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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urchase intention of meat substitutes. A survey was conducted on 589

consumers in Korea (297 people) and China (292 people). The perception of meat substitute foods was lower in Korean

consumers than in Chinese consumer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The purchase intention of meat substitute

foods was lower in Korean consumers than in Chinese consumers (p<0.01). Korean consumers’ perception of meat

substitute foods was higher in males than in females (p<0.01). The purchase intention of meat substitute foods also showed

the same trend (p<0.001). Chinese consumers’ perception of meat substitute foods was higher in males than in females.

The overall purchase intention of meat substitute food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males than in females (p<0.05). The

perception of meat substitute foods by Korean consumers’ was higher in their 40s and 50s than in their 20s and 30s. The

purchase intention of meat substitute foods was also high in their 40s and 50s (p<0.01). On the other hand, the perception

of meat substitute foods by Chinese consumers’ was higher in their 20s and 30s than in their 40s and 50s (p<0.01). The

purchase intention of meat substitute foods also showed the same trend (p<0.01). Korean consumers’ perception of meat

substitute food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meat substitutes (p<0.001). Chinese

consumers’ perception of meat substitute foods also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meat

substitute foods (p<0.001). Overall, food technology neophobia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meat substitute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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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육류 섭취는 육체의 발달과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개인의 기호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

에 향후 식량자원으로의 육류의 가치는 축소되지 않을 것으

로 생각된다(Alexander et al. 2017; Jeong & Jo 2018;

Lee & Jo 2019). 세계 육류 소비량은 2018년 기준 304만

톤에서 2050년 455만 톤으로 연간 1.3%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Lee & Kim 2018).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는

2019년 1인당 연평균 육류 소비량이 60.39 kg으로 이는

1990년에 비해 약 10배 증가되었다고 한다. 2028년에는 1인

당 연평균 소비량이 63.77 kg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중

국의 경우는 2019년 1인당 연평균 육류 소비량이 48.37 kg

으로 이는 1990년에 비해 약 3배 증가된 수치이다. 또한

2028년이 되면 1인당 연평균 소비량이 52.87 kg에 달할 것으

로 예상되었다(OECD 2019).

증가하고 있는 육류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식육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은 전통적 사육을 통한 증산과 육류대체식품의

개발이 있다. 기존과 같은 방법은 자원의 소진, 환경오염 등

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Lee & Jo 2019). 미래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 부족과 환경 파괴를 줄이고, 가축전염병 예방, 동

물 복지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인 가격의 단백질

을 공급하기 위해 육류대체식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식

물성 고기, 식용곤충, 배양육 등이 가장 대표적인 육류대체

식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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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대체식품에 관한 소비자 연구는 육류 소비권인 서구

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된데 반해 아시아 국가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며, 실제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육류대

체식품에 대한 인식 연구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과 중

국은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지만 서로 다른 식문화적인 배경

을 가지고 있으며, 증가되는 육류 소비와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영위를 위해서는 두 국가 소비자들의

육류대체식품에 대한 인식, 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비교 문화적인 측면에서 소비자

들이 육류대체식품인 식물성 고기, 식용곤충, 배양육에 대한

인식 및 구매의도를 알아보고 국가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

인한 후 육류대체식품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가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향후 적합한

육류대체식품의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활

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대부터 50대의 한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인 297명과 중국에 중국인 29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중

소비자 모두 자국 내에서 거주하며, 성별과 연령별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성별과 연령별 비율을 동일하게 조

사 설계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 데

이터스프링(https://www.d8aspring.com)을 통한 온라인 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

지 총 6일간 진행되었고, 응답률은 100%로 부실 응답 없이

총 589부를 회수하였다. 윤리적연구를 위해 연구 목적과 연

구 내용 및 연구 방법에 대한 계획서를 이화여자대학교 생

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승인

받았다(IRB NO. ewha-202001-0001-02).

2. 연구 내용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맞게 설문지를 수정, 보

완하여 구성하였다. 문항 구성으로는 육류 소비 행동(Almli

et al. 2013) 및 육류에 대한 인식(Verbeke 2015; Gmez-

Luciano et al. 2019)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9문항, Food

Technology Neophobia 측정을 위해 Cox & Evans (2008)

가 개발한 Food Technology Neophobia Scale를 사용하였으

며 FTNS 13문항과 식품을 선택할 때 지속가능성에 대한 태

도(Azzurra et al. 2019)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 13문항, 식품

을 선택할 때 건강에 대한 태도(Roininen et al. 1999)를 알

아보기 위한 문항 8문항, 식물성 고기에 대한 인식(Verbeke

2015; Gmez-Luciano et al. 2019; Orsi et al. 2019) 및 구

매의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 8문항,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

및 구매의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 8문항, 배양육에 대한 인

식 및 구매의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 8문항, 인구통계학적

문항 7문항으로 총 7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7점 리커트 척

도 및 명목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척도의 동질성은 교차문화 연구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중

요한 요건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인용된 영어

로 개발된 문항을 ‘번역-재번역법’을 사용하였다(Green &

White 1976; Vallerand 1989; Hambleton 2005).

