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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균포장죽의 묘사  특성과 소비자 기호 유발 인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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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generate sensory profile, measure consumer acceptance, and determine 
liking and disliking factors of aseptic-packaged rice porridges (APRP). Five APRPs made by five different rice cultivars 
were used for this study. Twenty-one attributes were generated by trained panelists. Finally, 16 attributes were de-
termined as descriptive terms for APRP. Each cultivar showed a different descriptive sensory profile. In a consumer 
acceptance test,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P>0.05) in the acceptances of the overall, appearance, taste, texture, 
viscosity, and rice particle texture among the 5 APRPs. SW52 showed the highest acceptance ratings in the overall, 
appearance, taste and texture, followed by SR. A total of 52% of consumers showed preference toward SW52 and 
SR. SW63 showed the lowest ratings and no consumer preference pattern. Consumer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y a cluster analysis; one was the consumers (C1) who liked APRP, and the other was the consumers (C2) who 
had a neutral stand in general. By correlating the results from descriptive analysis and consumer ratings from C1, 
liking and disliking factors for consumer acceptance were determined. The disliking factors were bitterness, feeling 
of surface, stickiness, metallic flavor, roasted aroma, and thickness. The liking factors were old cooked rice aroma/flavor. 
The disliking factors dominated in the determination of acceptability of APRP. Selecting rice cultivars that had low 
intensities of disliking factors is the key for APRP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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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죽은 곡물에 다량의 물을 가수하여 오랜 시간 조리함으로

써 곡물의 조직을 이루고 있는 녹말을 호화하여 취식 시 소

화가 용이하게 만든 음식으로 청동기 시대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1,2). 한국에서 죽은 쌀밥과 함께 주식으로 인지되고 

있으나 그 섭취 빈도는 1년에 2~3회 정도로 취식 빈도가 

낮다(3). 그러나 근래에는 죽을 가공식품화 해서 장기간 보

관하면서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

며, 다양한 메뉴의 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의 확대로 인해서 죽의 소비는 June 등(3)의 연구 시기

보다 늘어났다고 추정된다. 전체적인 죽 시장의 크기는 

2000년 800억에서 2010년 1,400억(가공부분 400억, 외식

부분 1,000억)으로 매년 외형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추

세이다(4,5). 죽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죽에 대한 연구

의 양적인 측면은 쌀밥에 대한 이화학적 및 관능적인 연구에 

비해서 부족하다. 

죽의 연구로는 다양한 원료를 이용한 죽의 개발 및 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쌀이 들어간 죽의 

연구에는 마를 첨가한 죽의 품질에 대한 연구(6), 전복의 내

장을 첨가한 전복죽의 품질 특성(7), 발아현미를 이용한 죽

의 최적 제조 조건에 대한 연구(8), 레토르트 방식으로 가공

한 굴죽(9), 쌀가루를 볶아서 우유를 첨가해 만든 타락죽의 

품질 특성(10) 등이 있다. 또한 쌀죽의 가공 및 물성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로는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미생물학적 및 

이화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11),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이용

한 죽의 품질 비교 연구(12), 고아미 2호를 이용하여 수침 특

성 및 마쇄 시간에 따른 흰 죽의 품질 특성(13)이 진행되었

다. 죽에 대한 문헌 고찰과 관련한 연구로는 문헌의 쌀죽의 

종류 및 제조 방법을 분석한 연구(1,2,14,15)가 있으며, 죽

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대한 설문 연구(3,16)도 수행되었다. 

과거의 연구 경향을 보았을 때, 죽의 물성, 제품 개발, 이

화학, 역사, 소비자 인식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으나, 

죽 자체의 관능적인 부분에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쌀 이외에 다양한 성분을 첨가한 죽의 품질 평가에

서 관능평가가 이루어졌으나(6,7,13), 전문적인 패널을 이

용한 묘사 분석과 대규모의 소비자 조사는 수행되지 못하였



무균포장죽의 묘사적 특성과 소비자 기호 유발 인자 결정 1879

다. 또한 1인 가구의 증대로 인해서 간편식의 수요가 늘고 

있는 현 상황과 맞물려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무균포장죽의 

시장 규모는 늘어나고 있으나, 가공 죽에 대한 관능적 연구

는 미진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무균포장죽의 

묘사 분석을 통해서 죽의 관능 특성을 나타내는 묘사 용어를 

도출하고, 쌀 품종간의 관능적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둘째,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각각의 품종에 대한 소비자 기

