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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recognition, purchase, and intake status of 
edible insects in adults, who are the main consumers of edible insects, and to provide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expand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edible insects and 
related products in the future.
Methods: A total of 453 adults (172 males and 281 females) aged 19 years and older were 
surveyed regarding their awareness of edible insects, purchase and consumption experience, 
and intention to purchase and consume,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were analyzed 
according to gender and age groups. Data collection took place from December 2018 to 
January 2019.
Results: Those who had knowledge of edible insects accounted for 87.0%, whereas those 
who had more than average knowledge were 75.9%, suggesting recognition was relatively 
high. Men had more experience than women in purchasing or consuming edible insects 
and related products (45.9% vs. 31.0%, p < 0.01). In terms of age, experience was 22.5% in 
20–30s, 44.6% in 40–50s, and 63.1% in 60s and older, showing significant growth as age 
increased (p < 0.001). The satisfaction level of edible insects was highest in taste (3.4 points), 
and especially for shape and appearance, it decreased as age reduced (p < 0.001). The most 
common reason for not being willing to use edible insects was feeling repulsive (4.1 points), 
which was significantly more common in women than in men (4.3 vs. 3.9, p < 0.001), and 
lower with age (p < 0.001). The most needed information display for using edible insects was 
country of origin (63.8%), the main nutrient in edible insects was protein (93.6%), and the 
most preferred form of products was powder (39.5%).
Conclusion: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the recognition of edible insects was high, 
whereas experience of using edible insects and intention to use edible insects were low 
especially in women and younger group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consumers are 
dissatisfied with edible insects due to their appearanc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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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basic data for expanding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edible insects and related 
products in the future.

Keywords: edible insects, perception, consumption, adults, health

서론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와 경작지 감소로 인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
은 새로운 식량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식용 

가능한 곤충을 중요한 잠재적 식량으로 전망하고 있다 [1,2]. 식용곤충은 낮은 탄소가스 배
출 및 높은 사료 효율 [3], 낮은 토지 이용 및 세계의 식량 안보 [4]와 관련하여 단백질 섭취량
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육류 대체 단백질 공급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5-9], 단
백질뿐만 아니라 무기질, 비타민, 기능 성분이 풍부하여 영양 및 기능적으로도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도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10-13].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식품공전에 정식으로 등재
된 식용곤충은 누에 번데기, 벼메뚜기, 백강잠,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의 5종이며, 

식품원료로 한시적 인정된 곤충은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2종이다 [14].

새로운 먹거리로서 식용곤충이 대두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식용곤충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식
용곤충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곤충시장의 

규모는 2007년 11조원에서 2020년에는 38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았으며, 국내 시장의 규
모는 2015년 기준 3,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5,4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 

중 식용으로 사용되는 곤충은 2015년 대비 2020년에는 1,600억원 증가하여 곤충산업이 지속
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15].

식용곤충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식용곤충을 제품화하고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식용
곤충에 대한 인식과 기호 및 선택 요소를 파악하는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다. 소비자
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비인지 (unawareness), 인지, 지식, 호감, 선호, 확신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16].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로써 성인을 대상으로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 식
용곤충 제품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했을 때, 응답자의 대다수가 식용곤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식용곤충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곤충 제품
의 노출 정도라고 보고하였다 [17]. 또한 식용곤충의 위험지각과 재구매의 영향 관계를 분석
한 결과,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식용곤충의 위험요인이 해소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식품으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비자 인식의 전환이 향후 식용곤충산업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18]. 국외에서는 영양결핍 문제를 가지고 있는 라오스인
을 대상으로 한 식용곤충의 섭취실태를 보고하였으며 [19], 식용곤충을 혐오하는 소비자, 비
혐오 소비자, 식용곤충을 섭취하는 소비자 집단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연구 [20]가 보고되
었다. 그러나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를 것으로 예측되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소비
자의 인식 및 선호도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성별, 연령,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관심도에 따라 식용곤충
에 대한 인식, 구매 및 섭취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식용곤충의 주 소비층인 성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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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곤충에 대한 인식, 구매 및 섭취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식용곤
충 및 관련 제품의 생산과 소비 확대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방법

조사대상 및 기간
소비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는 19세 이상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
은 2018년 12월 3일부터 2019년 1월 14일까지였다. 설문지는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 550부를 

배부하여 502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율 91.3%), 무성의한 응답자, 복수 응답자, 무응답자는 

통계처리에서 제외시켜 최종 453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률 90.2%). 본 연구는 공
주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KNU_IRB_2018-72)을 받은 후 대상자로부터 동의서
를 받고 진행되었다.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
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 [21,22]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한 후 예비조사를 거쳐 완성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식용곤충의 종류는 우리나라 식품
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에 등재되거나 한시적으로 인정된 [14] 쌍별귀뚜라미 (Gryllus bimacu-
latus), 갈색거저리유충 (Tenebrio molitor L.), 벼메뚜기 (Oxya chinensis sinuosa), 누에번데기 (Bombyx 
mori), 백강잠 (Bombyx batryticatus), 장수풍뎅이유충 (Allomyrina dichotoma), 흰점박이꽃무지유충 

