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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특성 및 판별함수를 이용한 한우고기 맛 등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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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st effective analysis methods for palatability grading of Hanwoo beef
by comparing the results of discriminant analysis with sensory data. The sensory data were obtained from sensory testing
by 1,300 consumers evaluated tenderness, juiciness, flavor-likeness and overall acceptability of Hanwoo beef samples pre-
pared by boiling, roasting and grilling cooking methods. For the discriminant analysis with one factor, overall acceptability,
the linear discriminant functions and the non-parametric discriminant function with the Gaussian kernel were estimated.
The linear discriminant functions were simple and easy to understand while the non-parametric discriminant functions were
not explicit and had the problem of selection of kernel function and bandwidth. With the three palatability factors such as
tenderness, juiciness and flavor-likeness, the canonical discriminant analysis was used and the ability of classification was
calculated with the accurate classification rate and the error rate. The canonical discriminant analysis did not need the spe-
cific distributional assumptions and only used the principal component and canonical correlation. Also, it contained the
function of 3 factors (tenderness, juiciness and flavor-likeness) and accurate classification rate was similar with the other
discriminant methods. Therefore, the canonical discriminant analysis was the most proper method to analyze the palatability
grading of Hanwoo beef.

Key words : palatability grade, linear discriminant function,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nsumer testing, sensory
evaluation

서 론

한국의 총 고기 소비량은 2006년에 1인당 33.6 kg/year

으로 증가하였으나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006년도에

6.84 kg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한 반면에 돼지고기 및

닭고기 소비는 오히려 증가함으로서 결과적으로 타 육류

에 비하여 쇠고기 소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MAF, 2008). 고기의 관능특성은 품종, 체중, 성별, 사양

및 추가가공 중에 일어나는 생화학적인 변화, 도축, 성숙

도, 열처리 및 조리 등 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Risvik, 1994). 현재까지 쇠고기 맛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쇠고기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연

도, 향미, 다즙성이 전반적인 기호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증명되었다(Jeremiah, 1996; Monson et al., 2005;

Robins et al., 2003). Cho 등(2008)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평가할 때 연도, 다즙성 및 향미

가 최종 맛 만족도에 미치는 가중치는 각각 0.51, 0.19 및

0.30라고 보고한 바 있었다. 한편, 조리방법이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는데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고기의 조성 및 요리방법에

의하여 상당부분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Neely et al.,

1998; Lorenzen et al., 1999; Savell et al., 1999). 조리방

법에서도 부위 및 가열방법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데 이것

은 결체조직과 근섬유조직의 변성정도와 보수력, 지방산

의 해리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국내소비자들의 육류소비경향이 양보다는 질적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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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국내 유입되는 육류도 소

비자 중심의 육질관리체제에 의해 유입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수입자유화와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의 질

좋은 쇠고기가 들어옴으로서 점차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

은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 및 국내시장에서 고품질 한우고

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한우고

기 맛을 차별화 해줄 수 있는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미 호주의 경우 1996년부터 12개의 근육을

대상으로 요리방법별 관능특성 database를 구축하여 맛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장에 적용

하고 있으며(Polkinghorne et al., 2006), 국내에서도 축산

과학원에서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우고기에 대한 근

내지방등급, 품종, 숙성, 부위 및 요리방법 등 맛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관능평가 결과자료를 확보하

여 맛보증시스템(Palatability Assurance at Critical Con-

trol Points, PACCP)을 개발하여 현행 등급시스템을 보완

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Cho et al., 2008).

한편, 현재까지 통계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선형모델을 일

반화시키기 위하여 새롭고 파워있는 다양한 통계분석방법

이 개발되어 왔으며(Hastie et al., 2001), 특히 식품의 품

질관리와 제품의 분류를 물리화학적 제품특성 또는 관능

특성 평가에 근거하여 판별분석(discriminant methods)을

이용하여 종종 수행되었다(Aloma et al., 2003; Dias et al.,
2008; Reida et al., 2006; Santé et al., 1996; Serra et al.,

2008). 식품에서 관능특성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식품의 품질관리 뿐 아니라 기본적인 특성을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관능특성 프로파일 데이터에 근거하여

