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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basic research focused on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 activation based on analysis of 
current usage and demand for development of processed blue crabs. A total of 556 subjects aged 20s to 60s 
living in the Seoul area were surveyed. According to the survey, 65.1% of subjects consumed blue crabs at 
home, and 82% of them purchased blue crabs whole and undressed. Respondents gave higher marks to taste, 
nutrition, and texture compared to ingredient preparation, eating method, and price. Majority of blue crab con-
sumers had no experiences of consuming processed blue crabs. Exactly 57.0% of consumers purchased them 
at big shopping centers, and the reason for purchasing was their good taste. When female consumers pur-
chased processed blue crabs, they checked every part carefully compared to male consumers. Women gave 
high scores to blue crab powder, blue crab extract, blue crab croquette, and blue crab cake compared to men, 
demonstrating the necessity of developing processed blue crabs. Furthermore, the experienced processed blue 
crab group recognized the necessity of developing processed blue crabs compared to the inexperienced group. 
Peopl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urchasing processed blue crabs according to gender as well as pre-
vious experience of blue crab consumption.

Key words : processed blue crab food, blue crab, menu development of blue crab, consumer preference

서  론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5조 2,000억 

달러에서 2015년까지 연평균 3.8%씩 성장하여 약 6
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식품산업은 성장

동력산업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국내 식품산업도 

매출액, 부가가치, 성장률 측면에서 성장세에 있다. 
2011년 국내 식품산업(식품제조업, 외식산업)의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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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147조 원으로 2005년에 비해 59.4%가 증가하

여 농수산업(51조 원)의 2.4배 수준으로 국민경제에

서 중요한 산업이다(Choi 등 2013). 또한, 식품의 소

비여건은 소득수준 향상, 인구 고령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

의 발달 및 시장 개방의 영향으로 소비자의 식품소

비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 

소비는 고급화, 간편화를 추구하여 맛, 편리성, 즐거

움, 건강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에 높은 프리미엄

을 지출할 의향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식

품시장 변화에 따른 식품산업의 적절한 대응이 필

요하다. 한편 공급자 측면에서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농축수산물 이용 촉진과 수

급 및 가격안정뿐만 아니라 가공원료의 수요를 증

대시켜 농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부가가치가 높

은 식품을 가공하여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

다. 
식품에 대한 소비구조 분석은 주로 식품소비의 

지출패턴 변화 추이, 결정요인, 다양성, 불균등도 등

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 중 수산물 소비행태 

연구는 주로 어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Jang 
& Im(2000)은 수산물 소비의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 

어패류 소비의 둔화·정체요인이 육류와 어패류간의 

대체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중

성 어종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보았

으며, 어종 관련 소비성향은 다양화와 간편화가 진

행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Kim 등(2003)의 수산물 

소비성향 분석 결과 소득이 높고, 연령이 높은 계층

에서 소비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Park & 
Kim(2008)의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가 수산

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

과가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따라 Park & Kim(2008)
은 인구의 고령화가 수산물 소비증가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침에 따라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서 수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젊은 연령

층의 경우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합리화 경향이 

나타나고, 식생활의 서구화 경향으로 인해 어류에 

대한 활어식품의 상대적 선호도는 낮게 나타났다

(Hwang 등 2008).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행태 연구는 축산가공품, 과

실가공품, 장류, 김치, 수산가공식품 등과 같은 품목

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닭고기 가공제품에 대한 

주부들의 인식도 및 소비자 성향 파악을 위해 실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품의 생산에 있어 위생성

과 맛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Kim & Lee 
2001). 국내 성인 소비자 100명 대상으로 육가공품 

소비자 인식도, 관심도, 소비실태 및 구매행동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Yoon 등(2001)의 연구결과 제품

구입에 있어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기호를 반영한 제품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Kim & Byun(2008)
의 마와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선호도 및 이용실태 

연구 결과 마 가공식품의 보급 및 구매의향 개선을 

위해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요구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며, 마의 단순섭취 형태에서 벗어난 다양한 

섭취방법 및 조리방법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Chang 등(2008)의 버섯가공식품 제품개발을 위한 소

비자 인식조사 결과 또한 버섯의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가공식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으

며,  Kim & Ha(2010a)의 연구결과에서도 다양한 수

산물 가공식품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현대사회 식품소비행태는 국민소득 수준

의 향상 및 고령화 현상, 맞벌이 부부 및 일인가구

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고급화, 간편화, 맛, 편리성, 
즐거움, 건강 등을 추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수산물 원재료로서의 소비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조리 및 손질방법이 

까다로운 꽃게의 경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웰빙 수산물로의 변화와 소비자들의 기호를 고려한 

다양한 가공식품으로의 개발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된다.
영양학적으로도 수산물은 동맥경화, 고혈압 등 성