3. 분석 방법

수집된 총 589부의 유효 자료를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 22.0 for Window)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통계적인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육류 섭취 빈도

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육류대체식품에 대한 인식,

육류에 대한 인식, 새로운 식품 기술에 대한 태도(FTNS), 식

품을 선택할 때 지속가능성에 대한 태도, 식품을 선택할 때

건강에 대한 태도, 육류대체식품의 구매의도 이 6가지 검사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크론바흐 알파값(Cronbach’s

α)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과 국적에 따른 육류대체식품에

대한 인식, 육류에 대한 인식, 새로운 식품 기술에 대한 태

도(FTNS), 식품을 선택할 때 지속가능성에 대한 태도, 식품

을 선택할 때 건강에 대한 태도, 육류대체식품의 구매의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령

에 따른 육류대체식품에 대한 인식, 육류에 대한 인식, 새로

운 식품 기술에 대한 태도(FTNS), 식품을 선택할 때 지속가

능성에 대한 태도, 식품을 선택할 때 건강에 대한 태도, 육

류대체식품의 구매의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

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사후 검정은 Tukey

HSD의 multiple range test로 분석했다. 육류대체식품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와 같다. 전체적으

로 조사대상자의 국적은 한국인이 297명(50.4%), 중국인이

292명(49.6%)이다. 성별은 남성이 295명(50.1%), 여성이

294명(49.9%)이며, 연령은 20대 148명(25.1%), 30대 148명

(25.1%), 40대 149명(25.3%), 50대 144명(24.4%)이다. 기혼

자는 397명(67.4%), 미혼자는 192명(32.6%)이며, 주거형태

는 혼자가 63명(10.7%), 가족이나 친구 혹은 동거인과 함께

가 526명(89.3%)이다. 직업은 사무직이 295명(50.1%), 전문

직이 82명(13.9%), 기술기능직이 76명(12.9%), 자영업이 31

명(5.3%), 학생이 37명(6.3%), 주부 및 기타가 68명(11.5%)

이다. 학력은 대학이나 전문대 졸업이 468명(79.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63명(10.7%),

대학원 졸업이 58명(9.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월평

균 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120명(20.4%), 2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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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미만이 133명(22.6%),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이 132명(22.4%),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80명(13.6%),

500만원 이상이 124명(21.1%)이다.

한국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150명(50.5%), 여성이

147명(49.5%)이며, 연령은 20대 73명(24.6%), 30대 75명

(25.2%), 40대 76명(25.6%), 50대 73명(24.6%)이다. 기혼자

는 161명(54.2%), 미혼자는 136명(45.8%)이며, 주거형태는

혼자가 46명(15.5%), 가족이나 친구 혹은 동거인과 함께가

251명(84.5%)이다. 직업은 사무직이 133명(44.8%), 전문직

30명(10.1%), 기술기능직 35명(11.8%), 자영업 16명(5.4%),

학생 31명(10.4%), 주부 및 기타가 52명(17.5%)이다. 학력은

대학이나 전문대 졸업이 217명(73.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3명(14.5%), 대학원 졸업이

37명(12.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월평균 수입은 200

만원 미만이 30명(10.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55

명(18.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63명(21.2%), 400

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51명(17.2%), 500만원 이상이 98

명(33.0%)이다. 육류 섭취 빈도는 일주일 3-5회를 선택한 사

람이 127명(42.8%)으로 가장 많았고, 뒤에 일주일 1-2회가

112명(37.7%), 하루 1회 이상이 34명(11.4%), 월 1-2회가

22명(7.4%), 3개월 1회 이하가 2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145명(49.7%), 여성이

147명(50.3%)이며, 연령은 20대 75명(25.7%), 30대 73명

(25.0%), 40대 73명(25.0%), 50대 71명(24.3%)이다. 기혼자

는 236명(80.8%), 미혼자는 56명(19.2%)이며, 주거형태는 혼

자가 17명(5.8%), 가족이나 친구 혹은 동거인과 함께가 275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Korea, China)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tal Korea China

Frequency (N) Percent (%) Frequency (N) Percent (%) Frequency (N) Percent (%)