(Protaetia brevitarsis)이었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 식용곤충(제품) 구매 및 섭
취 경험, 식용곤충(제품) 구매 및 섭취 의사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서 다음과 같이 세부 문항
을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성별, 연령, 결혼유무, 직업, 학력, 가족 수, 건강
상태, 건강에 대한 관심도의 총 8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은 식용곤충에 

대한 인지유무, 인지정도, 인지하고 있는 종류, 정보획득 경로의 4문항을 구성하였다. 식용
곤충(제품) 구매 및 섭취 경험은 식용곤충에 대한 이용 유무, 이용한 종류, 구매경로, 이용제
품의 종류, 이용 이유, 이용제품의 만족도의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용제품의 만족도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불만족’은 1점, ‘불만족’은 2점, ‘보통’은 3점, ‘만족’은 4점, ‘매우 만
족’은 5점으로 점수화하여 평가하였다. 식용곤충(제품) 구매 및 섭취 의사는 향후 식용곤충
의 이용 의사, 식용곤충을 이용하는 이유의 중요성, 식용곤충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의 중요
성, 식용곤충 이용에 필요한 정보, 식용곤충의 우수한 영양소, 식용곤충의 이용 형태의 6문
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식용곤충을 이용하는 이유와 이용하지 않는 이유의 중요성은 5점 척
도를 사용하여 ‘매우 낮음’은 1점, ‘낮음’은 2점, ‘보통’은 3점, ‘높음’은 4점, ‘매우 높음’은 5점
으로 점수화하여 평가하였다.

통계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AS program (ver. 9.4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여 실시하
였다. 모든 자료는 연속변수일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 비연속변수일 경우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모든 변수의 차이는 비연속변수일 경우에는 교차분석 (χ2 test)을 실시하였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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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변수일 경우에는 두 군간 차이는 unpaired t-test, 3군 이상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 (one-way 

analysis of variance)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
의 유의성 검정은 p < 0.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결과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총 453명 전체대상자 중 남자는 38.0%, 여자는 

62.0% 이었으며, 연령은 20–30대가 55.0%, 40–50대가 22.3%, 60대 이상이 22.7%로 그 분포가 

유사하였다. 결혼 여부에서 미혼자는 52.3%, 기혼자는 46.1%, 이혼 및 사별이 1.6% 이었다. 

직업은 학생이 48.1%로 가장 많았고, 임금근로자가 19.0%, 주부가 18.8%, 자영업자가 10.8%, 

무직 및 기타가 3.3%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이 75.3%, 고등학교 이하
가 19.7%, 대학원 이상이 5.1% 순이었으며, 가족형태는 4인 이상이 69.8%, 3인이 21.0%, 2인
이 7.7%, 1인이 1.6% 순이었다.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않음 및 보통이 48.6%, 건강함이 51.4%

로 그 분포가 유사하였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 정도는 관심 없음 및 보통이 35.1%, 관심 있음
이 64.9% 이었다.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은 Table 2와 같다. 전체대상자 중 식용곤충을 알고 있는 대상자는 

87.0%로 높았으며, 대상자의 성별, 연령에 따라 식용곤충 인지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식용곤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에 대해 보통이 45.4%로 가장 많았으며 알고 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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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Criteria Total (n = 453)
Gender Men 172 (38.0)

Women 281 (62.0)
Age 20–39 yrs 249 (55.0)

40–59 yrs 101 (22.3)
More than 60 yrs 103 (22.7)

Marital status Single 237 (52.3)
Married 209 (46.1)
Divorce and bereavement 7 (1.6)

Job Student 218 (48.1)
Wage workers 86 (19.0)
Housewife 85 (18.8)
Self-employed 49 (10.8)
Unemployed and others 15 (3.3)

Educational career Under high school 89 (19.7)
College or university (including at school) 341 (75.3)
More than a graduate school 23 (5.1)

Number of family member including myself 1 7 (1.6)
2 35 (7.7)
3 95 (21.0)
4 or more 316 (69.8)

Self-assessed health status Unhealthy, normal 220 (48.6)
Healthy 233 (51.4)

Interest in health Uninterested, normal 159 (35.1)
Interested 294 (64.9)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f respondents (%).



30.5%, 모름이 24.1% 순이었으며,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잘 알고 있다는 응
답의 경우 남자 (38.5%)가 여자 (25.6%)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p < 0.05), 60세 이상이 46.9%

로 20–30대 (27.8%)나 40–50대 (18.6%)보다 높았다 (p < 0.001). 알고 있는 식용곤충은 벼메뚜
기가 92.4%으로 가장 높았으며, 누에번데기가 70.3%, 쌍별귀뚜라미가 21.6%, 갈색거저리유
충이 14.7%, 장수풍뎅이유충이 14.0%,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이 6.6%, 백강잠이 5.1%, 기타 

1.3% 순이었다. 누에번데기와 갈색거저리유충은 남자 (77.7%, 20.3%)가 여자 (65.9%, 11.4%)

보다 많이 알고 있었으며 (각 p < 0.05), 누에번데기는 40–50대가 87.2%로 가장 많이 알고 있
었고 60대 이상 (78.1%), 20–30대 (59.9%)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식용곤충
에 대한 정보 경로는 전체대상자 (36.8%), 40–50대 (51.2%), 60대 이상 (40.6%)에서 방송·신
문·잡지·인터넷 기사 및 광고가 가장 많았지만, 20–30대는 인터넷·SNS (41.5%)가 가장 높아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건강관심도에 따른 식
용곤충에 대한 인식은 Fig. 1과 같이 건강한 상태에 있는 대상자 (91.4% vs. 82.3%, p < 0.001),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는 대상자 (89.8% vs. 81.8%, p < 0.01)가 그렇지 못한 대상자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