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고도의 불포화지방

산을 다량 함유해 건강에 유익한 식품이며, 동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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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을 한다(Kim & 
Ha 2010b). 특히, 수산물 중 갑각류에는 chitin(키틴)
이라 불리는 다당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Dunnell 
1960), chitin(키틴)은 인공피부나 의료용 봉합사, 상

처치료 촉진제, 사료 원료, 기능성 비료 등으로 이

용될 수 있다(Kosaka 등 1996). 그 중 꽃게는 우리나

라에서 가장 많이 애용되어, 연간 생산량이 2만톤 

가량에 이르며, 껍질이 60∼80%를 차지하는 대표적

인 갑각류로서 껍질성분의 20∼30%가 키틴으로 조

성되어 있다(Lee 등 2001). 꽃게껍질에서　분리된 

chitin(키틴)과 chitosan(키토산)은 식품산업에서 오염

균의 지표로 이용되는 Escherichia coli O157: NM에 

대한 항균력도 우수하고(Hwang & Jung 1998), 키틴

과 키토산의 항균성을 이용한 치분첨가제와 치약은 

구강내 미생물을 멸균시켜 치아부식을 예방할 수 

있으며(Bowszyc & Raszeja-Kotelba 1982), 항종양성

(Leuba & Stossel 1986）등의 의료분야에서 요구되는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꽃게를 

활용한 가공식품 제조와 그 기능을 연구하는 것이 

산업적인 측면과 자원환경활용에서 매우 중요한 일

임을 말해주고 있다(Hwang & Jung 1998). 또한 꽃게

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

하므로 성장기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좋으며, 두뇌활

동을 도와주는 오메가3가 풍부하고 티로신을 공급

하여 집중력, 기억력 증진, 스트레스 극복에 좋고, 
풍부한 타우린 성분은 심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며 

철분과 칼슘이 풍부해 중년기 여성, 출산여성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다. 꽃게 껍질의 키틴성분은 지방축적

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므로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Incheon Fisheries Resources 
Research Institute 2014). 이러한 꽃게를 포함한 수산

물의 영양학적 우수함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보고된 바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수산물은 영양이 

높고,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Choi 2012; Oh & Chung 2013a; Oh & Chung 
2013b).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상 수산물

이 풍부하게 공급되었으나, 식생활 패턴의 변화가 

수산물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고, 수산물의 직접적인 

소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수산업은 어업

중심인 1차 산업에서 가공, 유통 등을 포괄하는 2차 

산업으로 확장·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다행히도 

소비자들은 수산물을 주재료로 한 가공식품을 건강 

가공식품으로 선호하게 되어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

한 관심과 요구도가 증가하는 등 최근 가계의 수산

물 가공식품 소비액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nkyung News 2014; Kim & Ha 2010b; So & Kim 
2013).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물 가공 기술 

수준은 소비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Kyung-In News 2009; Park 
2013).

수산업계는 최근 1차 산업에서 가공, 유통 등을 

포괄하는 식품공급 산업을 넘어 관련 산업과의 관

계가 무한정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며, 꽃게의 경우 

풍미 특성을 살린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어

민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Incheon Metropolitan 
City 2011; So & Kim 2013). 또한 수산물을 지역 특

산물로서 브랜드화할 때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상

승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Kim 등 2014). 이에 꽃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

를 높일 수 있는 폭넓고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하

고, 소비자의 신뢰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

급전략, 유통에 적합한 제품생산과 품질의 규격화 

연구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지만(Park 2013),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꽃

게 관련 가공식품의 이용실태 및 개발요구도를 조

사 분석하여 향후 꽃게 가공식품의 다양한 상품개

발 및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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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Items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Male 276 49.6

Female 280 50.4

Age (years) 19∼29 108 19.4

30∼39 111 20.0

40∼49 109 19.6

50∼59 116 20.9

＞60 112 20.1

Job Housewife 116 20.9

Officer 218 39.2

Technical/Service 70 12.6

Business Owner 49 8.8

Professional 36 6.5

Others 67 12.1

Education High school 151 27.2

College 61 11.0

University 292 52.5

Graduate school 52 9.4

Total 556 10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N=556)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20∼60대 이상

의 성인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1998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국내 1위 온라인 리서치 수행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설문조사기관의 경우, 기관

이 확보한 약 95만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총 4,767통
의 메일을 연령대 및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 발송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하기 위한 접속자

가 922명이고, 이 중 605명이 응답을 완료하였고 317 
명은 응답대상자가 아니거나 중도포기로 응답을 미

완료하였음). 표본추출은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

였고, 회수된 605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49부를 제외하고 유효 표본 556부(92%)를 최

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10월 15
일부터 2013년 11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2. 설문 구성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였고, 사용된 설문지

는 기존 선행연구(Lee 2010, Kim 등 2013)에서 제시

된 측정변수들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예비설문조사

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9개 문항[꽃게에 대한 소비

자 이용실태 및 기호도 조사(4문항), 꽃게 가공식품

류의 이용실태(4문항), 개발의 필요성 및 구매의사]
을 추출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가공

식품의 인지도 및 선호특성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속성을 도출하여 적용하였다. 