식품의 특성을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Granitto

et al., 2008). 신제품의 인증이 요구될 때 이미 알려진 기

준과 비교하여 관능특성을 제시해야 하며 여기서 제품의

단일특성의 강도가 긍정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기호도

나 품질특성 등이 검토되는데 이 때 전체 프로파일에 기

초한 분류모델로서 multivariate method를 사용하게 된다

(Cocchi et al., 2006). 한편, 평가방법을 선택할 때 식품의

향미나 조직특성 프로파일을 조사하는 경우에 반드시 고

도로 훈련되고 경험이 있는 평가패널에 의하여 관능평가

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Granitto et al., 2008) 식품의 기

호도나 선호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패널들의 개인적인

취향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훈련된 평가패널

보다는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소비자 관능평가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과 구, 2001). 또한, 제품의

품질을 분류하는데 좀 더 객관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소비

자 맛 평가를 통해 얻어진 관능특성 평가 결과를 분석하

여 판별분석 모델에 근거한 맛 등급을 도출해 냄으로서

쇠고기 맛에 대한 평가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우고기에 대한 한국소비자

를 대상으로 관능평가를 실시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

하여 맛 판별함수를 구하고 쇠고기 맛을 등급화하는데 가

장 적합한 통계분석방법을 탐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준비 및 소비자 관능평가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시행한 관능평가 결과자료를 이용하

였다. 한우시료는 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에서 24-26개월

령 3등급 수소 10두와 가락동 공판장에서 구입한 28-30개

월령의 1++등급 거세한우 10두를 도축하여 각 두수에서 10

개 부위(업진, 보섭, 채끝, 등심, 어깨삼각근, 홍두깨, 목심,

설도, 우둔, 양지)를 발골하여 소비자 관능평가 시료로 사

용하였다. 각 부위별 시료들은 관능평가 수행기별로 구이,

그릴, 탕의 3가지 방법으로 조리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

되었으며 각 소비자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준비된 쇠고기

시료에 대하여 소비자가 직접 먹어보고 고기의 연도, 다

즙성, 향미, 전반적인 기호도를 평가하였다. 관능평가는 1

점의 쇠고기 시료에 대하여 연도, 다즙성, 향미 및 전반적

인 기호도를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1-4등급으로 구분된 최

종 만족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소비자 맛등급(palatability

grade)은 소비자들이 실제 쇠고기 시료를 먹은 후 육질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긴 4개의 최종 만족도등급(1=만족하지

못한다, 2=만족한다, 3=매우 만족한다, 4=대단히 만족한

다)으로 구분하였으며 등급값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을 의미하였다.

소비자 관능평가는 쇠고기 시료에 관련된 요인 이외에

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준비된 관능

평가 방법(Gee et al., 1998)에 의하여 시료준비, 제시순서

및 평가 방법 등 관련된 모든 공정을 세부화 하여 가능한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능평가는

탕, 구이 및 그릴형태로 수행되었고 쇠고기 시료들은 각

각의 조리방법에 따라 수행기별로 총 1,3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1명의 소비자가 총 7개의 시료를

평가하였다. 평가하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평가기

준을 주기 위하여 7개의 시료 중에서 첫 번째 시료를 표

준시료로 제시하였고, ‘Latin Square’ 배열 방법에 의하여

나머지 6개의 시료들을 순서대로 제공하였다. 관능평가를

수행한 소비자는 층화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서울, 경기, 호

남, 영남의 4개 지역에서 인구밀도와 비슷한 비율로 추출

하였으며, 각 지역별 성비도 비슷하게 추출되도록 디자인

되었다.

관능평가에 사용된 데이터 변수는 연도, 다즙성, 향미,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하여 각각 100 mm로 준비된 선척

도법을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연도, 다즙성, 향미, 전반

적인 기호도에 대한 항목척도는 다음과 같았다: 연도 =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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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질기다(0)에서 매우 연하다 (100), 다즙성 = 매우 건조

하다 (0)에서 매우 다즙하다(100), 향미 = 대단히 싫어한

다(0)에서 대단히 좋아한다(100), 전반적인 기호도 = 대단

히 싫어한다(0)에서 대단히 좋아한다(100). 

통계분석

본 연구는 소비자가 직접 먹어보고 평가한 한우의 연도,

다즙성, 향미, 전반적인 기호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쇠고기

맛 등급을 판별하기 위해 정준판별함수를 구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기호도 변수만을 이용한 판별방법으로 선형판별

함수와 이차판별함수를 구한 다음 재대입 방법에 의한 오

분류율을 측정하여 두가지 판별분석방법들의 분류능력을

비교하였다. 판별분석은 Kim and Kim(2005)의 방법을 이

용하였으며 판별함수 형태로는 선형, 정준, 비모수적 판별

함수를 사용하였다. 판별분석방법 비교를 위하여 관능평

가에 사용된 소의 품종과 요리방법별로 사용된 시료의 수

는 Table 1과 같았다.