식용곤충(제품) 구매 및 섭취 경험
식용곤충(제품)의 구매 및 섭취 (이하 이용) 경험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식용곤충(제
품) 이용 경험은 전체대상자 중 비경험자가 63.4%, 경험자가 36.6% 이었다. 특히 경험자는 남
자가 45.9%로 여자의 31.0%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20–30대가 22.5%, 40–50대가 

44.6%, 60대 이상이 63.1%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았다(p < 0.001). 식용곤충(제품) 경험자 

중 실제 이용해 본 식용곤충은 누에번데기가 76.5%로 가장 높았으며, 벼메뚜기 63.9%,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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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cognition of edible insects in the subjects
Variables Total  

(n = 453)
Gender p-value Age p-value

Men  
(n = 172)

Women  
(n = 281)

20–39 yrs  
(n = 249)

40–59 yrs  
(n = 101)

More than 60 yrs  
(n = 103)

Awareness of edible insects 0.646 0.102
Yes 394 (87.0) 148 (86.0) 246 (87.5) 212 (85.1) 86 (85.2) 96 (93.2)
No 59 (13.0) 24 (14.0) 35 (12.5) 37 (14.9) 15 (14.9) 7 (6.8)

Awareness degree of edible insects 0.017 < 0.001
Unknown 95 (24.1) 28 (18.9) 67 (27.2) 61 (28.8) 21 (24.4) 13 (13.5)
Normal 179 (45.4) 63 (42.6) 116 (47.2) 92 (43.4) 49 (57.0) 38 (39.6)
Know 120 (30.5) 57 (38.5) 63 (25.6) 59 (27.8) 16 (18.6) 45 (46.9)

Kinds of recognized edible insects1)

Gryllus bimaculatus 85 (21.6) 31 (21.0) 54 (22.0) 0.814 48 (22.6) 20 (23.3) 17 (17.7) 0.567
Tenebrio molitor L. 58 (14.7) 30 (20.3) 28 (11.4) 0.016 34 (16.0) 10 (11.6) 14 (14.6) 0.622
Oxya chinensis sinuosa 364 (92.4) 139 (93.9) 225 (91.5) 0.374 198 (93.4) 80 (93.0) 86 (89.6) 0.489
Bombyx mori 277 (70.3) 115 (77.7) 162 (65.9) 0.013 127 (59.9) 75 (87.2) 75 (78.1) < 0.001
Bombyx batryticatus 20 (5.1) 11 (7.4) 9 (3.7) 0.098 8 (3.8) 3 (3.5) 9 (9.4) 0.087
Allomyrina dichotoma 55 (14.0) 19 (12.8) 36 (14.6) 0.618 33 (15.6) 11 (12.8) 11 (11.5) 0.591
Protaetia brevitarsis 26 (6.6) 14 (9.5) 12 (4.9) 0.076 15 (7.1) 3 (3.5) 8 (8.3) 0.387
Others 5 (1.3) 1 (0.7) 4 (1.6) 0.414 3 (1.4) 0 (0.0) 2 (2.1) 0.438

Information route of edible insects 0.571 < 0.001
Broadcast, newspaper, magazine, 
internet articles and advertisements

145 (36.8) 50 (33.8) 95 (38.6) 62 (29.3) 44 (51.2) 39 (40.6)

Friend, colleague and family 114 (28.9) 44 (29.7) 70 (28.5) 46 (21.7) 21 (24.4) 47 (49.0)
Internet, SNS 110 (27.9) 43 (29.1) 67 (27.2) 88 (41.5) 16 (18.6) 6 (6.3)
Offline store (sales hall, exhibition hall, 
experience hall, etc.)

19 (4.8) 7 (4.7) 12 (4.9) 13 (6.1) 4 (4.6) 2 (2.1)

Others 6 (1.5) 4 (2.7) 2 (0.8) 3 (1.4) 1 (1.2) 2 (2.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f respondents (%).
1)Multiple response.



거저리유충 11.5% 순이었다. 벼메뚜기의 경우 남자가 76.0%로 여자의 52.9%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p < 0.01), 20–30대 44.6%, 40–50대 64.4%, 60대 이상 80.0%와 같이 연령이 증가할
수록 높았다 (p < 0.001). 식용곤충(제품)을 구매한 경로는 음식점이 42.2%로 가장 많았고, 오
프라인 대형마트 21.1% 순이었다. 특히 여자는 온라인 쇼핑몰이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
며 (p < 0.01), 남자는 오프라인 식용곤충 전문매장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이용한 식용
곤충(제품)의 형태는 식용곤충이 들어간 조리식품이 42.2%로 가장 많았고, 건조된 식용곤충
이 41.0%, 식용곤충이 들어간 가공식품이 18.7% 순이었으며,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식용곤충(제품)을 이용한 주된 이유는 ‘호기심에서’가 30.1%로 가장 높았으며, 

‘식품 섭취 목적으로(음식, 간식 등)’가 23.5%, ‘맛이 있어서’가 22.9% 순이었으며, 성별과 연
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식용곤충의 만족도를 품질, 가격, 맛, 안전성, 영양, 모양 

및 외형 면에서 각각 5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영양의 만족도가 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맛 (3.4점), 가격 (3.3점), 품질 (3.3점), 안전성 (3.1점), 모양 및 외형 (2.7점) 순으로 나타났
다. 모양 및 외형의 만족도는 20–30대가 2.4점, 40–50대가 2.7점으로 60대 이상의 3.1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 < 0.001).