3. 통계처리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8.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대

상자의 일반사항, 꽃게에 대한 소비자 이용실태 및 

기호도 조사, 꽃게 가공식품류의 이용실태는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고, 성별 및 꽃게가공식품 섭취여부에 

따른 꽃게 가공식품 구입 시 구매확인 사항의 차이

와 개발의 필요성은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및 

꽃게가공식품 섭취여부에 따른 구매의사는 교차분

석을 이용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성이 49.6%(276명), 여성이 50.4%(280명)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60대까지 폭넓게 분포하였다. 
직업은 일반 사무직/관리직이 39.2%(218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전업주부가 20.9%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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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Blue crabʼs weaknesses in comparison with vegeta-
ble and meat.

Figure 3. Blue crabʼs strengths in comparison with vegetable 
and meat.

Figure 1. Place of eating blue crabs. Figure 2. Purchasing type of blue crabs.

명), 생산직/기술직/서비스직/판매직이 12.6%(70명) 등

의 순으로 나타났고, 최종학력은 대졸이 52.5% (292
명), 고졸 이하가 27.2%(151명), 전문대졸이 11.0% (61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꽃게에 대한 소비자 이용실태 및 기호도

꽃게의 섭취장소를 분석한 결과는 Fig. 1에 제시

하였다. 꽃게 섭취장소의 경우 가정이 65.1%(362명)
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외식업체가 34.4%(191
명)로 나타났다. 또한, 꽃게 구입 시 제품형태를 분

석한 결과(Fig. 2), 손질되지 않은 생물의 꽃게를 구

입한다는 응답이 82.0%(456명)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손질된 제품을 구입한다는 응답이 14.0%(78
명), 바로 먹을 수 있는 완제품을 구입한다는 응답

이 3.8%(21명)로 나타났다. 
꽃게를 육류와 채소류와 비교했을 때 우수한 점

(Fig. 3)과 부족한 점(Fig. 4)을 복수응답으로 분석한 

결과, 꽃게의 우수한 점으로 맛이 우수하다가 39.6% 
(440명)로 높게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영양이 우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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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xperience of eating processed blue crabs.

Figure 6. Purchasing place of blue crabs. Figure 7. Reason for purchasing blue crabs.

다 20.0%(222명), 식감이 우수하다 18.0%(200명)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꽃게의 부족한 점으로는 

손질법 32.4%(360명), 먹는 방법 23.7%(264명), 가격 

22.3%(24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꽃게 가공식품류의 이용실태  

꽃게 가공식품 섭취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Fig. 5

에 제시하였다. 섭취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6.4% 
(369명)로 과반수 이상의 응답을 보인 반면, 꽃게 가

공식품을 먹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3.6%(187
명) 정도로 나타났다. 

꽃게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장소(Fig. 6)는 대형할

인점이 57.0%(14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으며, 백화점 16.9%(42명), 수산시장 9.2%(2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꽃게 가공식품 구매이유를 복수응

답으로 분석한 결과(Fig. 7), 맛이 있어서 22.5%(250
명), 식사준비 대용이 18.3%(203명), 가족 기호가 높

아서 구매한다가 12.9%(14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꽃게가공식품 섭취여부에 따른 구매 확

인 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성별

에 따른 구매 확인 사항을 분석한 결과, 유통기한(P＜ 
0.05), 가격(P＜0.05), 제조회사(P＜0.001), 원료 및 함

량(P＜0.001), 영양소 함량(P＜0.001), 식품첨가물 함

량(P＜0.001), 위생상태(P＜0.01), 맛과 과거 경험(P＜ 

0.05), 종류의 다양성(P＜0.01) 등 모든 항목에서 여

성이 남성에 비하여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구매 

시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꽃게가공식품 섭취여부에 따른 구매 확인 사항을 

분석한 결과, 맛(과거경험)(P＜0.001)에 대하여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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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Total (N=556)

Male Female t-value Experience No experience t-value

Nutrition content 3.53±0.92 3.83±0.83 3.986*** 3.71±0.89 3.67±0.89 0.559

Food additives content 3.77±0.95 4.10±0.86 4.233*** 4.00±0.93 3.90±0.91 1.184

Food materials content 3.87±0.90 4.20±0.80 4.528*** 4.06±0.90 4.03±0.85 0.408

Food hygiene condition 4.29±0.78 4.47±0.65 3.054** 4.47±0.64 4.34±0.76 1.914

Food manufacturing company 3.78±0.80 4.02±0.71 3.776*** 3.97±0.75 3.87±0.77 1.466

Diversity 3.54±0.81 3.73±0.81 2.708** 3.70±0.81 3.61±0.81 1.212

Price 4.16±0.70 4.30±0.63 2.482* 4.25±0.64 4.22±0.68 0.438

Taste and past experience 4.18±0.68 4.30±0.65 2.101* 4.38±0.62 4.17±0.68 3.606***

