 마스크사용 4,684 ( 2.5) 동물용의약품 15,995 ( 2.3)

학부모 5,690 ( 0.9) 조리기구용기 16,277 ( 8.7) 나노물질 131 ( 0.0)

직업 132,733 (20.4) 계 187,154 (100.0) 화학조미료 9,498 ( 1.4)

맞벌이 2,610 ( 0.4) 언급 일본 86,822 (16.8) 소독제 3,182 ( 0.5)

계 651,298 (100.0) 국가 뉴질랜드호주 13,917 ( 2.7) 식품성분 62,074 ( 9.1)

폐해 환경파괴 1,212 ( 4.6) 중국 53,811 (10.4) 자연독소 36,150 ( 5.3)

국제통상 897 ( 3.4) 신흥아시아국가 16,118 ( 3.1) 부정불량식품 123,820 (18.1)

교차오염 1,363 ( 5.2) 남미 6,845 ( 1.3) 식품유해생물 22,674 ( 3.3)

건강위협 11,363 (43.3) 아시아개도국 25,779 ( 5.0) 오염 41,386 ( 6.0)

정신건강위협 3,659 (13.9) 유럽 59,627 (11.5) 광우병 8,029 ( 1.2)

사회불안 6,975 (26.6) 대한민국 164,731 (31.8) 유해물질유형 37,788 ( 5.5)

산업피해 798 ( 3.0) 미국캐나다 90,189 (17.4) 식품관련질환 193 ( 0.0)

계 26,267 (100.0) 계 517,839 (100.0) 식품용기포장재 1,338 ( 0.2)

질병 식중독 58,710 (14.7) 기관 학회 2,508 ( 1.1) 계 685,302 (100.0)

알레르기성질환 33,130 ( 8.3) 단체 식품관련학계 2,711 ( 1.2) 식품 가격 77,207 (28.9)

사망 27,041 ( 6.8) 의약학계 4,936 ( 2.2) 구입 원산지 56,055 (21.0)

인수공통감염 9,631 ( 2.4) 정부기관 184,189 (82.3) 고려 제조사 24,987 ( 9.3)

기타질환 137,713 (34.6) 소비자 10,250 ( 4.6) 항목 재배방식 18,859 ( 7.1)

만성질환 107,748 (27.1) 교육계 4,015 ( 1.8) 조리방법 34,277 (12.8)

감염 24,109 ( 6.1) 미국국가기관 14,456 ( 6.5) 양 55,568 (20.8)

계 398,082 (100.0) 관련협회 744 ( 0.3) 조리환경 294 ( 0.1)

인증제 원산지 364 ( 0.6) 계 223,809 (100.0) 계 267,247 (100.0)

식품관련인증제도 30,109 (51.5) 판매처 대형유통마트 51,166 (19.5) 미디어 일반기사 105,247 (26.5)

양표시 2,782 ( 4.8) 인터넷쇼핑 6,839 ( 2.6) 방송 54,136 (13.6)

유통기한 25,211 (43.1) 음식점 66,875 (25.4) 인터넷 41,141 (10.3)

계 58,466 (100.0) 잔치 4,517 ( 1.7) 홍보물 108,585 (27.3)

교육 교육대상 48,534 (52.4) 소매상음식점 85,608 (32.5) 교육 7,291 ( 1.8)

행사 홍보/캠페인 34,363 (37.1) 커피전문점 4,171 ( 1.6) 서적 2,287 ( 0.6)

매뉴얼 4,131 ( 4.5) 직거래 6,471 ( 2.5) 고발프로그램 5,246 ( 1.3)

컨설팅 5,107 ( 5.5) 백화점 28,095 (10.7) 언론인 29,230 ( 7.4)

위기대응 522 ( 0.6) 생협 4,396 ( 1.7) 홍보 44,433 (11.2)

계 92,657 (100.0) 부페 4,916 ( 1.9) 계 397,596 (100.0)

계 263,05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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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식품안전 관련 국민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는 설문조사에 의

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설문조사는 한정된 설문 항목과 조사

시기로 인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실시간으로 국민정서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안전과 식품불안에 대해 기존의 설문

조사 방법이 아닌 SNS, 뉴스미디어 등 소셜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식품안

전 위험과 부정이나 불안을 예측하 다.

분석결과, 식품안전에 대한 감정은 긍정이 37.3%, 보통이 39.8%, 부

정이 22.9%로 나타나, 식품안전에 대하여 긍정하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

은 경우보다 더 높았다. 이를 기존의 조사결과(통계청, 2012)와 비교해 

볼 때, 연도별로 설문조사결과와 SNS 조사결과가 차이를 나타냈다. 반

면, 안전하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기존조사와 본 조사결과, 

연도별로 비교적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어, SNS 조사결과의 활용이 타당

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특히 식품의 폐해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건강위협, 사회불안 순으

로 나타나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식품

과 건강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병에 대한 인식도 식품과 관련해서 고혈압, 뇌졸중 등 만성질환, 식

중독 등의 순으로 질병의 위험도나 지속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소셜미디어 속의 메시지는 그 시기의 감성과 정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원천으로, 이러한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 활용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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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SNS를 활용한 식품안전 부정/불안 인식분석
  

본 연구는 식품안전 관련 국민 불안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하여 

C2G(Citizen to Government) 모델로 식품안전 및 공공갈등 관리시스

템 강화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 나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광우병, GMO, 

조류독감 등 식품안전 관련 이슈들을 분석하고, 식품안전에서 기인하는 

국민 불안이 사회적 갈등 및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인식 하에 SNS 및 

보도자료 등 소셜빅데이터를 활용한 식품안전 관련 부정/불안 인식을 분

석하 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수집된 SNS 

소셜빅데이터 상에 식품안전 관련 부정 및 불안 키워드들의 빈도수가 높

게 나타나는 시기의 식품안전 관련 주요 이슈들 중에서 방사능오염, 광우

병, 식품위해사고 등 20가지 주요 이슈들을 선정하 다.

선정된 식품안전 관련 20가지 주요 이슈로는 일본 방사성 누출 관련 

식품안전문제, 국내유통 중국산 식기류 멜라민수지에서 유해물질 검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광우병 파동, 금속이물검출 과자류 제품, 노로바이

러스 확산, OO라면 스프원료 벤조피렌검출 논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안전, 불량식품제조 유통업자 무더기검거, 벤조피렌 검출 참기름 유

통 판매금지, 식품첨가물 MSG의 안전성, 벤조피렌 기준초과 검출 향미

유 제품회수, OOO 스파게티소스 유리조각 발견, 유명대기업 초콜릿 벌

레 득실, OO제과 빼빼로 구더기발견, 제과업계 폐기용 계란 재사용 논

SNS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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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불량 수입쇠고기 대량유통, 바나나에서 농약 검출, 20곡 미숫가루 식

중독균 검출, 곰팡이 핀 건멸치 사용한 식품제조업자 적발, 가짜백수오

(이엽우피소)사건 등이다. 특히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의 후쿠

시마 원전사고는 이후의 식품안전 이슈와 크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1〕 식품안전 관련 주요 이슈(2011년)



제5장 SNS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109

〔그림 5-2〕 식품안전 관련 주요 이슈(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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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식품안전 관련 주요 이슈(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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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식품안전 관련 주요 이슈(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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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식품안전 관련 주요 이슈(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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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식품안전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인식 비교

SNS상 빈도수가 높아서 선정된 20가지 이슈들에 대해 다음 단계로 이

들 각각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 지속성, 위해도 등 3개 항목에 대해 식품 

관련 전문가 대상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의견을 종합하여 중요도 점수로 

환산하 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식품안전과 관련한 주요 이슈의 소비자 민

감도, 지속성, 위해도를 평가한 결과가 <표 5-1>에 정리되어 있다.