결과 및 고찰

Table 2는 1,300명의 소비자가 평가한 총 8,730개의 시

료에 대한 관능평가 결과 맛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보여

주는 것이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만족하지 못한

다’ 그룹은 전체의 28.35%로서 관능평가 평균점수는 연도,

다즙성, 향미 및 전반적인 기호도가 각각 33.98, 43.34,

44.64, 36.64이었고, ‘만족한다’ 그룹은 38.75%로 관능평

가 평균점수가 각각 59.68, 62.83, 62.78, 62.69이었다. 한

편 ‘극도로 만족한다’ 그룹은 전체의 8.86%로서 연도, 다

즙성, 향미 및 전반적인 기호도 평균점수가 각각 89.89,

90.15, 87.59, 92.4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 다즙성 및 향미에 의한 다변량 정준 판별분석
다변량 분산분석과 그룹간 거리

한우 맛등급 판별을 위해 사용된 연도, 다즙성, 향미 3

가지 변수들의 일변량 분산 분석결과 모든 변수가 매우

유의했으며(p<0.0001), 또한 이 3가지 맛 변수의 3차원 벡

터에 대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Wilks Lambda

통계량값이 0.372, 유의확률값이 <0.0001인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것은 맛등급(grade)간에 연도, 다즙성 및 향미인 3

가지 요인에 대한 평균벡터의 차이를 1차원으로 분석했을

경우 뿐 아니라 3차원으로 분석했을 경우에 있어서도 모

두 유의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룹간의 거리를 구하기 위

해 합동공분산을 이용하여 계산된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Table 3과 같았다.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분류된 집단 상호

중심까지의 거리로서 멀수록 그룹간에 관련성이 적어 확

실히 분류되는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Rencher, 1995).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4가지 맛 등급 그룹 중에서

‘만족하지 못한다’ 그룹과 ‘만족한다’ 그룹은 3.00, ‘매우

만족한다’ 그룹은 9.17, ‘극도로 만족한다’ 그룹은 15.34

로 거리가 멀어 두 등급간에 확실히 분류되는 경향을 보

였다. 한편, Table 3에서 분석된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만

족한다’ 그룹과 ‘매우 만족한다’ 그룹은 1.68로 나타난 반

면에 ‘매우 만족한다’ 그룹과 ‘극도로 만족한다’ 그룹간

의 거리가 0.83으로 매우 가깝게 나타나 두 등급간의 차

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본 연구를 통한 관

Table 2. General statistics of grouping category for palatability grading level evaluated by Korean consumers(n=1,300)

Palatability grade
Beef sample
numbers (%)

Tenderness1) Juiciness Flavor Overall acceptability

Mean
(S.D.)2)

Mean
(S.D.)

Mean
(S.D.)

Mean
(S.D.)

Unsatisfactory
2474

(28.35)
33.98 
(18.25)

43.34 
(19.81)

44.64 
(19.35)

36.64 
(15.10)

Satisfactory
3381

(38.75)
59.68 
(17.91)

62.83 
(16.59)

62.78 
(15.79)

62.69 
(12.98)

Very satisfactory
2098

(24.04)
78.64 
(13.74)

77.95 
(13.74)

76.45 
(13.82)

80.77 
(9.88)

Extremely satisfactory
 773

 (8.86)
89.89 
(11.99)

90.15 
(11.19)

87.59 
(12.60)

92.45 
(9.29)

1)Palatability evaluation based on tenderness, very tough (0), very tender (100); juiciness, very dry (0), very juicy (100); flavor, very
dislike (0), very like (100); overall acceptability, very dislike (0), very like (100).

2)Standard deviation.