식용곤충(제품) 구매 및 섭취 의사
식용곤충(제품) 이용 의사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향후 식용곤충(제품)의 이용에 대
하여 대상자의 51.2%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이용 의사는 65.7%로 여자의 

42.3%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p < 0.001), 20–30대는 42.2%, 40–50대는 53.5%, 60대 이상은 

70.9%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식용곤충 이용 의사가 높았다 (p < 0.001).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인 건강상태와 건강관심도에 따른 식용곤충의 이용 의사는 Fig. 2와 같이 건강상태가 좋고 

(55.8% vs. 46.4%, p < 0.01), 건강에 관심 있는 (55.4% vs. 43.4%, p < 0.01) 대상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식용곤충(제품)을 이용하는 이유 항목별 중요도를 5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영양적 

측면이 3.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관리 측면 (3.4점), 환경적 기여 (3.3점), 호기심 (3.2점), 

맛 (2.8점) 순이었다. 맛의 중요도는 40–50대가 3.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p < 0.001), 호기심
의 중요도는 60대 이상이 3.4점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1). 식용곤충(제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식용곤충에 대한 거부감이 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안전 우려 (알레르
기 등) 3.5점, 제품의 신뢰가 낮아서 3.5점, 비싼 가격 3.2점 순이었다. 특히 식용곤충에 대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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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cognition of edible insects according to health status and interest of the subjects. 
**p < 0.01, ***p < 0.001.



부감은 여자 (4.3점)가 남자 (3.9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p < 0.001), 60대 이상에서는 3.5

점, 40–50대는 4.0점, 20–30대는 4.5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제
품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60대 이상이 3.2점으로 40–50대의 3.5점, 20–30대의 

3.6점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p < 0.001), 비싼 가격 때문이라는 이유는 40–50대가 3.4점으로 

가장 높았다 (p < 0.01). 식용곤충(제품) 이용에 필요한 표시정보는 원산지가 289명 (63.8%)로 

가장 높았으며, 알레르기 주의 286명 (63.1%), 품질인증 표시 273명 (60.3%), 영양성분 271명 

(59.8%), 유통기한 226명 (49.9%), 식용곤충의 함량 165명 (36.4%) 순이었다. 유통기한의 경우 

남자 (57.6%)가 여자 (45.2%)보다 높았으며 (p < 0.05), 알레르기 주의, 식용곤충의 함량의 경
우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p < 0.001, p < 0.01). 식용곤충에 주로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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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urchase and consumption experience of edible insects in the subjects
Variables Total  

(n = 166)
Gender p-value Age p-value

Men  
(n = 79)

Women  
(n = 87)

20–39 yrs  
(n = 56)

40–59 yrs  
(n = 45)

More than 60 yrs  
(n = 65)

Use of edible insects 0.001 < 0.001
Yes 166 (36.6) 79 (45.9) 87 (31.0) 56 (22.5) 45 (44.6) 65 (63.1)
No 287 (63.4) 93 (54.1) 194 (69.0) 193 (77.5) 56 (55.4) 38 (36.9)

Kinds of edible insects used1)

Gryllus bimaculatus 5 (3.0) 3 (3.8) 2 (2.3) 0.573 1 (1.8) 2 (4.4) 2 (3.1) 0.739
Tenebrio molitor L. 19 (11.5) 8 (10.1) 11 (12.6) 0.611 8 (14.3) 7 (15.6) 4 (6.2) 0.224
Oxya chinensis sinuosa 106 (63.9) 60 (76.0) 46 (52.9) 0.002 25 (44.6) 29 (64.4) 52 (80.0) < 0.001
Bombyx mori 127 (76.5) 61 (77.2) 66 (75.9) 0.837 39 (69.6) 35 (77.8) 53 (81.5) 0.298
Bombyx batryticatus 3 (1.8) 2 (2.5) 2 (1.2) 0.504 0 (0.0) 1 (2.2) 2 (3.1) 0.435
Allomyrina dichotoma 6 (3.6) 2 (2.5) 4 (4.6) 0.476 0 (0.0) 2 (4.4) 4 (6.2) 0.183
Protaetia brevitarsis 2 (1.2) 1 (1.3) 1 (1.2) 0.945 0 (0.0) 1 (2.2) 1 (1.5) 0.567
Others 2 (1.2) 0 (0.0) 2 (2.3) 0.175 1 (1.8) 0 (0.0) 1 (1.5) 0.681

Purchase route of edible insects1)