소비자 민감도 평가결과 일본 방사성 누출 관련 식품안전문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광우병 파동, 제과업계 폐기용 계란 재사용 논란이 1, 2, 

3위를 차지하 으며, 지속성 평가결과는 일본 방사성 누출 관련 식품 안

전문제, 식품첨가물 MSG의 안전성,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안전 문제

가 1, 2, 3위를 차지하 다. 또한 위해도 평가결과 일본 방사성 누출 관련 

식품안전문제, 곰팡이 핀 건멸치를 사용한 식품제조업자 적발, 노로바이

러스 확산 및 불량 수입쇠고기 대량유통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하 으

며 위해도 평가에서는 곰팡이, 바이러스, 균과 같은 생물학적 위해인자에 

대한 불안이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위의 평가를 바탕으로 종합순위를 살펴보면, 일본 방사성 누출 관련 식

품안전문제가 소비자 민감도, 지속성, 위해도 세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

수를 기록하여 종합 1위에 올라 일본의 방사능 유출로 인한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장 관심이 높은 사회적 이슈로서 지속적으로 시사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종합 2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광우병 파동으로 

소비자 민감도, 지속성, 위해도 부분에서 각각 2위, 3위, 6위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위해도의 순위가 소비자 민감도와 지속성에 비해 낮음을 확

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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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식품안전 관련 주요 이슈의 중요도 평가

소비자 
민감도

지속성 위해도
중요도
종합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일본 방사성 누출 관련 식품안전문제 4.57 1 2.57 1 4.43 1 11.57 1

국내유통 중국산 식기류 멜라민수지에서 
유해물질 검출

3.14 9 1.14 7 3.57 3 7.86 7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광우병 파동 4.29 2 2.14 3 3.14 6 9.57 2

금속이물검출 과자류 제품 3.00 10 1.14 7 2.71 9 6.86 11

노로바이러스 확산 3.14 9 1.43 5 3.57 3 8.14 5

OO라면 스프원료 벤조피렌검출 논란 3.57 6 1.14 7 3.00 7 7.71 8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안전 3.43 7 2.14 3 3.14 6 8.71 3

불량식품제조 유통업자 무더기검거 3.57 6 1.29 6 2.86 8 7.71 8

벤조피렌 검출 참기름 유통 판매금지 2.57 12 1.14 7 2.86 8 6.57 12

식품첨가물 MSG의 안전성 3.57 6 2.29 2 2.14 10 8.00 6

벤조피렌 기준초과 검출 향미유 제품회수 2.57 12 1.00 8 2.86 8 6.43 13

OOO 스파게티소스 유리조각 발견 3.29 8 1.14 7 2.86 8 7.29 10

유명대기업 초콜릿 벌레 득실 3.71 5 1.14 7 2.86 8 7.71 8

OO제과 빼빼로 구더기발견 3.86 4 1.14 7 2.86 8 7.86 7

제과업계 폐기용 계란 재사용 논란 4.00 3 1.14 7 3.43 4 8.57 4

불량 수입쇠고기 대량유통 3.00 10 1.57 4 3.57 3 8.14 5

바나나에서 농약 검출 3.14 9 1.29 6 3.29 5 7.71 8

20곡 미숫가루 식중독균 검출 3.00 10 1.29 6 3.43 4 7.71 8

곰팡이 핀 건멸치 사용한 식품제조업자 적발 2.86 11 1.00 8 3.71 2 7.57 9

가짜백수오(이엽우피소)사건 3.57 6 1.43 5 3.00 7 8.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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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요도 종합 3위는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안전문제로 소비자 

민감도와 위해도는 각각 7위, 6위로 낮은 편이었으나, 지속성에서 3위를 

기록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안전문제는 단발적인 사회적 이슈가 아닌 지속

적인 관심과 관리가 요구됨이 나타났다. 중요도 종합 4위는 제과업계 폐

기용 계란 재사용 논란으로 소비자 민감도와 위해도는 각각 3위, 4위 으

나, 지속성은 7위로 식품원료의 문제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 

및 회수 조치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성은 높지 않은 것

으로 추정된다. 중요도 종합 5위는 노로바이러스 확산과 불량 수입쇠고

기 대량유통이며 소비자 민감도는 각각 9위, 10위로 낮았으나, 지속성과 

위해도에서 3~5위로 높은 순위를 보 다. 하위 순위들은 대체로 식품내

의 이물질(유리, 금속, 벌레 등) 또는 유해성분(벤조피렌, 농약 등)의 검출

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이었다. 특히 참기름 및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어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품이 회수된 사건은 중요도 종합 12, 13

위로 최하위 는데, 벤조피렌은 식품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

질로 깨를 볶거나 가열하는 중에 발생하며 발암물질로 구분되어 위험성

이 높으나 참기름 또는 향미유를 사용하는 식품이나 양이 제한적이기 때

문에 그 순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 조사를 통한 식품안전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의 소비자 민감도, 

지속성, 위해도 등에 대한 점수와 이들 이슈들의 보도 건수와 SNS상의 

버즈량을 이용한 점수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하 다. 상관분석이란 두 

연속변수의 선형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산출하는 것으로, 두 변

수간의 종속관계가 불분명하여 단지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조인호, 2006, p.141).

식품안전사고의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집단이 평가한 점수와 식품의약

품안전처가 언급된 보도자료, 트위터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 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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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에 따라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느끼는 중요도 또는 체감도가 유

사한지? 또는 국민 일반이 느끼는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실제로 SNS상에

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이 결과에 

근거하여 식품안전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한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식품안전과 관련한 주요 이슈별 전문가평가와 SNS(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전문가평가 대비 일본 방사성 누출 관

련 식품안전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가 평가와 SNS(식품불안/

트위터)의 상관성 분석에서도 일본 방사성 누출 관련 식품안전문제가 다

른 어떤 식품안전 관련 이슈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방

사성 누출과 관련한 식품안전문제는 확산력에 있어서 규모가 크고, 또 국

민건강에도 장기적으로 큰 향을 미치게 될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

에 SNS에서 보여지는 식품관련 이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그대

로 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품위해 관련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SNS에 나타나는 국민들의 인식을 먼저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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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식품안전관련 이슈별 전문가평가와 SNS(식품의약품안전처/트위터)의 상관성

〔그림 5-7〕 식품안전관련 이슈별 전문가평가와 SNS(식품불안/트위터)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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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신속감지 적시대응 도구 개발 구상

  1. 불안수준 대응방안

식품안전이슈들이 불안을 야기하는 이유는 인체위해성이 있거나, 한 

예로서 이물의 경우처럼 비위생적이라서 소비자가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품불안에 따른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조사대

상의 20가지 식품안전이슈들에 대해 3가지 항목별 순위와 종합순위를 도

출하 고, 이에 따른 3가지 항목별 높은 순위의 식품안전 이슈들은 아래

와 같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해도에 기인하는 불안의 경우는 위해평가결과의 확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고,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이슈에 대해서는 대응시기가 중요

하며, 사용되는 매체가 TV와 인터넷과 같이 다수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성이 있는 식품안전이슈는 중장기적인 홍보

와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관계부처 및 관계

기관에서 인터넷 포털을 활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포럼이나 워

크숍과 같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정보전달을 하는 것이 유

익하다.

위해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문제화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커피믹스 중 카제인나트륨에 대한 논란을 예로 들어보자. 2012년 

3월 동서식품과 남양유업의 카제인나트륨을 둘러싼 진흙탕 논쟁은 인체 

무해 또는 유해의 문제가 아닌 한 식품업체가 유발한 마케팅에 사용된 부

적절한 용어로 인한 과도한 논쟁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이 야기된 경우이

다. 이는 2014년 2월 ○○TV프로그램이 사안을 다루면서 불량지식 또는 

부풀려진 마케팅 꼼수가 사회불안을 야기하 다는 각성의 소리들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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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고, 이러한 부적합한 보도나 마케팅에 대응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언론전문가와 관계자들로 

구성된 커뮤니케이션 포럼과 같은 정보전달 또는 소통에 중점을 둔 전문

가 집단의 역할과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즉, 불안수준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 감지된 국민 불안은 식품안전이슈

별 차별화된 대응전략으로의 접근이 요구된다. 