Table 1 Numbers of beef samples cooked by roasting, grill-
ing and boiling and evaluated sensory properties for
the experiment (n=8,730)

Cooking methods
Total

Roast Grill Boil

Bull 1,681 672 1,952 4,305

Steer 1,703 665 2,057 4,425
Total 3,384 1,337 4,009 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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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평가에서 다른 그룹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소비자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그룹과 ‘만족한다’ 또는 ‘매우 만족한

다’ 그룹간의 차이는 구분해내는 반면에 만족스러운 쇠고

기 시료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 그룹과 ‘극도로 만족한

다’ 그룹간에 차이를 구분해내는 정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준판별분석

정준판별분석(canonical discriminant analysis)은 그룹 간

에 가능한 가장 큰 다중 상관계수를 갖게 되도록 주성분

을 구하게 되며, 이와 같이 얻어진 선형조합을 첫 번째 정

준변수(the first canonical variable)라 하고 여기서 가장 큰

다중 상관계수를 첫 번째 정준상관계수(the first canonical

correlation)라 한다. 두 번째 정준변수는 첫 번째 정준변수

와는 서로 독립이며 그 다음으로 큰 다중 상관계수를 갖

게 되도록 변수들의 선형조합을 구한다. 첫 번째 정준변

수는 그룹간의 차이를 최대한 반영하는 변수가 되며 이러

한 이유로 정준변수는 판별함수(discriminant func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준판별 분석이 갖는 장점으로는 선형판

별이나 이차판별과 같이 정규성 가정이 필요하지 않으므

로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Rencher(1995)의 방법을 참조하여 정준

판별분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보았다.

p×1 관측벡터 X가 각각의 그룹 G1, G2, ..., Gg으로부터

발생한다. 각 그룹으로부터의 확률표본의 개수는 n1, n2,

..., ng이며 전체 표본의 크기는 이다. 정준판별함수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Y = a 'X는 그룹내 제곱합

행렬(within-group sum of squares matrix) W와 그룹간 제

곱합행렬(between-group sum of squares matrix) B에 대해

를 최대화하도록 a를 구하게 되며 W -1B고유벡터로 얻게

된다. r=min(g-1,p)개의 정준판별함수를 얻을 수 있으며

계수 벡터 a는

as = DWa

로 표준화하며 여기서 DW2 = diag(W) 이다.

r개의 정준계수벡터 ai, i=1, ..., r에 대응되는 정준판별

함수는 a i와 X의 선형결합으로

, i = 1, ..., r (1)

를 얻는다.

맛 변수들에 대한 정준판별함수인 식(2)를 살펴보면 소

비자 맛등급을 구분하는데 있어 연도(Tndr)가 0.994로 가

장 큰 영향을 주며, 그 다음으로 향미(Flvr)가 0.493, 다즙

성(Jcy)이 0.340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Y = 0.994 × ZTndr + 0.340 × ZJcy + 0.493 × ZFlvr (2)

여기서 변수 앞에 “Z”는 해당 변수의 표준화를 의미한다.

각 변수를 평균 0 분산 1을 갖도록 표준화하여 값 범위를

동일화하였다.

정준판별함수에 의한 분류결과는 Table 4에 있으며, 정

준판별함수를 이용한 판별함수의 정확한 분류율은 (1942 +

1730 + 1031 + 611)/8726 = 60.9%이었다. Fig. 1은 연도, 다

즙성, 향미를 이용한 정준판별함수의 분류결과에 대한 확

률밀도함수그림(density plot)과 사후확률그림(posterior

probability plot)을 나타낸 것이다. 확률밀도함수그림을 보

면 등급간의 확률 분포를 알 수 있으며 1, 2 등급보다 3,

4 등급의 분포가 약간 더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었다. 여

기서 등급간의 분포곡선이 겹치는 부분이 적고 거리가 떨

어져 있을수록 그 2개 등급이 뚜렷히 구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후확률그림에서는 각 맛 점수범위에서 어느

등급에 해당가능성이 높은지를 볼 수 있었으며 등급의 구

간을 적절히 나누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인 기호도에 의한 일변량 판별분석
본 분석방법에서는 연도, 다즙성, 향미 등의 의미를 종

합적으로 포함하여 평가한 맛점수인 전반적인 기호도만을

사용한 일변량 판별분석을 수행하였다. 전반적인 기호도

변수에 대해 일변량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F=6302.36

(p<0.0001)으로 소비자등급별 평균의 차이가 매우 유의하

였다.