Restaurant 70 (42.2) 39 (49.4) 31 (35.6) 0.074 24 (42.9) 18 (40.0) 28 (43.1) 0.942
Offline large mart 35 (21.1) 13 (16.5) 22 (25.3) 0.164 10 (17.9) 12 (26.7) 13 (20.0) 0.538
Online shopping mall 11 (6.6) 1 (1.3) 10 (11.5) 0.008 5 (8.9) 3 (6.7) 3 (4.6) 0.636
Online edible insect specialty store 8 (4.8) 4 (5.1) 4 (4.6) 0.889 4 (7.1) 1 (2.2) 3 (4.6) 0.515
Offline edible insect specialty store 8 (4.8) 7 (8.9) 1 (1.2) 0.021 3 (5.4) 2 (4.4) 3 (4.6) 0.973
Others 43 (25.9) 19 (24.1) 24 (27.6) 0.604 14 (25.0) 12 (26.7) 17 (26.2) 0.980

Types of edible insect products used1)

Cooked food with edible insects 70 (42.2) 31 (39.2) 39 (44.8) 0.467 25 (44.6) 17 (37.8) 28 (43.1) 0.772
Dried edible insect 68 (41.0) 37 (46.8) 31 (35.6) 0.143 21 (37.5) 21 (46.7) 26 (40.0) 0.635
Processed food containing edible insects 31 (18.7) 13 (16.5) 18 (20.7) 0.485 13 (23.2) 7 (15.6) 11 (16.9) 0.555
Edible insects of dry powder 13 (7.8) 6 (7.6) 7 (8.1) 0.914 4 (7.1) 4 (8.9) 5 (7.7) 0.947
Others 7 (4.2) 4 (5.1) 3 (3.5) 0.605 1 (1.8) 2 (4.4) 4 (6.2) 0.489

Reasons for use of edible insects 0.375 0.066
Curiosity 50 (30.1) 22 (27.9) 28 (32.2) 25 (44.6) 9 (20.0) 16 (24.6)
For food intake (food, snacks, etc.) 39 (23.5) 19 (24.0) 20 (23.0) 11 (19.6) 12 (26.7) 16 (24.6)
Taste 38 (22.9) 19 (24.0) 19 (21.8) 13 (23.2) 10 (22.2) 15 (23.1)
Nutritionally superior 24 (14.5) 15 (19.0) 9 (10.3) 4 (7.1) 10 (22.2) 10 (15.4)
Disease prevention, treatment 7 (4.2) 1 (1.3) 6 (6.9) 0 (0.0) 2 (4.4) 5 (7.7)
Future eco-friendliness 4 (2.4) 1 (1.3) 3 (3.5) 1 (1.8) 0 (0.0) 3 (4.6)
Others 4 (2.4) 2 (2.5) 2 (2.3) 2 (3.6) 2 (4.4) 0 (0.0)

Satisfaction factor of edible insects2)

Quality 3.3 ± 0.0 3.3 ± 0.7 3.3 ± 0.7 0.787 3.3 ± 0.8 3.4 ± 0.7 3.3 ± 0.7 0.573
Price 3.3 ± 0.1 3.4 ± 0.9 3.3 ± 0.7 0.300 3.4 ± 0.9 3.3 ± 0.7 3.3 ± 0.8 0.536
Taste 3.4 ± 0.1 3.5 ± 0.8 3.3 ± 0.9 0.185 3.4 ± 1.0 3.4 ± 0.8 3.3 ± 0.7 0.098
Safety 3.1 ± 0.1 3.2 ± 0.8 3.0 ± 0.8 0.259 3.1 ± 0.9 3.2 ± 0.8 3.2 ± 0.7 0.628
Nutrition 3.5 ± 0.1 3.5 ± 0.8 3.6 ± 0.8 0.621 3.5 ± 0.9 3.6 ± 0.7 3.5 ± 0.8 0.853
Shape/appearance 2.7 ± 0.2 2.8 ± 0.9 2.6 ± 0.9 0.705 2.4 ± 1.0b 2.7 ± 0.9b 3.1 ± 0.7a <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f respondents (%) or mean ± SD.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ge at α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Multiple response. 2)Score: very unsatisfied (1) to very satisfied (5).



하는 영양소는 단백질이 424명 (93.6%)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방 (2.2%), 비타민 (2.0%), 무기
질 (2.0%) 순이었다. 원하는 식용곤충 형태는 말린 분말 형태가 179명 (39.5%)로 가장 높았으
며, 식품이나 음식에 첨가해서가 109명 (24.1%), 환으로 빚어서 91명 (20.1%), 말려서 그대로 

64명 (14.1%) 순이었다.

고찰

본 연구에서는 식용곤충의 주 소비층인 성인을 대상으로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 구매 및 섭
취 실태를 성별과 연령 등 대상자 특성에 따라 다각도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대상
자 중 식용곤충을 알고 있는 대상자는 87.0% 이었으며, 성인 대상의 식용곤충 인식 및 선택속
성 조사연구에서 식용곤충에 대한 인지도는 7점 만점에 5점 이상으로 높았다 [17]. 이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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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tention to use edible insects of the subjects
Variables Total  

(n = 453)
Gender p-value Age p-value

Men  
(n = 172)

Women  
(n = 281)

20–39 yrs  
(n = 249)

40–59 yrs  
(n = 101)

More than 60 yrs  
(n = 103)

Intention to use edible insects in the future < 0.001 < 0.001
Yes 232 (51.2) 113 (65.7) 119 (42.3) 105 (42.2) 54 (53.5) 73 (70.9)
No 221 (48.8) 59 (34.3) 162 (57.7) 144 (57.8) 47 (46.5) 30 (29.1)