즉시 대응이 필요한 이슈의 순위를 살펴보면,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이

슈가 가장 먼저이고, 위해도가 높은 이슈, 그리고 지속성이 높은 이슈의 

순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안수준을 감소시키는데 유용하다.

또한 불안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추진 방법으로는 첫째, 적합한 전달

매체의 선택이다. 연령별, 이슈별, 시기별에 따른 적절한 매체의 선택을 

통해 불안수준을 빠르게 낮출 수 있다.

둘째, 전문가의 활용이다. 정부부처보다 해당 이슈 관련 전문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높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입과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관계부처 간의 공동 대응을 위한 원활한 협업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관계된 부처별 다발하는 또는 예측 가능한 

식품안전 이슈별 해당 업무에 따른 대응계획이 사전에 수립되고, 관계부

처와 기관 간의 체계적인 소통망이 구축되며, 협업계획이 사전에 수립되

어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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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응도구 개발6)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관리시스템은 시기별로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

다. 먼저 신학기, 김장철, 명절 등으로 나누어지며, 계절에 따른 음식관련 

주의사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식품안전의 날과 같은 기념

일, 국정감사 기간에도 식품안전 관련 이슈들이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인

다. 그리고 산발적이고 단발적으로 나타나는 식품안전 관련 문제들이 있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학기에는 학교주변 불량식품 등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김장철에는 김장철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설, 추석 등 명절에

는 제수용품 등에 대한 단속, 봄철에는 봄나물 중금속 등 오염관련 사항, 

여름에는 주로 식중독 등이 주요 이슈가 되며, 겨울철 식수에 따른 노로

바이러스 감염 관련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 점차 연중 관리가 시스템

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주기적 또는 기습적 사건과 사고 발생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신속감지 적시대응을 위한 국민의 불안수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모색해 보고자 하 다.

가. 국민의 불안수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의 목적

식품안전 관련 국민 불안수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추출 및 가공되

는 불안과 관련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또한 그 데이터를 

통해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알맞은 그

래프 및 차트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 박 택.(2015). SNS 데이터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세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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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시스템 Layer와 Viewer 부분의 예시

나. 불안수준 모리터링 시스템의 구현 방법

식품안전 관련 국민 불안수준 모니터링 시스템의 데이터 분석 및 그래

프, 차트 등을 적용하여 도식화시킨다.

이 때에 데이터 종류가 보도자료 RSS인지, Tweet 인지에 따른 특성 

분석이 필요하고, 실시간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에 따른 분석이 요구된다.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화면, 과거 데이터 분석 화면, 대시보드를 활용한 

상황판 등을 설계하고, Tableau 설명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식품 안전 관련 국민 불안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부터 수집 및 가공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 또는 과거 일정기간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

여 각종 차트 및 그래프로 그것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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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Tableau 프로그램의 UI

  1) Tableau 프로그램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화면 설계

가) 실시간 데이터 분석 화면 설계

실시간 데이터에 대해 시간 별로 데이터의 양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며, 

데이터의 종류에 따른 비율과 해당 데이터의 키워드 간의 비율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시간별 데이터의 양과 데이터의 종류 간 비율 분석, 시간별 데이터

의 양과 키워드 간 비율 분석과 지역별 데이터 빈도수 지도를 보여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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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데이터 비율 분석 막대 차트

〔그림 5-11〕 키워드 별 데이터의 양을 파악 가능한 막대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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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지역별 데이터 빈도수 파악 가능한 지도 차트

이 때에 Tableau 프로그램의 지도 기반의 데이터 비쥬얼라이제이션을 

수행하고, 트위터의 위치 기반 데이터로 각 지역별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지도상에서 원형의 크기로 데이터 량을 확인할 수 있고, 특정 키워

드 데이터에 색상을 선택 적용하여 비교 가능하다. 또 특정 키워드를 선

택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위치 기반으로 지도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며, 지

역 클릭 시 해당 지역에서 생성된 데이터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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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양한 데이터 소스의 상관 관계

〔그림 5-13〕 모션차트로 보는 데이터 소스 비교

Tableau 프로그램의 모션 차트를 이용하여 데이터 비쥬얼라이제이션

하면, x축은 시간, y축은 데이터 량을 의미하고, 주황색 선은 트위터를 의

미하고 파랑색 선은 RSS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렇듯 모션 기능을 이용하

여 차트 애니메이션 제공하면, 시간대별 데이터의 상관 관계를 시간 순으

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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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시보드를 활용한 상황판 설계

〔그림 5-14〕 대시보드를 활용한 상황판

Tableau 프로그램의 막대 차트와 지도를 이용하여 대시보드를 구성하

여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상단 지도는 위치 정보를 갖는 데이터를 

지도상에 시각화하고, 하단 차트는 x축은 시간, y축은 데이터 양을 의미

하며 막대 상에 키워드별 데이터 양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단의 지도의 데이터를 클릭하면 클릭한 지역의 데이터를 하단 막대 

그래프로 해당 지역의 데이터를 시각화하게 된다.

또한 데이터의 시간적 특성에 따른 분석,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실시간 데이터는 Tweet, RSS로 한 시간 이내

(최대 2시간) 데이터를 말한다. 이는 Tweet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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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트룩스)가 매시 5분경 이전 한 시간의 데이터를 모아 압축파일로 올려

놓기 때문이다. RSS 데이터는 한 시간마다 중복을 제거한 데이터를 받아

오게 된다.

과거 데이터 분석은 Tweet 데이터(2014년 총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

를 쌓은 데이터)와 RSS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 데이터라고 명명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 어떤 계절과 시기에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불안도가 급증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가능할 것이다.

다. 불안수준 모니터링 시스템의 활용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전문연구원이 아닌 관계로 연구 역에서 벗어

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구상되었던 식품안전 관련 국민 불안수준 모니터

링 시스템 모델을 현실화시킬 수는 없었지만, 기본 구현방법은 계획될 수 

있었고, 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자료들을 사례로 분석할 수는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현된다면, 식품안전 분야에 관계되는 부처와 기관

들의 전문가들을 네트워킹하여 필요시 국민 불안수준에 대한 지역별, 시

간별, 키워드별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하는 기관에서 즉각적인 대응방안

을 마련하고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본 원

전사고 이후 방사성물질에 대한 이슈에서 볼 수 있듯이 간헐적으로 장기

간에 걸쳐 불안수준이 높은 경우는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미

국산 쇠고기와 같이 위해성 대비 불안수준이 높은 경우는 즉각적인 대응

에 집중하여 불안수준이 불안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예방적인 조치

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불안수준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계된 전문가들은 핸드폰 앱과 같

은 형태로 시스템이 제공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접할 수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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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신속하고 적시의 대응이 기대된다.

더 나아가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정보전달이 아닌 쌍방의 커뮤니케이션

도 가능하도록 메뉴를 확장하여 유통되고 있는 정보 중 불량정보 또는 부

정적 정보들에 대응하고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수도 있겠다.

불안수준 모니터링 시스템은 정부의 순발력 있는 대응과 적절한 정책

결정을 위해 실제적인 국민의 불안수준을 활용하는 C2G 모델이다.

국민들은 실제적인 위험과는 별개로 불안 이슈가 될 수 있는 원인들은 

향후 위기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

킬 수 있으므로 국민의 불안수준과 변화 추세를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불안수준 측정도구와 불안수준과 이슈를 사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로서 개발된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전문가들은 적절한 홍보 내용과 

홍보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김정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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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의식수준 증

대와 함께 국민 불안도 가중되었다. 즉,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높으

나, 식품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소비자의 불안도 증대하고 있다.