Gender
Male 295 50.1 150 50.5 145 49.7

Female 294 49.9 147 49.5 147 50.3

Age

20’s 148 25.1 73 24.6 75 25.7

30’s 148 25.1 75 25.2 73 25.0

40’s 149 25.3 76 25.6 73 25.0

50’s 144 24.4 73 24.6 71 24.3

Marital status
Married 397 67.4 161 54.2 236 80.8

Unmarried 192 32.6 136 45.8 56 19.2

Resident
Single 63 10.7 46 15.5 17 5.8

With family or friends 526 89.3 251 84.5 275 94.2

Occupation

Administrator 295 50.1 133 44.8 162 55.5

Professional 82 13.9 30 10.1 52 17.8

Technician 76 12.9 35 11.8 41 14.0

Self-Employer 31 5.3 16 5.4 15 5.1

Student 37 6.3 31 10.4 6 2.1

Housewife � Etc. 68 11.5 52 17.5 16 5.5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63 10.7 43 14.5 20 6.8

College � University 468 79.5 217 73.1 251 86.0

Graduate school 58 9.8 37 12.5 21 7.2

Monthly

income

(/:10,000)

Below 200 120 20.4 30 10.1 90 30.8

200~300 133 22.6 55 18.5 78 26.7

300~400 132 22.4 63 21.2 69 23.6

400~500 80 13.6 51 17.2 29 9.9

Above 500 124 21.0 98 33.0 26 8.9

Frequency of

meat

consumption

Once a day or more 151 25.6 34 11.4 117 40.1

3~5 times a week 231 39.2 127 42.8 104 35.6

1~2 times a week 172 29.2 112 37.7 60 20.5

1~2 times a month 31 5.3 22 7.4 9 3.1

Once every 3 months or less 4 0.7 2 0.7 2 0.7

Total 589 100.0 297 100.0 29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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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94.2%)이다. 직업은 사무직이 162명(55.5%), 전문직 52명

(17.8%), 기술기능직 41명(14.0%), 자영업 15명(5.1%), 학생

6명(2.1%), 주부 및 기타가 16명(5.5%)이다. 학력은 대학이

나 전문대 졸업이 251명(8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원 졸업이 21명(7.2%),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0명

(6.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90명(30.8%),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78명

(26.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69명(23.6%), 400만

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29명(9.9%), 500만원 이상이 26명

(8.9%)이다. 육류 섭취 빈도는 하루 1회 이상을 선택한 사람

이 117명(40.1%)으로 가장 많았고, 뒤에 일주일 3-5회가

104명(35.6%), 일주일 1-2회가 60명(20.5%), 월 1-2회가 9명

(3.1%), 3개월 1회 이하가 2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국적에 따른 차이

국적에 따른 인식, 태도, 구매의도를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다. 육류에 대한 인식은 한국 소비자들(5.26±0.81)이

중국 소비자들(5.51±0.91)에 비해 낮았고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육류 위주의 식사를 중요하

게 생각하는 중국인들의 경우 채식 위주 식생활의 한국인에

비해 육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Kim 2005; Kwon 2005).

육류대체식품에 대한 인식은 한국 소비자들(4.31±0.82)이

중국 소비자들(4.43±1.00)에 비해 낮은 경향이었으나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다. 식물성 고기에 대한 인식은 한국 소비자

들(5.08±0.86)이 중국 소비자들(4.96±1.02)에 비해 높았으나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에서 식물

성 고기는 오래 전부터 시장에서 잘 정착된 제품인 만큼 한

국과 중국 소비자들 간의 인식에 차이를 나타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Lee & Jo 2019).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은 한국

소비자들(4.50±1.12)이 중국 소비자들(4.47±1.17)에 비해 높

은 경향이었으나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용

곤충의 경우는 한국에 비해 중국에서의 이용 역사가 길고 종

류도 많지만 최근에 들어 한국의 식용곤충 산업이 빠른 속

도로 발전하고 있다(Feng et al. 2016; Yu et al. 2019). 이

와 같이 한국 소비자들의 식용곤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예

전보다 증가되었기 때문에 한중 소비자 간의 식용곤충에 대

한 인식은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배양육에

대한 인식은 한국 소비자들(3.35±1.22)이 중국 소비자들(3.87

±1.41)에 비해 낮았고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현

재 중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배양육 관련 연구가 주도적으

로 수행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 결과 및 산업 기사가 발표되

면서 중국 소비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

다(Dong 2020).

새로운 식품 기술에 대한 태도는 유의하진 않지만 한국 소

비자들(49.48±8.38)이 중국 소비자들(49.44±10.93)에 비해 조

금 높게 나타났으며, 과거와 달리 중국 정부에서 식품 관련

된 신기술 도입 및 상품화에 대한 연구를 대규모로 진행하

면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식품에 대대 거부감이 적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Curtis et al. 2004; Gaskell et al. 2006; Huang et al. 2006;

McCluskey et al. 2006; Christophe et al. 2008; Zhang et

al. 2010). 식품을 선택할 때 지속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한국

소비자들(67.42±10.87)이 중국 소비자들(75.93±9.06)에 비해

낮았고 국가 간의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01). Lee et

al. (2011)의 연구에서 한국 소비자들이 중국 소비자들보다

환경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

서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식품을 선택할 때 건강에 대한 태

도는 한국 소비자들(35.61±7.41)이 중국 소비자들(41.77±7.01)

에 비해 낮았고 국가 간의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01).