N ni
i 1=

g

∑=

Σ Yi Y–( )
2

Σ Yij Yi–( )
2

------------------------- a'Ba
a'WaW
------------------=

Yi ai1X1 ai2X2 ... aipXp+ + +=

Table 3. Mahalanobis distance to center point of each grouping categor

Palatability grade
 Mahalanobis distance1)

Unsatisfactory Satisfactory Very satisfactory Extremely satisfactory

Unsatisfactory 00 3.00 9.17 15.34
Satisfactory 03.00 0 1.68 04.81
Very satisfactory 09.17 1.68 0 00.83
Extremely satisfactory 15.34 4.81 0.83 00

1)distance between two separated group centers : distance measure based on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by which different patterns
can be identified and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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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lassification of palatability grading analyzed by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using tenderness, juiciness and flavor
data with row percent

Palatability grade
Grouping category

Sum of row
Unsatisfactory Satisfactory Very satisfactory Extremely satisfactory

Unsatisfactory
1942

(78.5%)
478

(19.3%)
45

(1.8%)
9

(0.4%)
2474

Satisfactory
704

(20.8%)
1730

(51.2%)
814

(24.1%)
133

(3.9%)
3381

Very satisfactory
37

(1.8%)
375

(17.9%)
1031

(49.1%)
655

(31.2%)
2098

Extremely satisfactory
7

(0.9%)
18

(2.3%)
137

(17.7%)
611

(79.0%)
773

Sum of column 2690 2601 2027 1408 8726

 Fig. 1. (a) Density plot and (b) posterior probability plot of palatability grading by discriminant analysis using tenderness, juici-
ness and flavor evaluated by Korean consumers (n=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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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판별함수

전반적인 기호도를 사용한 일변량 선형 판별함수 Gn(X)

를 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첫 번째 선형판별함수는

G1(OAll) = -4.170+0.228OAll

G2(OAll) = -12.210+0.390OAll

G3(OAll) = -20.267+0.502OAll

G4(OAll) = -26.554+0.574OAll (3)

으로 구해진다. 선형 판별함수를 사용한 분류결과 Table 5

에서 보면 정확한 분류율은 (1985+2044+1112+636)/8705

로 계산하면 66.36% 이었다. 이와 같이 한 개의 변수만을

사용할 경우 간단한 선형식으로 판별함수를 얻을 수 있지

만 판별시 한 개의 대표 변수만 이용하므로 판별에 영향

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간과할 수 있다.

비모수적 판별분석

맛 등급 카테고리 그룹별 확률밀도함수에 대한 비모수

적 추정에 근거하여 비모수적 판별분석을 수행하였다.

Silverman(1986)은 확률밀도함수 추정에 대해 다양한 관점

과 방법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맛점수 계

산에 사용될 비모수적 판별분석을 위한 커널함수는 Gaussian

커널을 사용하였으며, Silverman(1986)의 엄지 법칙(rule of

thumb)으로 띠폭(bandwidth)을 계산하였다. 소비자 맛등급

별로 띠폭을 구하는 식

(4)

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여기서 σ는 표준편차, n은 데이터

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Table 6은 소비자 맛등급별 띠폭

(bandwidth)과 그룹 중심점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6에서 그룹별 띠폭을 h라 하고, x는 구하고자 하

는 위치의 데이터라고 할 때, 커널함수 K는 다음과 같이

구하였으며

커널함수 Kh를 이용한 확률밀도함수는

(5)

으로 구하게 된다. 여기서 사용된 Gaussian 커널함수는 식

(6)과 같다.

(6)

소비자가 만족하는 맛 등급별로 Gaussian 커널함수를 이

용한 확률밀도함수를 그려본 결과 Fig. 2의 분포를 보여

주었다. Fig. 2에서 보면 가장 왼쪽이 1등급에 대한 분포

이고, 그 다음이 2등급과 3등급이며 가장 오른쪽이 4등급

에 대한 분포로 등급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기호도의 값

도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1, 2 등급의 분포와 3, 4

등급의 분포가 비슷한 형태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ig. 1의 확률밀도함수와는 다른 형태를 보여주었다.