호도 비교 및 무균포장죽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도 경향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셋째, 묘사분석과 소비자 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어떠한 묘사 특성이 얼마나 소비자 기호도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원료미 선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경기도 수원시)으로부터 2012

년도에 수확된 용도별 가공용 품종으로 육종 개발되거나 개

발된 10종과 기존 재배 품종으로 9품종을 도정율 92%로 

도정된 상태로 제공받았다. 쌀 연구 및 관능 평가와 관련이 

있는 7명의 연구원이 19품종에 대해서 무균포장죽을 제조

하여 2회 반복하여 전반기호도를 평가하였다. 가장 높은 전

반기호도를 받은 육종 개발 중인 3품종(SW52, SW62, 

SW63)과 기존 재배 2품종(SR, BR)을 선별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무균포장죽의 제조

현재 시판 중인 무균포장죽의 제조와 동일한 연구용 설비

를 이용하여 각각의 품종별로 샘플을 제조하였다. 수돗물을 

이용하여 쌀을 3회 수세 후 20°C에서 1시간 침지하였다. 

침지된 쌀에서 물을 제거하고, 42.5 g의 침지된 쌀을 무균포

장죽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고 가압살균 후 최종 중량이 270 

g이 되도록 정제수를 가수하였다. 이후 100°C에서 35분간 

취반 후 무균실에서 필름을 이용하여 포장하였다. 포장이 

완료된 후 15°C 수돗물을 이용하여 10분간 냉각 후 상온에

서 보관하였다. 보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최소화 하고자 무

균포장죽을 매주 제조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무균포장죽은 제조 후 4~7일 사이의 샘플이었다.

묘사분석

묘사분석에는 9명의 훈련된 패널(가정주부, 34~51세, 서

울 및 경기 지역 거주)이 참여하였다. CJ제일제당 본사(서울

시 중구 쌍림동)의 묘사 분석실에서 총 6회(각 회당 2시간)

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참여 패널은 연 10회 이상의 묘사분

석에 3년 이상의 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쌀 관련 

제품의 묘사분석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묘사분석에 사용된 무균포장죽은 포장을 약간 뜯은 후 2

개씩 전자레인지(RE-C24RWS, Samsung Electronics, 

Seoul, Korea)에 700 W로 5분 가열 후 플라스틱 컵에 약 

70 g씩 나누어 담았다. 죽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컵은 죽의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뚜껑을 덮은 후 

사기컵에 넣어서 패널에게 제공되었다. 샘플은 약 70°C의 

상태로 패널에게 제공되었으며, 1시간마다 새로운 샘플이 

제공되었다. 패널은 작은 플라스틱 수저를 이용해서 샘플을 

취식하였다. 샘플 시식 방법은 평가 후 샘플을 삼키도록 통

일하였다. 샘플과 샘플간에는 생수(스파클, 스파클㈜, 서울)

를 이용해 입가심을 하여 샘플 취식 후 남아있는 잔여물과 

향미를 최대한 제거하였다. 난수표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추

출된 세자리 숫자를 도자기 컵에 표기하였다.

총 12시간 중 9시간 동안 무균포장죽에 대해서 묘사분석 

훈련을 실시하고, 3시간에 걸쳐 3회의 실제 평가를 진행하

였다. 패널은 각각의 품종으로 제조된 무균포장죽을 동시에 

제공받아 각각의 샘플을 취식하면서 무균포장죽에 대한 묘

사용어를 1시간에 걸쳐서 향, 맛, 풍미, 조직감, 외관으로 

나누어서 도출하였다. 도출된 묘사용어에 대해서 1시간 동

안 토의를 거쳐서 향, 맛, 풍미, 조직감, 외관에서 최종적인 

묘사용어 21개를 확정하였다. 최종 묘사용어에 대해서 2시

간에 걸쳐서 각각의 묘사용어에 대한 정의를 토의하고, 통일

된 평가과정을 위해 평가방법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최종 

묘사 용어 21개, 용어의 정의, 용어의 평가 방법은 Table 

1과 같다. 3시간에 걸쳐 각각의 묘사 특성에 대해서 16점 

척도(0~15)를 이용해서 강도 평가 연습을 진행하였다. 강도 

평가 연습은 패널이 샘플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제품의 평가 

시 발생하는 패널간의 오차를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샘플 사이에 강도 평가의 편차가 많이 발생할 경우 