<Table 2> Comparison of Perception,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by nationality (Korea, China)

Korea China t

Perception

meat 5.26±0.81 5.51±0.91 3.549***

meat substitute foods 4.31±0.82 4.43±1.00 1.609

type

plant-based meat 5.08±0.86 4.96±1.02 -1.582

edible insect 4.50±1.12 4.47±1.17 -.324

cultured meat 3.35±1.22 3.87±1.41 4.735***

Attitude

Food Technology Neophobia 49.48±8.380 49.44±10.93 -.045

Attitudes toward sustainability when choosing food 67.42±10.87 75.93±9.060 10.326***

Attitude toward health when choosing food 35.61±7.410 41.77±7.010 10.366***

Purchase

intention

meat substitute food 3.78±1.20 4.12±1.37 3.247**

type

plant-based meat 4.91±1.31 5.02±1.33 .960

edible insect 3.00±1.73 3.47±1.84 3.188**

cultured meat 3.43±1.65 3.88±1.76 3.265**

1)Mean±SD
2)*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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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의 경우 건강식에 대한 요구도가 한국인에 비해 높

고, 관련 식품 산업 역시 한국에 비해 규모가 크며, 상품 역

시 다양하다(Lim 2011; Lim & Lee 2014).

육류대체식품의 구매의도는 한국 소비자들(3.78±1.20)이

중국 소비자들(4.12±1.37)에 비해 낮았고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식물성 고기의 구매의도는

한국 소비자들(4.91±1.31)이 중국 소비지들(5.02±1.33)에 비

해 낮은 경향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식물

성 고기는 오래 전부터 시장에서 판매된 제품으로 쉽게 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소비자들 간의 구매의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Lee & Kim 2018; Lee & Jo

2019). 식용곤충의 구매의도는 한국 소비자들(3.00±1.73)이

중국 소비자들(3.47±1.84)에 비해 낮았고 국가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중국에서 식용곤충의 소비 역사가 길

고 종류와 섭취하는 방법도 다양해서(Feng et al. 2016) 두

나라의 구매의도를 비교했을 때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의도

가 높다고 생각된다. 배양육의 구매의도는 한국 소비자들

(3.43±1.65)이 중국 소비자들(3.88±1.76)에 비해 낮았고 국

가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1). 중국 소비자는 다

른 나라에 비해 GMO식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

런 긍정적인 태도는 정부에 대한 신뢰, 과학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Rollin et al. 2011). 이처럼

배양육은 중국 정부의 추진 하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태이

기 때문에 이에 따라 중국과 한국 소비자들 간의 구매의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른 인식, 태도, 구메의도를 분석한 결과 <Table

3>와 같다.

한국 조사대상자의 육류에 대한 인식은 남성(5.23±0.78)이

여성(5.28±0.85)에 비해 낮았고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육류대체식품에 대한 인식은 남성(4.45±0.82)

이 여성(4.17±0.79)에 비해 높았고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p<0.01). 식물성 고기에 대한 인식은 남성(5.05±0.87)이 여

성(5.11±0.85)에 비해 낮았으나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은 남성(4.68±1.06)이 여성

(4.31±1.14)에 비해 높았고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1).

배양육에 대한 인식은 남성(3.63±1.27)이 여성(3.07±1.11)에

비해 높았고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Galati et al.

(2019)의 연구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새로운 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나타났다.

새로운 식품 기술에 대한 태도는 남성(50.29±8.19)이 여성

(48.65±8.51)보다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식품을

선택할 때 지속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남성(66.67±10.12)이

여성(68.18±11.58)보다 낮았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식

품을 선택할 때 건강에 대한 태도는 남성(35.35±6.78)이 여

성(35.86±8.02)보다 약간 낮았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육류대체식품의 구매의도는 남성(4.02±1.19)이 여성(3.53±

1.16)에 비해 높았고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

다(p<0.001). 식물성 고기의 구매의도는 남성(4.83±1.28)이

여성(4.99±1.34)에 비해 낮은 경향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용곤충의 구매의도는 남성(3.57±

1.69)이 여성(2.42±1.57)에 비해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01). 배양육의 구매의도는 남성(3.66±1.57)이 여성

(3.19±1.70)에 비해 높았고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남성들은 여성보다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로운 식품

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소비의지를 보이고(De Boer et al.