<표 2-5>의 식품안전 관련 인식도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불안(34.5%)보다 식품불안(39.1%)이 다소 높고, 일반 먹거리

로 인한 불안(39.2%)보다는 수입식품안전에 대한 불안(57.8%)이 높았다. 

특히 중국산(90%)과 일본산(87%)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사회의 위험요소들 중 불안요소로서 식품안전사고는 65.5%

로 17가지 위험요소들 중 5위하고 상위권에 속하고, 국민의 20%는 식품

안전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연재해나 생활주변사

고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의 반 이상(50.7%)이 안전한 식품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었으나, 대량의 소

셜네트워크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부재하

여, 본 연구결과는 국민 인식의 내면 통찰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으

며, 식품안전 정책과 국민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향후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결론 및 정책 제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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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7월 발표한 「정책 홍보 매뉴얼」에서는 특

히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매체별 보도흐름과 여론의 이슈 확산을 파악

하여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고자 하 다. 특히 이슈가 형성되

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초기에 정확한 정보제공

을 선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본 연구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 수준을 실시간 및 연도별 파악

하고, 불안수준을 통한 정부대응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제

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C2G(Citizen to Government) 전략과 국민 

불안수준 측정 도구와 모니터링체계를 개발하여 불안 요인을 순발력 

있게 최소화할 수 있는 국민과의 소통 성공전략을 제시하 다.

불안은 대중매체와 구전의 향이 매우 크게 작용되므로 불안을 감소

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활용 가능한 매체로 

검토하 던 ‘인터넷’은 높은 보급률과 이용률을 보여 신속한 정보전달과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

목적은 ‘자료 및 정보 접근 검색 기능’과 ‘커뮤니케이션’인 것으로 조사

되어 불안해소를 위해서 인터넷은 두 가지 방향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정부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는 인터넷 상의 커뮤니케이션(블로그, SNS 등) 과정에서 나

타나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빠르게 감지하고, 그 원인을 즉시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발생한 식품 불안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향을 받는 주요 

연령대상에 맞춘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고, 매체별로 나타나

는 특성(신뢰성, 접근성, 신속성 등)도 정부의 주요 대응매체 선정 시 고

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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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 SNS 활용 등 정보전달매체 사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보급의 증가와 더불어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NS) 이용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SNS가 사회적 이슈와 현안을 다루

는 열린 소통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SNS

상의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담론은 

온라인상에서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식품의 폐해에 대해 분석

한 결과에서는 건강위협, 사회불안 순으로 나타나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인

식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식품과 건강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SNS를 활용한 식품안전체감도 심층 분석에서는 식품안전체감도에 있

어서는 기존의 설문조사와 소셜미디어 속의 메시지를 통해 얻어진 결과

에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식품불안과 관련되어서는 비교적 유사한 결

론을 얻었다.

식품안전 관련 국민 불안 SNS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하여, 식품안전 관

련 20가지 주요 이슈들을 선정한 후 소비자 민감도, 지속성, 위해도 등 중

요도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 다. 일본 방사성 누출 관련 식품안전

문제가 전문가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소비자 민감도가 크고, 국민건강에

도 장기적으로 큰 향을 미치게 될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SNS에서 일반 국민들도 동일하게 높은 부정과 불안 인식을 보 다.

위해도에 기인하는 불안의 경우는 위해평가결과의 확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고,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이슈에 대해서는 대응시기가 중요

하며, 사용되는 매체가 TV와 인터넷과 같이 다수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성이 있는 식품안전이슈는 중장기적인 홍보

와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관계부처 및 관계

기관에서 인터넷 포털을 활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포럼이나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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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숍과 같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정보전달을 하는 것이 유

익하다.

불안수준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 감지된 국민 불안은 식품안전이슈별 

차별화된 대응전략으로의 접근이 요구된다. 

즉시 대응이 필요한 이슈의 순위를 살펴보면,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이

슈가 가장 먼저이고, 위해도가 높은 이슈, 그리고 지속성이 높은 이슈의 

순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안수준을 감소시키는데 유용하다.

또한 불안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추진 방법으로는 첫째, 적합한 전달

매체의 선택이다. 연령별, 이슈별 시기별에 따른 적절한 매체의 선택을 

통해 불안수준을 빠르게 낮출 수 있다.

둘째, 전문가의 활용이다. 정부부처보다 해당 이슈 관련 전문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높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입과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관계부처 간의 공동 대응을 위한 원활한 협업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관계된 부처별 다발하는 또는 예측 가능한 

식품안전 이슈별 해당 업무에 따른 대응계획이 사전에 수립되고, 관계부

처와 기관 간의 체계적인 소통망이 구축되며, 협업계획이 사전에 수립되

어있어야 한다.

식품안전에 관한 인식조사는 분기별 또는 연도별 측정되어 대부분 평

상 시 소비자의 사고수준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고, 사고 발생 전·후 실시

간의 인식수준을 파악하는 체계로서 SNS 모니터링 분석은 그 시기의 국

민 부정 또는 불안 감성과 관련된 키워드 즉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의 원천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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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도를 

조사현황을 살펴보았고, SNS를 활용하여 일반국민들의 식품안전 관련한 

전반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정부와 국민들 간의 위험커뮤니케이션 전략

을 모색하고자 하 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식품안전 관련 인식자료는 미흡한 상태이고, 생산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초통계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예를들어 식품체감도조사는 패널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조사의 성격과 맞지 않으며, 통계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통계이다. 조

사 패널들도 전국적인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이 조사의 한

계점이며, 또한 다른 식품안전 관련조사들도 개별연구의 목적에 따른 조

사로서 유사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식품안전 또는 식품불안과 관련한 SNS상의 데이터 분석결과를 볼 때, 

소셜미디어 속의 메시지를 통해 그 시대의 감성과 정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식품 관련 이슈와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

개와 엄격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어린이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에 더욱 중점을 두고 관리하는 방

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불안은 대부분 단기적으로 발생하며, 식품 관련 사건사고와 정

치‧사회적 향을 많이 받는 만큼 시의성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터넷과 SNS의 활용은 식품불안에 대한 정부가 능동적·선제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정부의 SNS를 통한 모니터링을 국가의 감시로 인식하지 않도록 정

부의 올바른 SNS 활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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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관한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을 구

축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통계조

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의 기초자료를 근거로 한 정책결정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식품위해 관련 커뮤니케이션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정부 차원의 시의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 내면의 인식

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방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초

자료의 생산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며, 다른 한 편으로 식품위험 관련 

시의성 있는 자료를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대량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식품안전 사건‧사고들의 급파하고, 이로 인해 국민 불안이 빠르

게 확산될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의 소셜빅데이터분석이 필

요한 것이다.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인

터넷에 기반한 SNS 등 정부와 국민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전략 수

립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불안 수준 대응 및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소셜빅데이터 분석모델을 활용한 불안수준 모니터링체계를 구축

하고, 필요시를 위한 관계부처 간의 업무분장과 소통망 체계를 사전 수립

한다. 

기존의 설문을 통한 국민 인식조사 외에 국민의 실시간 불안수준 모니

터링이 필요한 경우는 소셜네트워크 분석모델이 유용한 사전예방적인 도

구가 될 수 있다. 

둘째, 연령별, 이슈별 시기별에 따른 적절한 전달매체의 선택을 통해 

적시 대응으로 불안수준을 빠르게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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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90%를 넘는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는 20~30대 소비자들은 TV나 

신문 등의 고전적인 매체가 아닌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 및 불안 또는 

부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

케이션에 소셜네트워크 분석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거나 인터넷 사용도가 낮은 연령대의 소비자 뷸안

과 그 원인 등은 소셜네트워크 분석에서 소홀시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도록 한다. 