Table 6의 그룹 중심점에 가까운 등급으로 전반적인 기

호도를 판별한 결과가 Table 7에 나타나 있다. Gaussian

커널함수를 이용한 비모수 판별함수의 정확한 분류율은

(1931+2301+977+652)/8705=67.33%으로 다른 방법에 비해

약간 높으나 커널함수 및 띠폭 등에 대한 결정 문제가 복

잡하고 명확한 형태의 판별함수 식을 보여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1,300명의 소비자들이 직접

먹어보고 평가한 한우고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쇠고기 맛

등급을 구분해 내기 위한 판별분석 방법들을 비교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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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lassification of palatability grading analyzed by linear discriminant function using overall acceptability data with row
percent

Palatability grade Unsatisfactory Satisfactory Very satisfactory Extremely satisfactory Sum of row

Unsatisfactory
1985

(80.4%)
452

(18.3%)
24

(1.0%)
7

(0.3%)
2468

Satisfactory
503

(14.9%)
2044

(60.7%)
748

(22.2%)
75

0(2.2%)
3370

Very satisfactory
10

(0.5%)
374

(17.9%)
1112

(53.1%)
598

0(28.6%)
2094

Extremely satisfactory
6

(0.8%)
7

(0.9%)
124

(16.0%)
636

(82.3%)
773

Sum of column 2504 2877 2008 1316 8705

Table 6. Bandwidth and center point of palatability grading
category evaluated by consumers (n=1,300)

Grouping category Bandwidth
Center point 
of each grade

Unsatisfactory 0.06606197 24.0
Satisfactory 0.07140569 61.5
Very satisfactory 0.06264937 80.5
Extremely satisfactory 0.04164038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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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기호도만을 이용하여 선형판별분석과 비모수 판

별분석을 한 것 보다 연도, 다즙성, 향미의 세 가지 변수

정보를 모두 포함한 다변량 정준판별분석법을 이용하는

것이 맛 등급을 구분하는데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한우고기는 도축 후 육량등

급과 육질등급으로 판정되어 유통되는데 본 연구에서 도

출된 방법으로 판별분석을 적용한 맛 점수를 기반으로 하

여 한우고기 판매시 요리방법 및 부위별로 맛 등급을 표

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수입산 쇠고

기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

재 FTA 협정으로 위축된 국내 한우고기 유통시장에 보다

객관적이면서 선진화된 맛등급 유통시스템을 도입하게 됨

으로서 쇠고기 가격경쟁력 면에서 불리한 한우고기의 소

비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1,300명의 소비자들이 직접 먹어보고 평

가한 한우고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쇠고기 맛 등급을 구분

해 내기 위한 판별분석 방법들을 비교하였다. 한우 관능

평가의 주요 세 변수인 연도, 다즙성, 향미를 포함한 정준

판별분석과 대표적인 맛 변수로 여겨지는 전반적인 기호

도 만을 이용하여 선형판별분석과 비모수 판별분석을 하

였다. 전반적인 기호도와 같은 한 개의 변수만을 사용할

경우 두 가지 모두 비슷한 분류율을 나타내지만 선형판별

함수는 이해와 사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었던 반면에 비모

수적 방법은 커널함수와 띠폭에 대한 선택이 불편하지만

잘 선택하면 정확한 분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었

다. 그러나 다른 정보를 가진 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한 개의 변수만을 이용한 판별 분석은 판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변수들의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정준판별분석의 경우 정준판별함수

의 오분류율이 일변량 선형 판별함수와 비모수 판별함수

의 오분류율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분포에 대한

특별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아 통계적 가정이 까다롭지 않

고 또한 맛에 중요한 요인인 연도, 다즙성, 향미의 세 개

Fig. 2. Density plot of palatability grading by Gaussian kernel function in discriminant analysis using overall acceptability
(OAll) evaluated by Korean consumers (n=1,300).

Table 7. Classification of palatability grading analyzed by nonparametric discriminant function using  overall acceptability with
row percent

Palatability grade Unsatisfactory Satisfactory Very satisfactory Extremely satisfactory Sum of row

Unsatisfactory
1931

(78.2%)
510

(20.7%)
19

(0.8%)
8

(0.3%)
2468

Satisfactory
410

(12.7%)
2301

(67.8%)
579

(17.1%)
80

(2.4%)
3370

Very satisfactory
9

(0.7%)
477

(22.7%)
977

(46.5%)
631

(30.0%)
2094

Extremely satisfactory
6

(0.8%)
9

(1.2%)
106

(13.7%)
652

(84.3%)
773

Sum of column 2384 3297 1681 1371 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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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모두 사용하므로 맛 정보를 최대로 활용한다는 장

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연도, 다즙성, 향미의 세

가지 변수 정보를 모두 포함한 다변량 정준판별분석법을

이용하는 것이 맛 등급을 구분하는데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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