2013), 이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Comparison of Perception,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by gender (Korea, China)

Korea China

Male Female t Male Female t

Perception

meat 5.23±0.78 5.28±0.85 -.509 5.50±0.84 5.52±0.97 -.223

meat substitute foods 4.45±0.82 4.17±0.79 3.070** 4.51±1.02 4.35±0.97 1.423

type

plant-based meat 5.05±0.87 5.11±0.85 -.611 4.89±1.03 5.02±1.00 -1.169

edible insect 4.68±1.06 4.31±1.14 2.876** 4.62±1.21 4.33±1.12 2.124*

cultured meat 3.63±1.27 3.07±1.11 3.988*** 4.04±1.38 3.70±1.43 2.115*

Attitude

Food Technology Neophobia 50.29±8.19 48.65±8.51 1.699 49.77±10.75 49.12±11.14 .513

Attitudes toward sustainability when choosing food 66.67±10.12 68.18±11.58 -1.198 74.65±9.47 77.19±8.48 -2.418*

Attitude toward health when choosing food 35.35±6.78 35.86±8.02 -.593 41.04±7.03 42.49±6.94 -1.771

Purchase 

intention

meat substitute food 4.02±1.19 3.53±1.16 3.552*** 4.31±1.37 3.94±1.34 2.363*

type

plant-based meat 4.83±1.28 4.99±1.34 -1.065 4.99±1.34 5.04±1.33 -.350

edible insect 3.57±1.69 2.42±1.57 6.061*** 3.81±1.86 3.13±1.77 3.190**

cultured meat 3.66±1.57 3.19±1.70 2.473*** 4.14±1.68 3.63±1.81 2.459*

1)Mean±SD
2)*p< .05, **p< .01, ***p< .001



한·중 소비자의 육류대체식품 구매의도 연구 445

Wilks & Phillips (2017) 및 Mancini & Antonioli (2019)

의 연구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이 배양육을 먹는 섭취할 의향

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중국 조사대상자의 육류에 대한 인식은 남성(5.50±0.84)이

여성(5.52±0.97)에 비해 낮았고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육류대체식품에 대한 인식은 남성(4.51±1.02)

이 여성(4.35±0.97)에 비해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다. 식물성 고기에 대한 인식은 남성(4.89±1.03)이 여성

(5.02±1.00)에 비해 낮았으나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은 남성(4.62±1.21)이 여성

(4.33±1.12)에 비해 높았고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5).

배양육에 대한 인식은 남성(4.04±1.38)이 여성(3.70±1.43)에

비해 높았고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Fox (2002)의

연구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새로운 식품에 대한 우려가 많

은 것을 나타났다.

새로운 식품 기술에 대한 태도는 남성(49.77±10.75)이 여

성(49.12±11.14)보다 약간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다. 식품을 선택할 때 지속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남성

(74.65±9.47)이 여성(77.19±8.48)보다 낮았고 유의적인 차이

가 있었다(p<0.05). 식품을 선택할 때 건강에 대한 태도는 남

성(41.04±7.03)이 여성(42.49±6.94)보다 약간 낮았으나 유의

적인 차이가 없었다.

육류대체식품의 구매의도는 남성(4.31±1.37)이 여성

(3.94±1.34)에 비해 높았고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식물성 고기의 구매의도는 남성(4.99±1.34)

이 여성(5.04±1.33)에 비해 높은 경향이었으나 유의적인 차

이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용곤충의 구매의도는 남성

(3.81±1.86)이 여성(3.13±1.77)에 비해 높았고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1). 배양육의 구매의도는 남성(4.14±1.68)이

여성(3.63±1.81)에 비해 높았고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p<0.05). 양국 소비자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새로운 식품

기술이 적용된 배양육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았고, 이는 여성

보다 남성이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수용도가 높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Laukkanen & Pasanen 2008).

4.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연령에 따른 인식, 태도, 구메의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한국 조사대상자의 육류에 대한 인식은 30대(5.39±0.78)

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20대(5.35±0.78), 40대(5.24±0.89),

50대(5.04±0.78) 순으로 나타났다. 육류대체식품에 대한 인

식은 40대(4.48±0.68)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50대(4.38±0.86),

30대(4.24±0.83), 20대(4.14±0.85) 순으로 나타났다. 식물성

고기에 대한 인식은 40대(5.21±0.78)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50대(5.17±0.87), 30대(4.97±0.88), 20대(4.96±0.89) 순으로

나타났다.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은 40대(4.78±0.96)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50대(4.51±1.15), 30대(4.43±1.11), 20대

(4.27±1.20) 순으로 나타났다(p<0.05). 배양육에 대한 인식은

50대(3.46±1.34)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40대(3.44±1.10),

30대(3.32±1.23), 20대(3.19±1.20) 순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식품 기술에 대한 태도는 20대(50.59±7.90)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30대(49.88±9.35), 50대(49.25±7.78), 40대

(48.24±8.37)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을 선택할 때 지속가능

성에 대한 태도는 30대(69.61±9.91)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50대(68.67±11.49), 40대(67.80±11.12), 20대(63.52±10.10)

순으로 나타났다(p<0.01). 식품을 선택할 때 건강에 대한 태도

는 50대(38.45±6.99)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40대(36.95±8.14),

30대(35.48±6.29), 20대(31.49±6.34) 순으로 나타났다(p<0.001).