Shelf-life 4.28±0.83 4.44±0.69 2.488* 4.42±0.76 4.32±0.76 1.460

Total 3.93±0.54 4.15±0.51 4.943*** 4.11±0.50 4.01±0.55 1.916

*P＜0.05, **P＜0.01, ***P＜0.001

Table 2. Elements considered when buying processed blue crabs according to gender or experience.
Mean±SD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관

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항목들의 경

우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꽃게 가공식품류의 개발 필요성 및 구매의사

1) 꽃게 가공식품류의 개발 필요성

성별에 따른 꽃게 가공식품류의 개발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꽃게 식품류

의 개발 필요성은 양념류, 부식류, 냉장·냉동류, 기

타 등 4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양념류의 경우 

꽃게분말(P＜0.001), 꽃게엑기스(P＜0.001), 부식류는 

꽃게스낵(P＜0.05), 냉장·냉동류는 꽃게크로켓(P＜0.05), 
꽃게어묵(P＜0.05)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적으

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항목은 유의적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꽃게 가공식품류의 개발 필요성을 꽃게가공

식품 섭취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Table 3), 
양념류의 경우 꽃게미소된장(P＜0.01), 게장용 간장

(P＜0.001), 꽃게분말(P＜0.01), 꽃게엑기스(P＜0.05), 꽃
게비빔소스(P＜0.001), 부식류는 꽃게스낵(P＜0.001), 
꽃게라면(P＜0.001), 꽃게 통조림(P＜0.001) 등에서 

섭취경험이 있는 집단이 섭취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냉장·냉동

류는 간장게장(P＜0.01), 양념게장(P＜0.01), 냉동찜꽃

게(P＜0.001), 꽃게돈가스(P＜0.01), 꽃게크로켓(P＜ 

0.001), 꽃게어묵(P＜0.01), 꽃게맛살(P＜0.001), 꽃게

조미냉동밥(P＜0.01) 등에서 섭취경험이 있는 집단이 

섭취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점

수를 보였다.

2) 꽃게 가공식품류의 구매의사

성별에 따른 꽃게 가공식품류의 구매 의사를 양

념류, 부식류, 냉장·냉동류, 기타 등 4가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양념류의 경

우 꽃게분말에 대해 구매의사가 있다는 여성이 

57.5%, 남성이 42.4%로 유의적인 차이(P＜0.001)를 

보였으며, 꽃게엑기스의 경우 구매의사가 없다는 남

성이 73.9%, 여성이 63.2%로 유의적인 차이(P＜0.01)
를 나타냈다. 냉장·냉동류에서는 꽃게크로켓의 경우 

구매의사가 있다는 여성이 68.6%, 남성이 59.8%로 

유의적인 차이(P＜0.05)를 나타냈으며, 그 외 모든 

가공식품류의 구매 의사에 대한 성별에 따른 유의

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꽃게가공식품 섭취여부에 따른 꽃게 가공식품류

의 구매의사를 분석한 결과(Table 4), 양념류의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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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Total (N=556)

Male Female t-value Experience No experience t-value

Seasoning 
  Blue crab and its shell stock 3.47±0.82 3.55±0.82 1.185 3.53±0.90 3.50±0.78 0.343
  Fermented blue crab sauce 2.96±0.88 3.04±0.86 1.075 3.01±0.91 3.00±0.85 0.103

  Blue crab flavored soy bean paste 3.16±0.88 3.29±0.88 1.788 3.40±0.92 3.14±0.85 3.247**
  Blue crab flavored soy sauce 3.83±0.84 3.81±0.88 0.310 4.03±0.86 3.72±0.84 4.167***
  Blue crab powder 3.13±0.96 3.45±0.95 3.995*** 3.48±0.92 3.19±0.98 3.361**

  Blue crab extract 2.88±0.96 3.18±0.94 3.672*** 3.14±0.99 2.97±0.94 2.035*
  Blue crab sauce for bibimbob 3.28±0.90 3.30±0.92 0.225 3.56±0.87 3.15±0.90 5.087***
  Blue crab seasoning 3.21±0.98 3.27±0.99 0.780 3.35±1.00 3.18±0.97 1.953

  Total 3.24±0.60 3.36±0.63 2.338* 3.44±0.60 3.23±0.61 3.769***
Side dish
  Blue crab functional beverage 2.83±0.89 2.86±0.81 0.532 2.86±0.89 2.84±0.82 0.310

  Blue crab flavored laver 2.95±0.88 3.06±0.89 1.488 3.09±0.93 2.97±0.86 1.457
  Blue crab snack 3.36±0.81 3.54±0.85 2.567* 3.67±0.83 3.34±0.81 4.482***
  Blue crab instant noodle 3.81±0.79 3.80±0.79 0.119 4.01±0.77 3.70±0.78 4.352***