셋째, 식품안전이슈의 특징별(위해도, 소비자 민감도, 지속성) 차별화

된 불안수준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순위는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이슈가 가장 먼

저이고, 위해도가 높은 이슈, 그리고 지속성이 높은 이슈의 순으로 대응

하는 것이 불안수준을 감소시키는데 유용하다.

중점사항은 위해도가 높은 불안이슈는 위해평가결과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전달이 중요하고,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이슈는 신속하게 정

보전달이 가능한 매체의 선택이 중요하다. 또한 지속성이 있는 이슈는 중

장기적인 홍보와 교육을 담당할 부처 또는 기관의 지정 및 중장기적인 정

보전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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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우리나라 식품 관련 통계 현황

〈부록표 1〉 우리나라 식품 관련 통계

조사명 특  성 내    용

(1) 
식품소비 
행태조사

조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유형 조사통계(일반통계) - 승인통계 취소

최초작성 2013년도(2012년 기초연구)

작성주기 1년

법적근거 없음

조사대상 만18세 이상 식품 주구입자(주부) 및 만 13세 이상 가구원

조사목적
식품소비행태조사 구축과 행태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행태 
및 선호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식품공급자인 농업의 경
쟁력 제고와 식품수요자인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함.

조사체계

간행물명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조사결과
(2013)

- 식품관련 소비정책 중 성인 66.5%, 청소년 59.1% 식품안전보장
을 가장 중시함.

- 우리나라 식품 안전 인식: 10명 중 3명(약 30%)
- 안전한 식품을 위해 더 높은 가격 지불의사: 성인 50.7%
- 국내산 식품 품목별 안전성 인식: 5점 만점에 성인 3.5점, 청

소년 3.6점

참고사항 - 승인통계 취소됨.

(2)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유형 조사통계(일반통계)

최초작성 2012년

작성주기 1년

법적근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

조사대상
지자체 및 조사대상지역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 중
- 각 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2개의 학급 중 학급당 

20명씩 학교당 40명의 학생

조사목적
시군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 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 
평가하여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한 환경기반을 확산하기 위함.

조사체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국 식품 양안전국 식생활안전과

간행물명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조사결과
(2014)

-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대도시 67.65점(2013년 63.69점), 
중소도시 67.87점, 농어촌 67.34점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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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특  성 내    용

(5)
식품안전 

체감도조사

조사기관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통계유형 조사통계

최초작성 2013년

작성주기 1년

법적근거  -

조사대상 20세 이상 국민(1,000명의 식품패널)

조사목적
식품위해요소에 대한 인지도 못지 않게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
안의 체감도 혹은 민감도 측정

조사체계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명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

조사결과
(2014)

- 식품안전 체감도: 73.8%(보통 48.9%) 
  * 2013년 72.2%(보통 54.0%)

(6)
사회조사

조사기관 지방청(사무소)

통계유형 지정통계(조사통계)

최초작성 1977년

작성주기 매년(각 부문별은 2년)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1항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10118호)

조사대상 전국 약 17,000 표본가구내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37,000명

조사목적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
회개발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조사체계 조사담당자–지방청(사무소)-통계청

간행물명 사회조사보고서

조사결과
(2012)

- 수입식품의 안전: 불안 54.7%(15세 이상)
- 학교 및 보육시설 급식안전: 보통수준이상 72.9%

(안전 20.3%, 보통 52.6%, 불안 27.1%)
-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불안 48.0%(15세 이상)
- 우리나라 전반적인 식품안전: 보통이상 66.6%

(안전 16.1%, 보통 50.5%)

(3)
국민안심에 

관한 
인식조사

조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통계유형

최초작성

작성주기 단년도

법적근거 -

조사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37명 면접조사

조사목적
우리사회의 불안요소를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국민들이 인식하
고 있는 불안수준을 파악하여 정부의 재난안전정책 수립을 위
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부록 149

조사명 특  성 내    용

조사체계

간행물명 국민안심에 관한 인식조사

조사결과
(2013)

- 우리 사회에 상존하는 17가지 위험요소들 중 불안요소(불안): 
아동성폭력 75.6%, 학교폭력 72.0%, 성폭력 68.2%, 가정폭
력 46.0%, 강력범죄 67.8%, 교통사고 52.0%, 식품안전사고 
65.5%

- 식품안전사고 피해 경험: 20.2%(교통사고 49.5%, 자연재난 
19.8%, 생활주변사고 14.0%, 정신건강위험 14.0%)

(4)
국민안심
동향조사
및 효과적 
관리방안 

연구

조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통계유형

최초작성

작성주기 단년도

법적근거

조사대상 14명의 전문가(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경찰청공무원)

조사목적
‘4대악’분야의 안심‧안전관리 추진의 중요성, 효과성 추진실태, 
취약성(문제점) 분석

조사체계

간행물명 국민안심동향조사 및 효과적 관리방안 연구

조사결과
(2013)

- 공공부문 4대악 분야 중 식품안전분야에서 안심‧안전관리 추
진의 중요성 인식: 중요하다 78.6%(강력범죄 92.9%, 성폭력 
92.9%, 학교폭력 100.0%)

(7)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통계유형

최초작성

작성주기 단년도

법적근거

조사대상 전국 주부 500명

조사목적

조사체계 온라인조사

간행물명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연구결과
(2013)

- 먹거리 불안감: 그렇다 39.2%(보통 45.0%, 그렇지 않다 
15.8%)

- 수입식품의 안전: 불안하다 57.8%(보통 35.8%, 안전하다 
6.4%)

(8)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조사

조사기관 경기개발연구원

통계유형

최초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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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특  성 내    용

작성주기 단년도

법적근거

조사대상 20~60세 전국 성인 1,000천명

조사목적 안심식탁을 위한 먹거리 정책방향

조사체계

간행물명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조사

조사결과
(2013)

- 식품불안감: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큼.
-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 안전하다 12%
- 사회불안 34.5%, 식품불안 39.1%

(9)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식품안전 
정보전달 
체계 및 

운 방안을 
중심으로)

조사기관 한국소비자보호원

통계유형

최초작성

작성주기 단년도

법적근거

조사대상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 500명

조사목적

소비자들이 최근 1~2년 사이에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식품
관련 위해에 대한 위험인지 정도, 식품위해정보 제공 원별 신뢰
도, 정부 등 각종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위험커뮤니케이션 관련 
정책, 프로그램 인지도, 소비자의 참여경험 등

조사체계

간행물명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인식 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조사결과
(2006)

위해요소에 대한 위험크기 인지도(100점 만점): 평균(83.7점), 
광우병(83.3점), 유전자변형식품(80.0점), 비만(83.3점), 식품
알레르기(81.1점), 식품첨가물(82.2점), 식중독(86.6점), 환경
호르몬(90.7점), 항생제(86.1점), 잔류농약(82.6점), 식품잔류
기생충(81.4점)

(10)
유아

식품안전 
실태조사

조사기관 소비자안전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의약안전팀

통계유형

최초작성 2011

작성주기 단년도

법적근거

조사대상
온라인 쇼핑몰(이유식 전문 사이트 포함)에서 판매 중인 9~11
개월 유아용 배달 이유식(반고형 죽형태 제품 위주) 및 어린
이 반찬 제품 총 28개를 무작위로 선정함.

조사목적

조사체계

간행물명 유아식품 안전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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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식품등의 표시기준」이행 여부
-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양성분, 알레르기, 주의표시 등

기타 시험검사이므로 조사표 없음.