육류대체식품의 구매의도는 40대(4.14±1.17)가 가장 높았

고 그 다음 50대(3.93±1.19), 30대(3.61±1.23), 20대(3.41±1.09)

순으로 나타났다(p<0.01). 식물성 고기의 구매의도는 40대

(5.25±1.09)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50대(5.10±1.29), 30대

(4.83±1.35), 20대(4.46±1.39) 순으로 나타났다(p<0.01). 식

용곤충의 구매의도는 40대(3.40±1.75)가 가장 높았고 그 다

음 50대(3.27±1.71), 30대(2.85±1.68), 20대(2.45±1.63) 순

으로 나타났다(p<0.01). 배양육의 구매의도는 40대(3.77±1.65)

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50대(3.43±1.75), 20대(3.33±1.53),

30대(3.16±1.63)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조사대상자의 육류에 대한 인식은 20대(5.69±0.88)

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30대(5.66±0.75), 40대(5.40±1.04),

50대(5.28±0.91) 순으로 나타났다(p<0.05). 육류대체식품에

대한 인식은 30대(4.70±0.97)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20대

(4.51±0.92), 40대(4.42±0.89), 50대(4.08±1.11) 순으로 나타

났다(p<0.01). 식물성 고기에 대한 인식은 30대(5.28±0.93)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40대(5.01±0.92), 20대(4.92±0.94), 50

대(4.60±1.16) 순으로 나타났다.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은 30

대(4.55±1.20)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40대(4.53±1.05), 20

대(4.46±1.16), 50대(4.34±1.27) 순으로 나타났다(p<0.05).

배양육에 대한 인식은 30대(4.28±1.43)가 가장 높았고 그 다

음 20대(4.13±1.36), 40대(3.73±1.27), 50대(3.31±1.40) 순

으로 나타났다(p<0.001).

새로운 식품 기술에 대한 50대(52.24±9.63)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20대(49.15±9.42), 40대(48.81±12.54), 30대(47.66±

11.54)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을 선택할 때 지속가능성에 대

한 태도는 30대(76.78±8.45)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40대

(76.58±9.52), 20대(75.47±8.59), 50대(74.87±9.69)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을 선택할 때 건강에 대한 태도는 40대

(42.75±6.72)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30대(42.47±7.43), 20

대(41.72±6.57), 20대(40.19±7.13) 순으로 나타났다.

육류대체식품의 구매의도는 30대(4.51±1.32)가 가장 높았

고 그 다음 20대(4.21±1.35), 40대(4.16±1.22), 50대(3.59±1.44)

순으로 나타났다(p<0.01). 식물성 고기의 구매의도는 30대

(5.34±1.22)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40대(5.21±1.16), 20대

(5.11±1.28), 50대(4.39±1.48) 순으로 나타났다(p<0.001).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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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곤충의 구매의도는 30대(3.83±1.90)가 가장 높았고 그 다

음 20대(3.44±1.88), 40대(3.37±1.80), 50대(3.23±1.77) 순

으로 나타났다. 배양육의 구매의도는 30대(4.37±1.72)가 가

장 높았고 그 다음 20대(4.10±1.72), 40대(3.89±1.54), 50대

(3.15±1.86)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연령은 육류대

체식품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며 나이가 들수록 수용도가

낮아진다는 결과와 동일하다(Schsler et al. 2012; Verbeke

2015; Slade 2018; Mancini & Antonioli 2019; Orsi et al.

2019).

5. 인식과 태도가 육류대체식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육류대체식품에 대한 인식, 육류에 대한 인식, 새로운 식

품 기술에 대한 태도, 식품을 선택할 때 지속가능성에 대한

태도, 식품을 선택할 때 건강에 대한 태도가 육류대체식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다.

한국 조사대상자에서 육류대체식품에 대한 인식은 육류대

체식품의 구매의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p<0.001). 이에 반해 육류에 대한 인식은 육류

대체식품의 구매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새로운 식품 기술에 대한 태도, 식품을 선택할

때 지속가능성에 대한 태도, 식품을 선택할 때 건강에 대한

태도는 육류대체식품의 구매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도 육류대체식품에 대한 인식이 육류대

체식품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만큼 본 연구

에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Gmez-Luciano

et al. 2019; Mancini & Antonioli 2019).