  Canned blue crab 3.27±1.00 3.26±0.98 0.089 3.50±1.03 3.15±0.95 4.037***
  Total 3.24±0.62 3.31±0.62 1.197 3.42±0.63 3.20±0.60 4.100***
Cold and frozen

  Soy sauced blue crab 3.98±0.81 4.00±0.78 0.269 4.12±0.83 3.92±0.77 2.766**
  Chilly pasted blue crab 4.01±0.74 4.04±0.77 0.331 4.18±0.76 3.95±0.74 3.399**
  Frozen and steam blue crab 3.50±0.86 3.59±0.83 1.294 3.80±0.86 3.42±0.81 5.066***

  Blue crab functional beverage 2.47±0.93 2.43±0.87 0.556 2.41±1.00 2.47±0.85 0.806
  Blue crab cutlet 3.39±0.95 3.41±0.94 0.287 3.58±0.92 3.31±0.95 3.193**
  Blue crab croquette 3.45±0.89 3.64±0.86 2.570* 3.80±0.81 3.42±0.88 4.926***

  Blue crab bean curd 3.04±0.93 3.13±0.95 1.203 3.16±0.98 3.05±0.92 1.355
  Blue crab fish cake 3.56±0.89 3.71±0.86 2.006* 3.80±0.89 3.55±0.86 3.186**
  Blue crab artificial meat 3.86±0.81 3.92±0.80 0.922 4.12±0.77 3.77±0.70 4.928***

  Blue crab kimchi 2.86±0.92 2.60±0.97 1.302 2.91±1.05 2.76±0.90 1.761
  Blue crab water kimchi 2.69±0.88 2.60±0.97 1.081 2.69±1.01 2.62±0.88 0.801
  Frozen blue crab rice 2.87±0.93 2.89±1.02 0.281 3.05±1.05 2.79±0.92 3.037**

  Total 3.31±0.56 3.34±0.58 0.766 3.47±0.57 3.25±0.55 4.268***
Other
  Blue crab feedstuff 2.77±0.97 2.73±1.03 0.508 2.79±1.03 2.72±0.98 0.756

  Blue crab cosmetic 2.45±0.94 2.39±0.95 0.749 2.44±1.02 2.40±0.90 0.505
  Blue crab fertilizer 2.79±1.02 2.80±1.04 0.116 2.82±0.1.08 2.78±1.00 0.379
  Total 2.67±0.86 2.63±0.90 0.416 2.68±0.91 2.64±0.86 0.617

Total 3.11±0.50 3.16±0.56 1,052 3.25±0.55 3.08±0.52 3.660***

*P＜0.05, **P＜0.01, ***P＜0.001

Table 3. Need assessment for development of blue crab food according to gender or experience.
Mean±SD

미소된장(P＜0.01), 게장용 간장(P＜0.01), 꽃게분말(P＜ 

0.01), 꽃게비빔소스(P＜0.001), 꽃게 조미료(P＜0.05), 
부식류의 꽃게김(P＜0.05), 꽃게스낵(P＜0.001), 꽃게

통조림(P＜0.01), 냉장·냉동류의 간장게장(P＜0.05), 양념



314 | 꽃게 가공식품 이용실태 및 개발 요구도 조사

Items
Total (N=556)

Male Female χ2-value Experience No experience χ2-value

Seasoning 

  Blue crab and its shell stock Yes 168 (60.9) 183 (65.4) 1.023 127 (67.9) 224 (60.7) 2.772

No 108 (39.1) 97 (34.6) 60 (32.1) 145 (39.3)

  Fermented blue crab sauce Yes 84 (30.4) 92 (32.9) 0.377 66 (35.3) 110 (29.8) 1.725

No 192 (69.6) 188 (67.1) 121 (64.7) 259 (70.2)

  Blue crab flavored soy bean paste Yes 117 (42.4) 122 (43.6) 0.079 99 (52.9) 140 (37.9) 11.395**

No 159 (57.6) 158 (56.4) 88 (47.1) 229 (62.1)

  Blue crab flavored soy sauce Yes 201 (72.8) 193 (68.9) 1.023 146 (78.1) 248 (67.2) 7.097**

No 75 (27.2) 87 (31.1) 41 (21.9) 121 (32.8)

  Blue crab powder Yes 117 (42.4) 161 (57.5) 12.691*** 110 (58.8) 168 (45.5) 8.775**

No 159 (57.6) 119 (42.5) 77 (41.2) 201 (54.5)

  Blue crab extract Yes 72 (26.1) 103 (36.8) 7.376** 68 (36.4) 107 (29.0) 3.122

No 204 (73.9) 177 (63.2) 119 (63.6) 262 (71.0)

  Blue crab sauce for bibimbob Yes 147 (53.3) 140 (50.0) 0.592 118 (63.1) 169 (45.8) 14.877***

No 129 (46.7) 140 (50.0) 69 (36.9) 200 (54.2)

  Blue crab seasoning Yes 136 (49.3) 135 (48.2) 0.063 105 (56.1) 166 (45.0) 6.190*

No 140 (50.7) 145 (51.8) 82 (43.9) 203 (55.0)