조사결과
(2011)

- 배달이유식 및 어린이반찬류 28개 제품의 일반세균, 대장균,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등 모든 제
품이 허가받은 제품유형기준에 적합

- 기타 ‧유아식의 액상제품은 일반 세균기준과 비교할 때 일
부 제품 기준 초과

- 이유식용 죽 3종, 어린반찬류 1종은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검출되어 해당 기준 초과

(11)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조사기관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유형

최초작성

작성주기 단년도

법적근거

조사대상

조사목적 광우병과 식품안전 국민인식조사 

조사체계

간행물명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보고

조사결과
(2009)

- 광우병 파동 이후 국민은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제도를 믿지 
못하고, 정부나 언론, 전문가는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

- 광우병은 동물성사료가 원인이므로 사료만 철저히 관리하면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 26.3%, 아니다 
36.8%, 보통 36.9%

(12)
식품안전 

관련 
인식조사

조사기관 Korea Trend(http://trendmonitor.co.kr)

통계유형

최초작성

작성주기 단년도

법적근거

조사대상 성인남녀1,000명(최근1년 이내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구매경험)

조사목적

조사체계

간행물명 식품안전 관련 인식조사

조사결과
(2010)

- 식품안전사고 발생 근본이유: 판매자의 식품안전 관련 인식
부족(29.5%), 유통자의 인식부족(20.3%), 법적‧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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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18.3%)
- 최근1년 이내 식품구입시 불안경험: 있음 61.5%

(13)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소비자 

교육 및 
안전 

만족도 조사

조사기관 식약청-덕성여자대학교

통계유형

최초작성

작성주기 단년도

법적근거

조사대상

조사목적 소비자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요인 조사

조사체계

간행물명 안전관리에 관한 소비자 교육 및 안전 만족도 조사

조사결과
(2008)

수입식품안전만족도: 10점 만점에 4.73점

(14)
방사능오염
식품에 관한 

전국민 
여론조사

조사기관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정의당 - 
한길리서치

통계유형 여론조사

최초작성

작성주기 단년도

법적근거

조사대상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조사목적

조사체계

간행물명 방사능 오염 식품에 관한 전국민 여론조사

조사결과
(2013)

-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안전 여부: 안전하지 
않다 96.6%(매우불안 69.2%, 불안한 편 27.4%)

-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정부발표: 적절치 못함 93.1%, 적절
함 4.6%

(15)
원산지별 
식품안전/

일본 방사능 
누출에 대한 

의견

조사기관 한국갤럽

통계유형 여론조사

최초작성

작성주기 단년도

법적근거

조사대상 유효표본 전국 성인 1,208명

조사목적

조사체계

간행물명



부록 153

조사명 특  성 내    용

조사결과
(2013)

- 원산지별 식품안전: 안전하지 않다(일본산 87%, 미국산 
47%, 중국산 90%, 호주/뉴질랜드산 17%, 우리나라산 
17%), 대체로 안전(일본산 6%, 미국산 40%, 중국산 4%, 호
주/뉴질랜드산 70%, 우리나라산 75%)

(16)
서울시 
도시

정책지표 
조사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통계유형 조사통계(일반통계 20111)

최초작성 2003년

작성주기 2년

법적근거

조사대상
가구20,000가구, 사업체 5,000업체, 왹구인투자사업체 500개 
업체, 외국인 2,500여 명

조사목적
서울시정 및 시민생활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립
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조사체계 조사원-용역기관-서울특별시

간행물명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2010)

- 먹거리안전도
 ⋅채소/과일류: 매우안전 19.7%, 안전 54.4%, 안전하지 않음 

23.8%, 전혀 안전하지 않음 2.1%
 ⋅육류: 매우안전 14.3%, 안전 43.9%, 안전하지 않음 

38.1%, 전혀 안전하지 않음 3.7%
 ⋅어패류: 매우안전 13.3%, 안전 43.5%, 안전하지 않음 

39.3%, 전혀 안전하지 않음 3.9%
 ⋅유제품: 매우안전 20.4%, 안전 51.7%, 안전하지 않음 

25.4%, 전혀 안전하지 않음 2.5%
 ⋅가공식품류: 매우안전 14.9%, 안전 43.2%, 안전하지 않음 

35.4%, 전혀 안전하지 않음 6.5%
- 식품안전 정보제공자 신뢰도: 대중매체 26.8%, 정부/행정기

관 16.8%, 소비자단체 23.8%, 전문가 의견 22.5%, 주위사
람의 평판 9.9%, 기타 0.1%

부산광역시
사회조사

조사기관 부산광역시

통계유형 조사통계(일반통계20205)

최초작성 1996년

작성주기 1년

법적근거

조사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17,784가구 내 만 15세 이상 모든 가
구원

조사목적
시민생활의 수준과 사회의 전반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
여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 및 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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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체계 대상가구-조사원-조사관리자-구‧군-부산광역시

간행물명 부산의 사회지표

조사결과
(2010)

- 생활환경안전도(식품): 매우안전 0.8%, 약간 안전 9.9%, 보통 
53.3%, 약간 불안 28.3%, 매우불안 7.6%

대구광역시 
사회조사

조사기관 대구광역시

통계유형 조사통계(일반통계20308)

최초작성 2011년

작성주기 1년

법적근거

조사대상 대구시내거주 8,400가구, 만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조사목적
대구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주요 관심사와 의식변화 등을 파
악하여 지역정책 평가 및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조사체계 조사대상가구-조사원-구‧군-대구광역시

간행물명 대구의 사회지표

조사결과
(2013)

- 식품안전분야 관련 항목 없음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사회조사 없음

광주광역시 
사회조사

조사기관 광주광역시

통계유형 조사통계(일반통계20506)

최초작성 1999년

작성주기 1년

법적근거 통계법제18조

조사대상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표본조사구별 20가구

조사목적
광주시민의 의식 및 생활실태의 수준을 파악하여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조사체계 시‧군‧구 – 광주광역시

간행물명 광주의 사회지표

조사결과
(2013)

-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도: 매우안전 1.1%, 약간안전 6.0%, 보
통 38.6%, 약간불안 37.6%, 매우불안 16.6%

- 우리지역 식품 안전도: 매우안전 1.9%, 약간안전 14.6%, 보
통 59.0%, 약간불안 20.4%, 매우불안 4.0%

-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도: 매우안전 1.4%, 약간 안전 9.6%, 
보통 52.2%, 약간 불안 28.9%, 매우 불안 7.9%

- 학교 및 보육시설 급식안전도: 매우 안전 3.1%, 약간 안전 
18.3%, 보통 54.9%, 약간 불안 19.5%, 매우 불안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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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조사기관 대전광역시

통계유형 조사통계(일반통계20609)

최초작성 2011년

작성주기 1년

법적근거

조사대상 대전광역시 거주 5,000가구

조사목적
대전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인 의식
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조사체계 조사원-용역기관-대전광역시

간행물명 대전의 사회지표

조사결과
(2014)

-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5점척도): 자연재해 3.88점, 건축물 및 
시설물 3.57점, 교통사고 3.03점, 화재사고 3.13점, 식품안
전 3.15점, 정보보안 2.96점, 의약품안전 3.25점, 신종전염
병 3.13점, 범죄 2.96점

울산광역 
시민생활조사 
및 의식조사

조사기관 울산광역시

통계유형 조사통계(일반통계20704)

최초작성 1998년

작성주기 1년

법적근거

조사대상
울산시에 거주하는 3,820개 표본가구내 가주주 및 만15세이상 
가구원

조사목적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시민생활의 양적‧질적 수준과 사회의 
전반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측정, 지표화하여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과 복지시책 추진 등 시정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체계 조사원-울산광역시

간행물명 울산의 사회지표

조사결과
(2013)

- 수돗물 안전성: 그냥 마실 정도로 안전 9.4%, 끓여서 마시면 
안전 75.5%, 끓여서 먹더라도 불안 15.1%

  * 식품안전 인식 관련 항목은 없으며, 식품구입기준과 주된 식품 구입

처 항목만 있음.