중국 조사대상자에서 육류대체식품에 대한 인식은 육류대

체식품의 구매의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p<0.001). 새로운 식품 기술에 대한 태도는 육

류대체식품의 구매의도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육류에 대한 인식, 식품을 선택할

때 지속가능성에 대한 태도, 식품을 선택할 때 건강에 대한

태도는 육류대체식품의 구매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소비자 집단을 보유한

국가이며 최근 식품과 기술을 결합된 푸드테크 시장이 빠른

<Table 4> Comparison of Perception,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by age (Korea, China)

20’s 30’s 40’s 50’s F-value

Perception

meat
Korea 5.35±0.78ab 5.39±0.78b 5.24±0.89ab 5.04±0.78a 2.753*

China 5.69±0.88b 5.66±0.75ab 5.40±1.04ab 5.28±0.91a 3.475*

meat substitute foods
Korea 4.14±0.85 4.24±0.83 4.48±0.68 4.38±0.86 2.557

China 4.51±0.92b 4.70±0.97b 4.42±0.89ab 4.08±1.11a 5.067**

type

plant-based meat
Korea 4.96±0.89 4.97±0.88 5.21±0.78 5.17±0.87 1.753

China 4.92±0.94ab 5.28±0.93b 5.01±0.92ab 4.60±1.16a 5.733**

edible insect
Korea 4.27±1.20a 4.43±1.11ab 4.78±0.96b 4.51±1.15ab 2.831*

China 4.46±1.16 4.55±1.20 4.53±1.05 4.34±1.27 .483

cultured meat
Korea 3.19±1.20 3.32±1.23 3.44±1.10 3.46±1.34 .790

China 4.13±1.36b 4.28±1.43b 3.73±1.27ab 3.31±1.40a 7.327***

Attitude

Food Technology Neophobia
Korea 50.59±7.90 49.88±9.35 48.24±8.37 49.25±7.78 1.060

China 49.15±9.42 47.66±11.54 48.81±12.54 52.24±9.63 2.328

Attitudes toward sustainability when choosing food
Korea 63.52±10.10a 69.61±9.91b 67.80±11.12ab 68.67±11.49b 4.670**

China 75.47±8.59 76.78±8.45 76.58±9.52 74.87±9.69 .724

Attitude toward health when choosing food
Korea 31.49±6.34a 35.48±6.29b 36.95±8.14bc 38.45±6.99c 13.415***

China 40.19±7.13 42.47±7.43 42.75±6.72 41.72±6.57 2.015

Purchase 

intention

meat substitute food
Korea 3.41±1.09a 3.61±1.23ab 4.14±1.17c 3.93±1.19bc 5.691**

China 4.21±1.35b 4.51±1.32b 4.16±1.22ab 3.59±1.44a 6.031**

type

plant-based meat
Korea 4.46±1.39a 4.83±1.35ab 5.25±1.09b 5.10±1.29b 5.418**

China 5.11±1.28b 5.34±1.22b 5.21±1.16b 4.39±1.48a 7.815***

edible insect
Korea 2.45±1.63a 2.85±1.68ab 3.40±1.75b 3.27±1.71b 4.806**

China 3.44±1.88 3.83±1.90 3.37±1.80 3.23±1.77 1.391

cultured meat
Korea 3.33±1.53 3.16±1.63 3.77±1.65 3.43±1.75 1.828

China 4.10±1.72b 4.37±1.72b 3.89±1.54b 3.15±1.86a 6.805***

1)Mean±SD
2)a-c :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 HSD’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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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모바일 기반의

O2O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고(Jang

2020) 알리바 바(Alibaba)의 무인마트, 허마셴셩 등이 있다

(Zhang & Ryu 2019). 식품의 현대화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 소 비자들이 새로운 식품 기술

에 대한 민감도 역시 매우 높아지고 있다. 연구 결과 양 국

가 모두 육류대체식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구매의 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중국인의 경우 새로운 식품

기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육류대체식품에 대한 구

매의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IV. 요약 및 결론

한국과 중국의 교차 문화적인 측면에서 소비자의 육류대

체식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특히 국가 간

의 차이를 분석하여 한국과 중국 육류대체식품 산업의 발전

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

297명과 중국인 292명 총 5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육류에 대한 인식은 한국 소비자들(5.26±0.81)이 중국 소

비자들(5.51±0.91)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01). 균형

식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인의 식사는 육류가 큰 비중

을 차지하는 반면에 한국은 채식 위주의 식생활 문화의 영

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육류가 식생활에 덜 중요하다고 생

각할 수 있다(Kim 2005; Kwon 2005).