Side dish

  Blue crab fuctional beverage Yes 67 (24.3) 62 (22.1) 0.355 52 (27.8) 77 (20.9) 3.355

No 209 (75.7) 218 (77.9) 135 (72.2) 292 (79.1)

  Blue crab flavored laver Yes 99 (35.9) 110 (39.3) 0.691 81 (43.3) 128 (34.7) 3.937*

No 177 (64.1) 170 (60.7) 106 (56.7) 241 (65.3)

  Blue crab snack Yes 165 (59.8) 187 (66.8) 2.935 140 (74.9) 212 (57.5) 16.201***

No 111 (40.2) 93 (33.2) 47 (25.1) 157 (42.5)

  Blue crab instant noodle Yes 231 (83.7) 224 (80.0) 1.277 160 (85.6) 295 (79.9) 2.633

No 45 (16.3) 56 (20.0) 27 (14.4) 74 (20.1)

  Blue crab can Yes 147 (53.3) 128 (45.7) 3.167 111 (59.4) 164 (44.4) 11.043**

No 129 (46.7) 152 (54.3) 76 (40.6) 205 (55.6)

Cold and frozen

  Soy sauced Blue crab Yes 222 (80.3) 221 (78.9) 0.195 158 (84.5) 285 (77.2) 4.035*

No 54 (19.6) 59 (21.1) 29 (15.5) 84 (22.8)

  Chilly pasted Blue crab Yes 232 (84.1) 229 (81.8) 0.507 165 (88.2) 296 (80.2) 5.633*

No 44 (15.9) 51 (18.2) 22 (11.8) 73 (19.8)

  Frozen and steam Blue crab Yes 160 (58.0) 164 (58.6) 0.021 132 (70.6) 192 (52.0) 17.574***

No 116 (42.0) 116 (41.4) 55 (29.4) 177 (48.0)

  Blue crab fuctional beverage Yes 37 (13.4) 30 (10.7) 0.950 26 (13.9) 41 (11.1) 0.913

No 239 (86.6) 250 (89.3) 161 (86.1) 328 (88.9)

  Blue crab cutlet Yes 164 (59.4) 170 (60.7) 0.097 121 (64.7) 213 (57.7) 2.523

No 112 (40.6) 110 (39.3) 66 (35.3) 156 (42.3)

  Blue crab croquette Yes 165 (59.8) 192 (68.6) 4.672* 139 (74.3) 218 (59.1) 12.564***

No 111 (40.2) 88 (31.4) 48 (25.7) 151 (40.9)

Table 4. Purchasing willingness of processed blue crab food according to gender or experience.
N (%)



J Korean Diet Assoc 20(4):306-319, 2014 | 315

Items
Total (N=556)

Male Female χ2-value Experience No experience χ2-value

Cold and frozen

  Blue crab bean curd Yes 103 (37.3) 113 (40.4) 0.540 80 (42.8) 136 (36.9) 1.834

No 173 (62.7) 167 (59.6) 107 (57.2) 233 (63.1)

  Blue crab fish cake Yes 197 (71.4) 213 (76.1) 1.582 149 (79.7) 261 (70.7) 5.131*

No 79 (28.6) 67 (23.9) 38 (20.3) 108 (29.3)

  Blue crab artificial meat Yes 222 (80.4) 237 (84.6) 1.709 165 (88.2) 294 (79.7) 6.315*

No 54 (19.6) 43 (44.3) 22 (11.8) 75 (20.3)

  Blue crab Kimchi Yes 75 (27.2) 68 (24.3) 0.607 62 (33.2) 81 (22.0) 8.154**

No 201 (72.8) 212 (75.7) 125 (66.8) 288 (78.0)

  Blue crab water Kimchi Yes 54 (19.6) 45 (16.1) 1.159 37 (19.8) 62 (16.8) 0.755

No 222 (80.4) 235 (83.9) 150 (80.2) 307 (83.2)

  Frozon Blue crab rice Yes 81 (29.3) 85 (30.4) 0.068 69 (36.9) 97 (26.3) 6.673*

No 195 (70.7) 195 (69.6) 118 (63.1) 272 (73.7)

Other

  Blue crab feedstuff Yes 41 (14.9) 39 (13.9) 0.097 33 (17.6) 47 (12.7) 2.429

No 235 (85.1) 241 (86.1) 154 (82.4) 322 (87.3)

  Blue crab cosmetic Yes 32 (11.6) 31 (11.1) 0.038 33 (17.6) 30 (6.1) 11.188**

No 244 (88.4) 249 (88.9) 154 (82.4) 339 (91.9)

  Blue crab fertilizer Yes 50 (18.1) 48 (17.1) 0.091 35 (18.7) 63 (17.1) 0.231

No 226 (81.9) 232 (82.9) 152 (81.3) 306 (82.9)