경기도 
사회조사

조사기관 경기도

통계유형 조사통계(일반통계21004)

최초작성 1997년

작성주기 1년

법적근거

조사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500개 조사구 10,0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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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특  성 내    용

조사목적

도민을 대상으로 주거지 중심의 평소생활과 만족도를 집중 조
사함으로써 도민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균형적 지역개발을 위한 장단기적 정책입안의 합리적 기초자료
로 제공함.

조사체계 동‧읍‧면-구‧시‧군-경기도

간행물명 경기도민생활 및 의식조사보고서

조사결과
(2012)

식품안전분야 관련 항목 없음

세종특별
자치시 

사회조사

조사기관 세종특별자치시

통계유형 조사통계(일반통계20804)

최초작성 2014년

작성주기 1년

법적근거

조사대상 표본조사구내 지정된 가구내 만13세 이상 모든 가구원

조사목적
세종시민의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
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수립 및 연구
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체계 가구-충청지방통계청-세종시

간행물명 2014 세종의 사회지표

조사결과
(2014)

식품안전분야 관련 항목 없음

강원도 
사회조사

조사기관 강원도

통계유형 조사통계(일반통계21108)

최초작성 2014년

작성주기 1년

법적근거

조사대상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13세 이상 가구원(가구)

조사목적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사회개
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조사체계 도-시군-조사원-조사가구(가구원)

간행물명 2014 강원의 사회지표

조사결과
(2014)

식품안전분야 관련 항목 없음

충청북도 
사회조사

조사기관 충청북도

통계유형 조사통계(일반통계21206)

최초작성 2009년

작성주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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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특  성 내    용

법적근거

조사대상 250개 표본조사구 및 5,000가구 가구주 및 가구원

조사목적
도민생활의 양‧질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사회변화를 예
측하여 지역정책 수립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

조사체계 조사요원-조사대상가구-조사관리자-시군-충청북도

간행물명 충북사회지표

조사결과
(2012)

-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 우리나라 농산물(전혀불안하지 않음 4.1%, 별로 불안하지 않음 

23.3%, 보통 36.9%, 야간 불안함 29.4%, 매우 불안함 6.3%)
 . 수입농산물(전혀 불안하지 않음 0.7%, 별로 불안하지 않음 

3.6%, 보통 20.6%, 약간 불안함 37.8%, 매우 불안함 37.3%)

충청남도 
사회조사

조사기관 충청남도

통계유형 조사통계(일반통계 21309)

최초작성 2012년

작성주기 1년

법적근거  -

조사대상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15,000가구

조사목적
충남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인 의식
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조사체계 조사원–시‧군-도

간행물명 충남 사회지표

조사결과
(2013)

-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
 ⋅불안식품: 길거리음식 38.6%, 식당음식 23.2%, 일반단체급

식음식 8.9%, 없음 18.8%, 학교‧보육시설급식 9.6%, 기타 
0.8%

 ⋅식품안전문제: 행정기관의 규제 또는 대처‧처벌 미흡 
26.3%, 업체의 의식부족, 세성‧열악한 시설 등 29.1%, 언
론의 사건사고보도, 과장된보도 6.8%, 블랙컨슈머 또는 식
파라치 증가 2.3%, 실제 안전하지 않은 식품 사용 29.7%, 
소비자의 식품안전정보 부족 5.2%, 기타 0.4%

 ⋅식품생산불신단계: 제조‧가공 53.5%, 생산 1.9%, 유통 
12.6%, 판매 4.4%, 조리 27.5%

전라북도 
사회조사

조사기관 전라북도

통계유형 조사통계(일반통계21406)

최초작성 2007년

작성주기 1년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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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특  성 내    용

조사대상
전라북도내 250개 조사구의 5,000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가구원

조사목적
도민의 생활수준과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파악하고, 도민의 생활과 의식형태의 변화를 분석하여 삶의 질
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체계 조사원-시군-전라북도

간행물명 전북의 사회조사보고서

조사결과
(2013)

식품안전분야 관련 항목 없음

전라남도 
사회조사

조사기관 전라남도

통계유형 조사통계(일반통계21505)

최초작성 2011년

작성주기 1년

법적근거

조사대상 전라남도내 5,000가구의 가구주 및 15세 이상 전가구원

조사목적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정정책 개발에 활용

조사체계 시도계획수립-시군조사-호남지방통계청

간행물명 전라남도 사회조사

조사결과
(2014)

식품안전분야 관련 항목 없음

경상북도 
사회조사

조사기관 식품안전성 확보율

통계유형 조사통계(일반통계21605)

최초작성 1997년

작성주기 1년

법적근거

조사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18,400가구 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

조사목적
도민의 주관적, 심리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
하여 도민의 행정수요를 파악하는 등 도민 삶의 질적향상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체계 시‧군-경상북도

간행물명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조사결과
(2013)

- 친환경유기농식품: 매우안전 11.0%, 안전 40.9%, 보통 
38.7%, 불안 8.6%, 매우불안 0.8%

- 국내산 농축산물: 매우안전 10.4%, 안전 40.0%, 보통 
40.3%, 불안 8.5%, 매우불안 0.7%

- 수입산 농축산물: 매우안전 0.8%, 안전 6.9%, 보통 37.0%, 
불안 42.0%, 매우불안 13.4%

- 가공식품: 매우안전 0.8%, 안전 7.3%, 보통 41.7%,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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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특  성 내    용

39.6%, 매우불안 10.7%
- 유전자변형식품(GMO): 매우안전 0.7%, 안전 5.9%, 보통 

29.2%, 불안 38.6%, 매우불안 25.6%

경상남도 
사회조사

조사기관 경상남도

통계유형 조사통계(일반통계21701)

최초작성 2005년

작성주기 1년

법적근거

조사대상 표본조사구내 거주하는 8,200가구

조사목적
도민의 주관적 의식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도정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조사체계 조사원-시‧군-경상남도

간행물명 경남의 사회지표

조사결과
(2012)

- 농산물 농약오염에 대한 견해
 ⋅국내산 농산물(전혀 불안하지 않음 4.6%, 별로 불안하지 않

음 20.6%, 보통 42.0%, 약간 불안함 27.5%, 매우 불안함 
5.3%)

 ⋅외국산농산물(전혀 불안하지 않음 0.8%, 별로 불안하지 않
음 3.6%, 보통 20.1%, 약간 불안함 39.0%, 매우 불안함 
36.5%)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조사

조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유형 조사통계(일반통계21806)

최초작성 2012년

작성주기 1년

법적근거

조사대상 표본가구 3,000가구의 가구주 및 만15세 이상 가구원

조사목적

제주의 현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측정, 경제‧사회변화를 객관적
으로 분석하고 사회지표를 작성하여 제주의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로 활용

조사체계 조사원-용역기관-제주특별자치도

간행물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지표

조사결과 식품안전분야 관련 항목 없음

국민건강
양조사

조사기관 보건복지부

통계유형 지정통계(조사통계11702)

최초작성 1969년

작성주기 1년

법적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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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검색어: 통계표-인기검색어-식품 관련통계) 발췌 후 재정리
        이계임 등. (2013). 2013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2013.
        경기개발연구원,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조사, 2013.
        사회조사(지방자치단체): http://kosis,kr 주제별통계-행정-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보

건/안전/환경 항목에 속해 있음.