Importance of reason to use edible insects1)

Nutrition aspect 3.6 ± 0.1 3.6 ± 0.9 3.6 ± 0.9 0.666 3.6 ± 0.9 3.5 ± 1.0 3.7 ± 0.8 0.218
Environmental contribution 3.3 ± 0.1 3.4 ± 1.0 3.2 ± 1.0 0.319 3.2 ± 1.0 3.2 ± 1.0 3.4 ± 0.8 0.067
Healthcare aspects 3.4 ± 0.1 3.6 ± 1.0 3.3 ± 1.0 0.303 3.3 ± 1.0 3.4 ± 1.1 3.6 ± 0.8 0.107
Taste 2.8 ± 0.2 2.9 ± 1.1 2.8 ± 1.2 0.229 2.6 ± 1.8b 3.9 ± 1.2a 3.2 ± 0.9b < 0.001
Curiosity 3.2 ± 0.1 3.3 ± 1.1 3.2 ± 1.3 0.217 3.1 ± 1.3b 3.2 ± 1.1b 3.4 ± 1.0a 0.001

Importance of reason to not use edible insects1)

Physiological safety concerns (such as 
allergies)

3.5 ± 0.1 3.4 ± 1.0 3.6 ± 1.0 0.290 3.4 ± 1.1 3.7 ± 1.0 3.5 ± 1.0 0.276

Low confidence in product quality 3.5 ± 0.1 3.4 ± 1.0 3.6 ± 1.0 0.326 3.6 ± 1.0a 3.5 ± 1.0a 3.2 ± 0.9b < 0.001
Expensive price 3.2 ± 0.1 3.1 ± 0.9 3.2 ± 0.9 0.318 3.0 ± 1.0b 3.4 ± 0.8a 3.3 ± 0.9b 0.002
Feeling repulsive 4.1 ± 0.3 3.9 ± 1.1 4.3 ± 0.9 < 0.001 4.5 ± 0.8a 4.0 ± 1.1b 3.5 ± 1.1c < 0.001

Display information needed for edible insect use2)

Origin 289 (63.8) 113 (65.7) 176 (62.6) 0.510 158 (63.5) 64 (63.4) 67 (65.1) 0.956
Allergy caution 286 (63.1) 104 (60.5) 182 (64.8) 0.357 185 (74.3) 55 (54.5) 46 (44.7) < 0.001
Quality certification mark 273 (60.3) 106 (61.6) 167 (59.4) 0.643 158 (63.5) 62 (61.4) 53 (51.5) 0.108
Nutrient 271 (59.8) 109 (63.4) 162 (57.7) 0.228 153 (61.5) 61 (60.4) 57 (55.3) 0.563
Expiration date 226 (49.9) 99 (57.6) 127 (45.2) 0.011 125 (50.2) 54 (53.5) 47 (45.6) 0.529
Content of edible insects 165 (36.4) 62 (36.1) 103 (36.7) 0.896 108 (43.4) 31 (30.7) 26 (25.2) 0.002
Other 6 (1.3) 0 (0.0) 6 (2.1) 0.054 3 (1.2) 1 (1.0) 2 (1.9) 0.813

Major nutrient of edible insects 0.304 0.707
Protein 424 (93.6) 159 (92.4) 265 (94.3) 236 (94.8) 93 (92.0) 95 (92.2)
Fat 10 (2.2) 6 (3.5) 4 (1.4) 4 (1.6) 3 (3.0) 3 (2.9)
Vitamin 9 (2.0) 2 (1.2) 7 (2.5) 3 (1.2) 2 (2.0) 4 (3.9)
Minerals 9 (2.0) 4 (2.3) 5 (1.8) 5 (2.0) 3 (3.0) 1 (1.0)
Carbohydrate 1 (0.2) 1 (0.6) 0 (0.0) 1 (0.4) 0 (0.0) 0 (0.0)

Type of edible insect products wanted 0.002 < 0.001
Dry powder 179 (39.5) 56 (32.6) 123 (43.8) 108 (43.4) 39 (38.6) 32 (31.1)
Food or dish 109 (24.1) 54 (31.4) 55 (19.6) 63 (25.3) 19 (18.8) 27 (26.2)
Pill-type 91 (20.1) 26 (15.1) 65 (23.1) 30 (12.1) 31 (30.7) 30 (29.1)
Dry-type 64 (14.1) 30 (17.4) 34 (12.1) 42 (16.9) 9 (8.9) 13 (12.6)
Other 10 (2.2) 6 (3.5) 4 (1.4) 6 (2.4) 3 (3.0) 2 (1.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f respondents (%) or mean ± SD.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ge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Score: very low (1) to very high (5). 2)Multiple response.



과는 소비자들이 식용곤충에 대해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알고 있는 식용곤
충의 종류는 벼메뚜기 (92.4%)와 누에번데기 (70.3%)가 높았는데, 이는 갈색거저리유충, 굼
벵이, 벼메뚜기 3가지 식용곤충 중 향후 식용곤충의 이용의사를 조사한 연구에서 벼메뚜기
가 47.0%로 가장 높은 결과 [22]와 일치한다. 벼메뚜기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쉽게 접하는 

식용곤충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전반적인 식용곤충이나 세부 종류별 인지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연령에 따라서는 40대 이후 연령층에서 높아서 여성이나 젊은 층
을 대상으로 식용곤충에 대한 이용 및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식용곤충에 대한 정보 경로는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기사 및 광고 (36.8%)가 가장 높았다. 