*P＜0.05, **P＜0.01, ***P＜0.001

Table 4. Continued.
N (%)

게장(P＜0.05), 냉동찜꽃게(P＜0.001), 꽃게크로켓(P＜0.001), 
꽃게어묵(P＜0.05), 꽃게맛살(P＜0.05), 꽃게김치(P＜0.01), 
꽃게조미냉동밥(P＜0.05), 기타의 경우 꽃게 화장품

(P＜0.01) 등에서 경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

냈다. 유의적 차이가 나타난 집단의 경우, 모두 ‘구
매의사가 있다’에 대해 섭취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

는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소비

자를 대상으로 꽃게 관련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이용

실태 및 개발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

과에서 꽃게 섭취장소의 경우 가정이 65.1%로 높게 

나타났고, 꽃게의 우수한 점으로 맛이 우수하다가 

39.6%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영양이 우수

하다 20.0%, 식감이 우수하다 18.0%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또한, 꽃게의 부족한 점으로는 손질법 32.4%, 
먹는 방법 23.7%, 가격 22.3%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도 수

산물 음식의 좋은 이유를 맛이 좋아서, 건강에 좋아

서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싫은 이유는 먹기 불

편한 것, 비싼 가격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수산

물을 많이 먹는 장소 역시 본 연구결과와 같이 “가
정”이라 응답하였다(Choi 2012; Oh & Chung 2013b).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장점인 맛과 영양을 더

욱 강화하고, 손질법이나 먹는 방법의 불편함을 보

완한 가공식품이 개발된다면 꽃게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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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가공식품 섭취경험을 분석한 결과, 섭취 경

험이 없다는 응답이 66.4%로 과반수 이상의 응답을 

보인 반면, 꽃게 가공식품을 먹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3.6% 정도로 나타났다. Kim & Byun(2008) 
연구에서 마와 마 가공식품에 대한 섭취 경험 유무

에 대한 결과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74.8%가 섭취

한 경험이 있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섭취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진흥청에

서 발표한 연구결과(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06)에서 소비자들의 유기가공식품 구입경험은 

74.8%로 나타난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바 일반 소

비자들이 꽃게 가공식품을 쉽게 접하고 소비를 촉

진할 수 있도록 꽃게 가공식품에 대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홍보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꽃게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장소는 대형할인점이 

5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백화점 

16.9%, 수산시장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Yoon 
등(2001) 연구에서는 육가공 제품의 구입 장소에 대

한 질문 응답에서는 중대형 마트가 56%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백화점 22%, 소매점 19%, 재래시장 

1% 순으로 조사되어 꽃게 가공식품 구매 장소와 일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구매 확인 사항을 분석한 결과, 유통

기한, 가격, 제조회사, 원료 및 함량, 영양소 함량, 
식품첨가물 함량, 위생상태, 맛과 과거 경험, 종류의 

다양성 등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구매 시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Ryu(2010)의 연구에서는 수산물 가공식품 개

발 시 중요한 사항으로 ‘영양 및 건강고려’, ‘위생적

인 생산’, ‘다양한 조리법’, ‘방부제 소량 첨가’의 순

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과 영양사를 구분하여 분석

한 결과 일반인은 ‘위생적인 생산’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유기가공

식품의 구매 시에도 ‘안전성’이 가장 높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나타나는 등 가공식품 구매에 있어 위생

은 매우 중요한 항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06). Chang 등(2008)연

구에서는 버섯가공식품 구입 시 고려할 사항으로 

맛의 향상을 1위로 응답하였고, 영양가의 향상, 요

리할 때의 편리성, 건강에 도움, 적당한 가격, 질감

의 변화, 향의 변화, 저장기간의 증가, 적당한 구입

량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식품과 

의 조화, 버섯의 함유량, 청결, 안전성, 원산지 등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통적으로 맛, 위생, 안전성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Yoon 등(2001)의 연구에서는 소

비자가 육가공 제품을 구매할 때 꼭 유의하는 것은 

제조일자인 것으로 조사되어 제품의 신선도를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고 가격과 

제조회사명을 유의하는 것도 소비자의 필수로 조사

되어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 따른 꽃게 가공식품류의 개발 필요성은 

양념류의 경우 꽃게분말, 꽃게엑기스, 부식류는 꽃

게스낵, 냉장·냉동류는 꽃게크로켓, 꽃게어묵에서 여

성이 남성에 비해 매우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

으며, 전체 평균이 남성 3.11/5점, 여성 3.16/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Ryu(2010)의 ‘다양한 수산물 가

공식품 개발 필요성’의 평점이 3.99/5점으로 높게 나

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로서, 소비자들은 꽃게를 포

함한 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가공식품류 개발에 대

해 긍정적 태도로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 다양화를 위해서 제품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꽃게 가공식품류의 구매 의사 역시 

4가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양념류의 경우 꽃게 

분말, 꽃게엑기스, 냉장·냉동류는 꽃게크로켓의 경우 

성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Kim & Kwon 
(2008)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매실 가공식품 기