조사명 특  성 내    용

조사대상 전국의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

조사목적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관련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양섭취 실
태에 대한 국가 및 시도 단위 통계 산출
만성질환 및 관련 위험요인의 시계열 추이 파악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정책목표 수립 및 평가, 건강증진 프로
그램 개발 등 보건정책 근거자료 제공

조사체계 조사원(설문, 검진 및 계측)-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간행물명 2014국민건강통계

조사결과 식품안전인식도 관련 항목 없음.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2013)

(구, 
농촌생활 
지표조사)

조사기관 농촌진흥청

통계유형 조사통계(일반통계11437) 

최초작성 2004년

작성주기 1년

법적근거  -

조사대상 전국 368개 표본조사구의 4,10개 표본가구

조사목적
농어촌의 복지, 교육여건 및 지역개발에 관한 기초실태를 조사
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

조사체계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간행물명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참고사항
농촌생활지표조사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분야가 있었으
나,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서 제외됨.

논문

- 서울지역 중학생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도조사(진보경, 2010)

- 소비자의 식품안전 인지도와 안전행동 평가(박지연, 2009)

-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장민선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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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식품안전 관련 인식도 조사별 특성

1. 식품소비행태조사

  가. 조사 개요

소비자 식품소비행태조사는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Enumeration District, ED) 및 가구명부를 표본 추출틀로 사용하여 층

화추출에 의해 표본을 추출함.

식품소비 조사 대상 분야는 식생활(식품, 양, 건강 관련)에 대한 소비

자 인식, 식품구입 및 소비실태, 소비자 특성 평가, 외식소비행태, 식생활

만족도 평가, 식생활 교육 및 홍보 현황, 주요 정책이슈 등임. 조사표는 가

구 조사표와 가구원 조사표로 구성되며, 가구 조사표는 가구 내 식품의 주 

구입자를 대상으로 가정식 식품소비 현황이나 가구 특성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가구원 조사표는 조사 대상 가구의 중학생 이

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 외 식품소비 현황과 개별 식생활 

인식 관련 설문 등으로 구성됨. 청소년층의 경우 식품소비 경험이 제한적

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인용 설문과 별도로 작성함(이계임 등, 2013).

  나. 조사 문항 

1) 가구내 식품‧식자재 주 구입자용 설문

   A. 전반적인 식품 구입과 소비 행태(식료품, 인터넷을 통한 식품 구입, 

친환경, 기능성식품, 식품소비 동향과 전망)

   B. 곡물 구입과 소비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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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채소/과일/임산물 구입과 소비 행태

   D.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구입과 소비 행태

   E. 수산물 구입과 소비 행태

   F. 가공식품(김치류, 장류, 기타식품) 구입과 소비 행태

   G. 외식(외식소비, 배달/테이크아웃)행태

   H. 식생활 및 라이프스타일

2) 가구 구성원(성인, 청소년)용 질문

   A. 식생활 행태(식생활, 선호식품군, 외식행태, 배달/테이크아웃행태)

   B. 식품 안전성

     - 우리나라 식품의 안전성 정도(5점)

     - 우리나라 전반적인 식품 안전성 정도 체감도(100)

     - 수입산 식품의 안전성

     - 국내산 식품의 안정성

     - 조리 및 식사 장소별 식품의 안전성

     - 식품의 위해요인에 대한 우려 정도

     -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각 주체들의 중요도

     - 안전한 식품을 위해 더 높은 가격 지불할 용의

   C. 식품 표시사항

   D. 식품 관련 교육/홍보/정보

   E. 식품 관련 피해/구제

   F.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부록 163

  다. 조사결과

  - 식품 관련 소비 정책 중 성인과 청소년 모두 ‘식품 안전 보장’을 각 

66.5%, 59.1%로 가장 중시함. 우리나라 식품이 전반적으로 안전하

다는 인식은 10명에 3명 정도이며, 성인의 50.7%는 안전한 식품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음.

  - 국내산 식품 품목별 안전성 인식은 평균 5점 만점에 성인 3.5점, 청소

년 3.6점임.

  - 수입산 식품 품목별 안전성 인식은 평균 5점 만점에 2.5점 내외임.

  - 식품 안전관리 주체별 중요성은 생산자가 가장 높고, 중앙정부, 유통 

및 판매업체 순임.

  - 식품 표시사항과 관련하여 청과물과 육류 구입 시 가격 및 원산지를 

가장 많이 확인하고, 가공식품 구매 시는 유통기한, 가격을 우선 고려함.

  - 식품 표시제도의 인지도는 원산지 표시제도(88.9%)와 유기농 인증 제

도 (79.8%)가 가장 높음.

2. 국민안심에 관한 인식조사

  가. 조사 개요

우리사회에 상존하는 17개 위험요소들에 대한 평균 안심(불안) 수준 조사

  나. 조사문항

  - 위험유형별 인식: 수준식품안전사고(불량식품, 식중독, 중금속 중독)

    ⋅ 안심수준(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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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요소 인식 정도(7점) 

    ⋅ 과거 피해 경험: 식품안전사고(예, 아니오, 모름)

    ⋅ 최근 신문이나 방송 보도 빈도(7점)

    ⋅ 최근 신문이나 방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정도(7점)

  다. 조사결과

  - 우리 사회에 상존하는 17가지 위험요소들에 대해 가장 불안해하는 요

소는 아동성폭력 75.6%, 학교폭력 72.0%, 성폭력 68.2%, 강력범죄 

67.8%, 식품안전사고 65.5% 순임.

  -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들이 과거에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서는 교통사고 49.5%, 식품안전사고 20.0%, 자연재난 19.8%, 생활

주변사고 14.0%, 정신건강위험 14.0% 순임.

3. 식품안전체감도조사

  가. 조사 개요

모집단은 전국의 성인 남녀 36,690,307명으로 통계청의 2012년 인구

추계로 16개 시‧도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인구추계치를 사용하

으며 40대가 상대적으로 많고, 60대 이상이 가장 적은 인구수를 보 음. 

식품패널은 총 1,115명을 선정함.

  나. 조사 내용

7개 조사 역의 총 21개 조사항목으로 설문지를 개발하 으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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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도 등 조사는 5점 척도의 리커트 적도를 사용하여 개발되었음.

- 제조‧유통식품 안전

- 학교주변 판내 식품의 안전

- 단체급식의 안전

- 외식 안전

- 전반적인 수입식품 안전

-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다. 조사결과

  - 2013년 전반적인 식품안전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상이라고 응

답한 비율이 72.2%로 나타남

  - 식품안전 분야별로 보면 제조·유통식품 안전이 79.4%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반면에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은 43.0%로 안전체감도

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음.

4. 식품안전 정보에 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2006)

  가. 조사 개요

소비자들이 최근 1~2년 사이에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식품관련 위

해에 대한 위험인지 정도, 식품위해정보 제공 원별 신뢰도, 정부 등 각종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위험커뮤니케이션 관련 정책, 프로그램 인지도, 소

비자의 참여경험 등 식품 위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 정책입안 및 실행에 

사사점 얻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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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사 내용

- 식품위해사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위험사례별 위험인식도

  - 식품안전정보 관심 정도

    ⋅안정정보 관심의 비중

  - 식품안전정보 평가

    ⋅식품안전정보 취득원

    ⋅취득원별 신뢰도   

    ⋅내용의 정확성 이해 용이

    ⋅안전정보 대안의 정도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의 주체

    ⋅이해와 기억하기 좋은 정보채널

  - 식품위험커뮤니케이션 평가

    ⋅관련 프로그램 인지도

    ⋅관련 프로그램 참가경험 정도

    ⋅관련 프로그램 유익성 평가

  다. 조사결과

  - 소비자들이 느끼는 식품위해요소에 대한 위험인지도는 평균 83.7점

(100점 만점)으로 나타남.

  - 위해요소별로는 환경호르몬 90.7점, 식중독 86.6점, 항생제, 호르몬 

86.1점, 광우병 및 비만이 각각 83.3점, 채소과일의 잔류농략 82.6

점, 식품첨가물 82.3점, 식품오염 기생충 81.4점, 식품으로 인한 알

레르기 81.1점, 유전자변형식품 8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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