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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베리류 전정가지를 활용한 발효톱밥을 이용하여 사육한 흰점박이꽃무지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개

발한 식용곤충 첨가 베리류 에너지바는 오곡 60%, 조청 30%, 흰점박이꽃무지 5%에 오디, 복분자, 블루베

리 분말 각 5%와 베리류 혼합분말 총 4개 상품으로 제작되었으며, 소비자 시장성 평가는 시중에서 판매되

고 있는 식용곤충 에너지바 대조구를 포함하여 총 5개 상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식용곤충 에너지바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시장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수도권 소비자 패널은 남성이 8.11%, 여성 91.89%이며, 연령대는 20대 5.41%, 30대

16.22%, 40대 32.43%, 50대 24.32%, 60대 16.22%, 70대 5.41%로 성비와 연령대가 구성되었다.

식용곤충 에너지바에 대한 소비자 평가는 리커드 7점 척도 기준으로 시식평가를 실시한 결과, 맛 선호

순위는 블루베리 첨가와 대조구가 가각 27.03%로 가장 선호하였으며, 복분자 첨가 2.22%, 오디첨가 16.2

2%, 베리류 혼합 첨가 5.31% 순이었다. 식감 선호도 순위는 대조구가 43.24%로 가장 높았으며, 복분자

첨가와 블루베리 첨가가 각각 24.32%, 오디 첨가 18.92%, 베리류 혼합 첨가 8.11% 순이었다. 향기 선호도

순위는 블루베리 첨가 48.65%, 복분자 첨가 21.62%, 대조구 18.92%, 베리류 혼합 첨가 16.22%, 오디 첨가

13.51% 순이었다. 이물감 선호 순위는 오디 첨가와 대조구각 가각 29.73%로 가장 높았으며, 복분자 첨가

27.03%, 블루베리 첨가 16.22%, 베리류 혼합 첨가 16.22% 순이었다. 냄새 선호도 순위는 블루베리 첨가

37.84%로 가장 높았으며, 오디와 복분자 첨가가 각각 24.32%, 대조구 18.92%, 베리류 혼합 13.51% 순이었

다. 색깔 선호도 순위는 베리류 혼합 첨가가 25.71%로 가장 높았으며, 오디 첨가 22.22%, 복분자와 블루베

리 첨가가 각각 19.44%, 대조구 13.89% 순이었다. 종합적인 품질 선호 순위는 블루베리 첨가가 31.43%로

가장 높았으며, 복분자 첨가와 대조구가 각각 22.86%, 오디 첨가 20.0%, 베리류 혼합 5.71% 순이었다.

식용곤충 첨가 베리류 에너비 구입의향은 매우 있음 8.11%, 약간 있음 43.24%, 별로 없음 27.03%, 전혀

없음 21.62% 순이었으며, 구입의향 이유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가 63.64%,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18.18%,

기타 9.09%, 맛이 좋아서와 호기심이 각각 4.55% 순이었다.

식용곤충 첨가 베리류 에너지바의 개당 가격은 1,500원 40.54%, 1,600원에서 1,700원 10.81%, 1,800원

8.11%, 1,000원 이하 5.41% 순이었으며, 개당 적정 용량은 20g 72.97%, 26g～30g 10.81%, 21g～25g과 36

g～40g이 각각 5.41%, 20g 이하는 2.70% 순이었다.

식용곤충 에너지바 판매처 선호도는 대형마트와 로컬푸드 매장이 각각 32.43%, 전문점과 기타 매장이

10.81%, 백화점 8.11%, 슈퍼마켓 5.41% 순이었으며, 식용곤충 첨가 베리류 에너지바의 판매촉진 방식 은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홍보 등) 59.46%, 시식판매 29.73%, 가격할인 5.41%, 구매가 편리한 소매점

판매 2.70%, 기타 2.7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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