호도에 대한 결과는 남자 평균 3.50, 여자가 평균 

3.44로 남자가 여자보다 기호도가 높았으나 유의적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듯 식품 특성에 따

라 남녀의 기호도가 다르게 나타나 상품특성별 주

요 고객층에 대한 마케팅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의 기호를 반영한 꽃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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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품개발과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계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판매전략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함께 수산

물가공식품에 대한 선행연구(Kim & Ha 2010a)에서

도 소비자들의 기호변화, 건강, 이용의 쉽고 편리함, 
지속적인 이용, 부담없는 가격, 차별화 등을 고려한 

신제품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했듯이 꽃게 가공식품

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의 다양한 제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듯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꽃게 가공식품 

이용실태 및 개발요구도 조사를 통한 실증적인 분

석은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및 미래 식량자원 확보

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꽃게가공식품에 대한 이용실태 및 개

발 요구도를 조사, 분석하여 꽃게 가공식품의 다양

한 상품개발 및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

구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요약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49.6%, 여성이 50.4%

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60대까지 폭넓게 분

포하였다. 직업은 일반 사무직/관리직이 39.2%, 
최종학력은 대졸이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꽃게의 섭취장소의 경우 가정이 65.1%로 높게 나

타났고, 꽃게 구입 시 제품형태는 손질되지 않은 

생물의 꽃게를 구입한다는 응답이 82.0%로 높게 

나타났다. 꽃게를 육류와 채소류와 비교했을 때 

우수한 점은 맛이 우수하다 39.6%, 부족한 점은 

손질법 32.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꽃게 가공식품 섭취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6.4%로 

나타났으며, 구매하는 장소는 대형할인점이 57.0%, 
꽃게 가공식품 구매이유는 맛이 있어서가 22.5%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구매 확인 

사항은 유통기한(P＜0.05), 가격(P＜0.05), 제조회

사(P＜0.001), 원료 및 함량(P＜0.001), 영양소 함

량(P＜0.001), 식품첨가물 함량(P＜0.001), 위생상

태(P＜0.01), 맛(과거경험)(P＜0.05), 종류의 다양성

(P＜0.01) 등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하

여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구매 시 확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꽃게가공식품 섭취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맛(과거경험)(P＜0.001)
에 대하여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구매 시 확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꽃게 식품류의 개발 필요성은 꽃게분말(P＜0.001), 

꽃게엑기스(P＜0.001), 꽃게스낵(P＜0.05), 꽃게크

로켓(P＜0.05), 꽃게어묵(P＜0.05)에서 여성이 남성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꽃게

가공식품 섭취여부에 따른 차이는 꽃게미소된장

(P＜0.01), 게장용 간장(P＜0.001), 꽃게분말(P＜ 

0.01), 꽃게엑기스(P＜0.05), 꽃게비빔소스(P＜0.001), 
꽃게스낵(P＜0.001), 꽃게라면(P＜0.001), 꽃게 통

조림(P＜0.001), 간장게장(P＜0.01), 양념게장(P＜0.01), 
냉동찜꽃게(P＜0.001), 꽃게돈가스(P＜0.01), 꽃게

크로켓(P＜0.001), 꽃게어묵(P＜0.01), 꽃게맛살(P＜ 
0.001), 꽃게조미냉동밥(P＜0.01) 등에서 섭취경험

이 있는 집단이 섭취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유

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꽃게분말(P＜ 

0.001)과 꽃게엑기스(P＜0.01), 꽃게크로켓(P＜0.05)
의 구매의사는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나

타냈다. 꽃게미소된장(P＜0.01), 게장용 간장(P＜ 
0.01), 꽃게분말(P＜0.01), 꽃게비빔소스(P＜0.001), 
꽃게 조미료(P＜0.05), 부식류의 꽃게김(P＜0.05), 
꽃게스낵(P＜0.001), 꽃게 통조림(P＜0.01), 냉장·냉
동류의 간장게장(P＜0.05), 양념게장(P＜0.05), 냉

동찜꽃게(P＜0.001), 꽃게크로켓(P＜0.001), 꽃게어

묵(P＜0.05), 꽃게맛살(P＜0.05), 꽃게김치(P＜0.01), 
꽃게조미냉동밥(P＜0.05), 기타의 경우 꽃게 화장

품(P＜0.01) 등에서 ‘구매의사가 있다’에 대해 섭

취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높은 비

율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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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꽃게 가공식품에 대한 

기호도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기호도가 높게 나타나 

주 고객층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였고 생물 꽃게에 

대한 섭취 경험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꽃게 

가공식품에 대한 섭취경험은 많지 않아 향후 가공 

및 조리분야에서의 활용이 극대화 되도록 관련 기

관 및 단체에서의 홍보 및 교육 노력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꽃게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민간 기업의 참여가 절실하다. 특히, 식품 

가공분야에서의 핵심인력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체

계적 산학연 연계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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