패널은 다시 평가 방법을 정의하거나, 재평가를 진행하여 

편차를 줄여나갔다. 평가 방법에 대해서 패널들에게 정확하

게 인지시키고자 강도평가 훈련 후에 1시간에 걸쳐서 연습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후 1시간에 걸쳐서 연습 평가 시 패널

간 편차가 컸던 묘사특성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쳤

다. 훈련이 완료된 후 3시간에 걸쳐서 3회의 반복 평가가 

진행되었다. 패널은 관능검사용 컴퓨터 프로그램(Sens-

Mine, Sensometrics, Bucheon, Korea)이 설치된 개인 부

스에서 평가를 수행하였다. 개인 부스에 적색 조명을 사용하

여 제품의 색상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 

하였다. 샘플은 컴퓨터에서 정해진 무작위 순서대로 제시되

었으며, 패널이 각각의 묘사 특성마다 5종의 시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척도의 제시는 side-by-side 방법을 사용하였다

(17). 외관 평가는 동일한 형태의 샘플을 light box 

(Superlight, BoTeck, Siheung, Korea)에서 ‘day light’ 설

정의 조명 아래서 진행되었다.

소비자 기호도 조사

소비자 조사에는 54명의 가정주부(29~54세, 서울 및 경

기 지역 거주)가 참여하였으며,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서

울시 구로구 구로동)의 소비자 조사실에서 평가가 진행되었

다. 소비자 패널은 소비자 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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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ttributes, definition, evaluation process of 21 attributes for ascetic-packaged rice porridges from 5 rice cultivars
Modality    Attribute       Definition                   Evaluation process

Aroma

Roasted Cooked rice aroma during 
carryover cooking using 
electronic rice cooker

Highest intensity of roasted aroma when smelling

Old cooked rice Aroma from old cooked 
rice

Highest intensity of old cooked rice aroma when smelling

Tap water Metallic aroma from tap 
water

Highest intensity of metallic aroma when smelling

Glutinous rice Aroma from cooked 
glutinous rice

Highest intensity of cooked glutinous rice aroma when 
smelling

Roasted grain
flavored candy

Aroma from roasted grain 
flavored candy

Highest intensity of roasted aroma when smelling

Taste Sweet Sweet taste Highest intensity of sweet taste when eating rice porridge
Bitterness Bitter taste Highest intensity of bitter taste during eating rice porridge

Flavor

Cooked rice Cooked rice flavor Highest intensity of cooked rice flavor when eating rice 
porridge

Old cooked rice Flavor from old cooked rice Highest intensity of old cooked rice flavor when eating 
rice porridge

Metallic Metallic flavor from tap 
water

Highest intensity of metallic flavor when eating rice 
porridge

Glutinous rice Flavor from cooked 
glutinous rice

Highest intensity of cooked glutinous rice flavor when 
eating rice porridge

Roasted grain
flavored candy

Flavor from roasted grain 
flavored candy

Highest intensity of roasted grain flavored candy flavor 
when eating rice porridge

Texture

Stickiness Stickiness of rice porridge Intensity of stickiness when moving around rice porridge 
in mouth

Mushiness Mushiness of rice particle Intensity of mushiness when pressing rice particles on the 
tongue to palate

Feeling of surface Surface feeling of rice 
particle

Intensity of coarseness of surface of rice particles

Particle feeling Amount of left-over 
particles after swallowing 
rice porridge

Amount of particles after swallowing rice porridge

Dryness Dryness after swallowing 
rice porridge

Intensity of dryness after swallowing rice porridge

Appearance

Thickness Thickness Viscosity of rice porridge when drop the porridge from a 
spoon

Embryo bud Embryo buds on the surface Embryo buds on the surface of rice porridge (0=nothing, 
15=a lot)

Size of rice Size of rice in porridge Size of rice (0=small, 15=large)
Brown particle Number of brown particles Number of brown particles when looking rice porridge in 

a plastic cup (0=nothing, 15=above 15 particles)

제품의 평가 방법을 숙지하고 있으며, 15점 척도의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15점 척도에는 숫자에 적절한 설명용