육류대체식품에 대한 인식은 한국 소비자들(4.31±0.82)이

중국 소비자들(4.43±1.00)에 비해 낮았지만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식물성 고기와 식용곤충은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오

래 동안 이용해온 식품이기(Feng et al. 2016, Lee & Jo

2019) 때문에 양국에서 식물성 고기와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

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배양육의 경우 한국보다 중국의

경우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Dong 2020)

배양육에 대한 인식은 한국보다 중국인의 인식이 유의적으

로 높았다(p<0.001). 육류대체식품의 전반적인 구매의도는 한

국 소비자들(3.78±1.20)이 중국 소비자들(4.12±1.37)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1). 식물성 고기의 구매의도는 한국

소비자들(4.91±1.31)이 중국 소비지들(5.02±1.33)에 비해 낮

았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실제 식용곤충은 한국보다

중국에서 식용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었고 식품(Feng et

al. 2016)으로 허가된 종류가 324종으로 다양성 측면에서 차

이가 있기 때문에 식용곤충의 구매의도 역시 중국인(3.47±

1.84)이 한국인(3.00±1.73)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p<0.01).

한국 소비자의 육류대체식품에 대한 인식은 남성(4.45±0.82)

이 여성(4.17±0.79)에 비해 높았고(p<0.01) 육류대체식품의

구매의도는 남성(4.02±1.19)이 여성(3.53±1.16)에 비해 높았

다(p<0.001). 중국 소비자의 육류대체식품에 대한 인식은 남

성(4.51±1.02)이 여성(4.35±0.97)에 비해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육류대체식품의 구매의도는 남성(4.31±1.37)

이 여성(3.94±1.34)에 비해 높았고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남성이 여

성보다 높은 육류대체식품의 인식과 구매의도를 보였다.

한국 소비자의 육류대체식품에 대한 인식은 40대(4.48±

0.68)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50대(4.38±0.86), 30대(4.24±0.83),

20대(4.14±0.85) 순으로 나타났다. 육류대체식품의 구매의도

는 40대(4.14±1.17)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50대(3.93±1.19),

30대(3.61±1.23), 20대(3.41±1.09) 순으로 나타났다(p<0.01).

중국 소비자의 육류대체식품에 대한 인식은 30대(4.70±0.97)

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20대(4.51±0.92), 40대(4.42±0.89),

50대(4.08±1.11) 순으로 나타났다(p<0.01). 육류대체식품의

구매의도는 30대(4.51±1.32)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20대

(4.21±1.35), 40대(4.16±1.22), 50대(3.59±1.44) 순으로 나타

났다(p<0.01). 한국 소비자에서 20, 30대인 사람보다 40, 50

대인 사람이 육류 대체 식품에 대한 인식과 구매의도가 높

았다. 이에 반해 중국 소비자는 나이가 들수록 육류대체식품

에 대한 인식과 구매의도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와 같이 연

령층이 높은 소비자보다 낮은 소비자에서 높은 육류대체식

<Table 5> Determinant factors on Purchase intention of meat substitute food (Korea)

B SE β t p R2 (adj.R2)

Korea

Perception of meat -.082 .064 -.056 -1.288 .199

.490

(.481)

Perception of meat substitute foods 1.006 .065 .684 15.553 .000***

Food Technology Neophobia -.005 .006 -.038 -.874 .383

Attitudes toward sustainability when choosing food .003 .005 .024 .493 .622

Attitude toward health when choosing food .004 .008 .026 .534 .594

China

Perception of meat -.043 .058 -.028 -.733 .464

.662

(.656)

Perception of meat substitute foods 1.115 .051 .812 21.716 .000***

Food Technology Neophobia -.010 .005 -.081 -2.121 .035*

Attitudes toward sustainability when choosing food -.009 .006 -.062 -1.496 .136

Attitude toward health when choosing food .006 .008 .030 .703 .483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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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높은 구매의도를 보였다(Verbeke

2015; Galati et al. 2019; Mancini & Antonioli 2019).

한국과 중국 소비자 모두 육류대체식품에 대한 인식은 육

류대체식품의 구매의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고

(p<0.001), 중국의 경우 새로운 식품 기술에 대한 태도는 육

류대체식품의 구매의도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본 연구는 한중 소비자 20-50대를 대상으로 식물성 고기

및 식용곤충, 배양육 등 구체적인 육류대체식품에 대한 개별

적인 연구가 아닌 육류대체식품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과 구매의도를 조사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식물성 고기 및 식용곤충, 배양육 중 구체

적인 상품에 관한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육류대체

식품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낮으며, 배양육

같은 경우 한중 모두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식품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에 대한 판단을 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육류대체식품에 대한 인식이 육류대체식품의 구매의

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소비자들이 육류대체식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육류대

체식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서구 국가들과의 비교문화적

연구 수행을 통해 아시아의 육류대체식품 시장 확대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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