식용곤충 선택속성 중 제품의 노출 정도는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의 구매의도에 가장 큰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7]. 따라서 식용곤충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친숙도를 향상시
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기사 및 광고를 통한 식용곤충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건강증진행위를 잘 수행하였으며, 특히 

건강책임, 위생적 생활, 건강보조식품의 섭취 등의 행위가 잘 이루어진다는 보고 [23]에 따라 

식용곤충이 영양적 가치가 높은 식품으로 평가되면서 건강한 상태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소
비자에게서 보다 높은 인식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식용곤충에 대해 들어본 대상자는 87.0%로 높은 반면, 이용 경험자는 36.6%로 

비교적 낮은 결과를 통해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에 비해 실제 이용까지 이어지는 저변확산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이용해 본 식용곤충은 누에번데기, 벼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 순으
로 나타났는데, Kang 등 [22]의 연구에서 갈색거저리유충, 누에번데기, 벼메뚜기 3가지 식용
곤충의 이용 경험은 남녀 모두 전 연령층에서 누에번데기가 가장 높고 벼메뚜기 순이라고 하
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연령 증가에 따라 벼메뚜기의 이용도가 유의적
으로 높은 결과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누에번데기와 벼메뚜기가 당뇨, 폐결핵, 중풍 등 다
양한 질환 치료약제로 활용되었다는 보고 [24,25]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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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ention to use of edible insects according to health status and interest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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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누에번데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환이나 분말가루 및 엑기스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스낵 및 프로틴바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등 소비자들이 식용곤충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앞서 조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식용곤
충으로 벼메뚜기와 누에번데기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함께 해석할 때, 식용곤충에 대한 인지
도나 친숙도가 높을수록 이용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대상자가 식용곤충(제품)을 구매한 경로는 음식점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오프라인 대
형마트 순이었다. 선행연구 [21]에서 식용곤충(제품)을 경험해본 곳으로 오프라인 대형마트
가 39.3%로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 종합쇼핑몰 (33.3%), 오프라인 식용곤충 체험장 (28.8%), 

음식점 (23.8%)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누에번데기와 같은 일부 식용곤충이 길
거리 음식으로 판매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서 식용곤충(제품)이 빵, 오일, 치즈, 과자, 음료 등 

다양한 식품에 첨가된 형태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 마트, 인터넷 등을 통
하여 소비자들이 식용곤충을 보다 쉽게 구입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대
상자가 이용한 식용곤충(제품)의 형태는 식용곤충이 들어간 조리식품, 건조된 식용곤충, 식
용곤충이 들어간 가공식품 순이었다. Kang 등 [22]의 연구에서 향후 식용곤충을 먹는다면 어
떤 형태로 섭취하겠는가에 대해 가공형태가 47%로 가장 높았으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식
용곤충 제품형태는 건강기능식품, 고소하고 바삭한 제품 또는 캡슐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7].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소비자들은 식용곤충의 형체가 보이지 않는 가공된 식품 형태
를 원하고 건강식품과 같은 식용곤충 제품의 선호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식용곤충을 이용한 

주된 이유는 호기심 (30.1%), 그리고 음식 및 간식 등 식품 섭취 목적으로 (23.5%) 순으로 나타
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식용곤충을 아직 일반 식품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소비자와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가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맛 때문에 식용곤충을 선택한 대상
자 비율도 22.9%로 적지 않아 식용곤충이 기호성이 있는 식품으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7가지 식용곤충 중 갈색거저리유충은 고소한 맛을 내어 ‘고소애’ 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식용곤충이 맛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식용곤충의 

만족도는 영양이 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맛 (3.4점), 가격 (3.3점), 품질 (3.3점), 안전
성 (3.1점) 순으로 모양 및 외형 (2.7점)에서 가장 낮았다. 모양 및 외형 (2.7점)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3.0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결과를 통해 식용곤충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있
어 맛과 가격, 품질, 안전성도 중요한 반면, 무엇보다 젊은 층의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일으키
지 않으며 모양 및 외형이 좋은 식용곤충(제품)과 영양적 가치를 강조하는 식용곤충(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51.2%가 향후 식용곤충에 대한 이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Kang 

등 [22]의 연구에서도 식용곤충(제품) 이용 의사에 긍정적인 응답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식용곤충의 이용 의사는 식용곤충의 인식도 (87.0%)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결과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 소비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식용곤충(제품)을 개발
하여 이용 의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건강상태가 좋고, 건강에 관심 있는 대
상자에게서 식용곤충의 이용 의사가 높은 결과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상태나 태도가 식용
곤충의 이용 의사에도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식용곤충(제품)을 이용할 경우 항목별 중요도
는 영양적 측면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식용곤충을 구매하고 싶은 이유가 새로운 영양식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는 선행연구 [26]와 유사하였다. 한편 식용곤충(제품)을 이용
하지 않는 이유는 식용곤충에 대한 거부감 (4.1점)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여자의 식용곤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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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거부감이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식용곤충 섭취 비경험자가 경험자보다 식용곤충
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17], 식용곤충을 혐오스러워서 먹지 않
는다는 응답이 32%로 적지 않은 소비자가 식용곤충의 모습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2]. 식용곤충의 첫 이미지에 관한 조사 [27]에 의하면 징그러움, 무서움, 검은
색, 두려움 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혐오식품으로 간주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식용곤충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
서는 가장 크게 드러나는 거부감과 혐오감의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알레르기 및 신체적인 위험 요인이 해소된다면 식용곤충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식용곤충(제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 

제품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연령이 감소할수록 높았으며, 비싼 가격 때문이라
는 이유는 40–5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를 고려하여 앞으로 식용곤충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격 면에서 제품을 다양화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식용곤충(제품) 이용에 필요한 표시정보는 원산지 (63.8%), 알레르기 주의 (63.1%), 품질인증 표
시 (60.3%), 영양성분 (59.8%), 유통기한 (49.9%), 식용곤충의 함량 (36.4%), 기타 (1.3%) 순으로, 

식용곤충(제품)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알레르
기 주의와 같은 표시정보도 소비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식용곤충에 주로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영양소는 단백질이 가장 

높았는데, Seo 등 [17]은 식용곤충에 대한 지식을 평가했을 때 식용곤충이 고단백질 식품이라는 

질문에서 섭취 경험자와 무경험자 모두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
하였다. 본 조사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식용곤충의 섭취형태는 ‘말린 분말 형태로 (39.5%)’, ‘식품
이나 음식에 첨가해서 (24.1%)’, ‘환으로 빚어서 (20.1%)’, ‘그대로 말려서 (14.1%)’ 순으로 나타났
으며, Kang 등 [22]은 가공형태 (47%)가 가장 높았으며, 가루형태 (26%), 건조형태 (18%), 생형태 

(9%) 순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은 식용곤충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은 유형의 식품
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식용곤충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그 형태가 보이지 않는 않은 

가루와 가공된 형태, 식품에 첨가된 식품으로 제품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식용곤충이나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비자
들의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 구매, 섭취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식용곤충 및 그 제품
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실제 이용 경험이나 향후 이용 의사가 있는 대상자는 비교적 낮았
으며, 특히 여자에서,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식용곤충의 이용 경험과 이용 의사가 낮은 결과
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를 전국적으로 표집하지 못하고 임의 선정하였
기 때문에 대학생에 편중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내 소비자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어 연구결과
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충청의 다
수 지역에서 대상자를 모집하여 국내 소비자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잠재적인 미래
식품으로 식용곤충에 대한 국내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고 식용곤충에 대한 관련 국내 연
구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그 기초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요약

세계적으로 식용곤충은 중요한 잠재적 미래식량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식용곤충 및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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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식용곤충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 453명 (남자 172명, 여자 281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 구매 및 섭취 실태를 설문조사한 후 성별 및 연령에 따
라 비교 분석하였다. 식용곤충을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는 87.0% 이었으며, 알고 있는 식용곤
충의 종류는 벼메뚜기 (92.4%), 누에번데기 (70.3%) 순이었고 식용곤충에 대한 정보는 방송·

신문·잡지·인터넷 기사 및 광고에서 얻는다는 응답 (36.8%)이 가장 높았다. 식용곤충(제품)의 

구매 또는 섭취 경험은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45.9% vs. 31.0%, p < 0.01), 연령 

증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01). 이용해본 식용곤충 종류는 누에번데기 (76.5%), 

벼메뚜기 (63.9%) 순이었으며, 구매한 곳은 음식점 (42.2%), 제품의 형태는 조리식품 (42.2%)

이 가장 높았고, 이용한 주된 이유는 호기심에서 (30.1%), 식품 섭취 목적으로 (23.5%), 맛이 

있어서 (22.9%) 순이었다. 식용곤충의 만족도는 맛 (3.4점), 가격 (3.3점), 품질 (3.3점), 안전성 

(3.1점), 모양 및 외형 (2.7점) 순이었으며, 특히 모양 및 외형의 경우 60대 이상이 유의하게 높
았다 (p < 0.001). 식용곤충(제품)에 대한 향후 이용 의사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며 (65.7% 

vs. 42.3%, p < 0.001), 연령 증가에 따라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식용곤충 이용 의사에 대
한 이유는 영양적 측면 (3.6점), 건강관리 측면 (3.4점), 환경적 기여 (3.3점), 호기심 (3.2점), 맛 

(2.8점) 순이었으며, 식용곤충 이용 의사가 없는 이유는 거부감 (4.1점), 신체적 안전 우려 (3.5

점), 제품의 낮은 신뢰 (3.5점), 비싼 가격 (3.2점) 순이었다. 식용곤충에 대한 거부감은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4.3 vs. 3.9, p < 0.001),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p < 0.001). 식용
곤충 이용 시 필요한 정보는 원산지 (63.8%)가 가장 높았으며, 선호하는 제품의 형태는 분말 

형태 (39.5%), 음식에 첨가 (24.1%), 환 형태 (20.1%) 순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소비자들의 식용곤충(제품)에 대한 높은 인지도에 비해 실제 이용 경험이나 향후 이용 의사
는 낮았으며, 특히 여자와 낮은 연령층에서 낮았다. 또한 식용곤충의 모양 및 외형에 대한 만
족도가 가장 낮아 식용곤충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인 거부감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
남으로써 앞으로 여성과 젊은 층의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고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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