어를 주어서 소비자 패널이 명확하게 척도를 이해할 수 있도

록 하였다(1=매우 많이 싫어함, 8=좋지도 싫지도 않음, 15=

매우 많이 좋아함). 패널은 전반 기호도, 외관 기호도, 맛 

기호도, 조직감 기호도, 점성 기호도를 평가하였다. 샘플의 

제시는 Williams의 5개 샘플 제시방법을 통해 샘플간 발생

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18). 샘플은 한번에 1개

씩 제시되었으며, 모든 패널이 평가를 마치면 다음 샘플이 

제시되었다. 샘플의 제시 속도는 약 8분 간격이었다. 2개

(270 g)의 무균포장죽을 전자레인지에서 5분간 가열 후, 1

개의 샘플을 1개의 흰색 사기그릇에 덜어서 제시하였다. 6

명이 앉아있는 각각의 테이블에 1인분(270 g) 분량의 샘플

이 제공되었다. 패널은 외관 평가 후에, 흰색 사기그릇에 있

는 무균포장죽을 1회용 숟가락을 이용해서 각자의 종이컵에 

적당량 옮긴 후 평가를 진행하였다. 실제 죽을 취식하는 것

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샘플을 취식 후 삼키도록 하였다. 

종이컵과 1회용 수저는 매 샘플 평가 시 새 것을 사용하였으

며, 생수(스파클)를 제공하여 제품 시식 후 입안을 헹구도록 

하였다. 소비자 조사실의 온도는 24°C로 유지되었으며, 조

명은 형광등을 이용하였다. 조사 진행 시 패널들의 휴대폰 

사용 및 대화는 엄격히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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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묘사분석 결과는 이원분산분석(2-way analysis of var-

iance) 모델을 이용하여 패널, 반복, 샘플을 독립변수로 설

정하였으며, 통계분석 모델에서 패널×샘플의 상호작용을 

추가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 version 12, IBM Corporation, 

Endicott, NY, USA). 샘플간 평균 강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자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P=0.05의 기준으로 사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샘플의 상호작용에서 통계적

인 유의차(P<0.05)가 발견된 묘사 특성에 대해서는 ad-

justed F-test를 진행하여 패널×샘플의 상호작용을 제거하

였다(19).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이용하여 각각의 품종으로 제작된 무균포장죽과 묘

사 특성의 전체적인 관계를 알아보았다(XLSTAT, version 

2012, Addinsoft, Paris, France).

소비자 기호도 조사결과는 샘플과 소비자를 독립변수로 

하여서 이원분산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P= 

0.05)를 실시하여 샘플간 소비자 기호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자 했다(SPSS, version 12, IBM Corporation). 샘플에 대

한 전체적인 소비자의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소비자 전

반기호도 점수를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을 진행하였다

(XLSTAT, version 2012, Addinsoft). XLSTAT의 군집분

석(agglomerative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AHC)

을 이용하여 5종의 무균포장죽에 대한 소비자 기호도에 따

라서 전체 소비자들이 어떻게 군집을 형성하는지를 분석하

였다. 묘사분석 및 소비자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부분최소평

방회귀분석(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PLSR)을 통

해 무균포장죽에 대한 기호 유발 인자(liking factor/dislik-

ing factor)를 도출하였다(XLSTAT-MX, version 2012, 

Addinsoft).

  

결과 및 고찰

무균포장죽의 묘사분석

도출된 21개의 묘사 특성에 대해서 패널의 반복 평가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차를 분석하였다. 반복적인 평가에서 통

계적인 유의차가 없는 것은 패널의 훈련이 잘되어 있음과 

패널들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보여준다. 쌀눈, 쌀알크기, 

갈색 잔여물 특성에서 반복 평가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차

(P<0.05)가 발견되었다. 패널이 3회에 걸쳐 실시된 반복 평

가에 있어서 쌀눈, 쌀알크기, 갈색 잔여물의 특성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평가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평가 방법의 

이해도에서 차이가 나거나 훈련의 부족이라 보인다(20). 외

관의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유의차가 있으므로, 패널들이 다

른 기준을 가지고 외관을 평가했을 것이라 사료된다. 쌀눈과 

갈색 잔여물의 경우 패널이 평가한 샘플간에 균등하게 분포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결과분석의 신뢰도를 위해서 

반복 측정간 유의차가 있는 특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제외하였다(20). 패널 사이의 통계적 분석은 패널이 

같은 부분의 척도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준다

(20). 패널 간 효과는 누룽지 사탕향, 단맛, 금속성 풍미, 누

룽지 사탕 풍미에서 유의차가 없었다(P>0.05). 이들 특성에 

대해서 패널은 비슷한 영역의 척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 특성은 특정 샘플에서 강하게 발현되어서 패널이 평가

할 때 의견의 차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묘사 특성

에서는 패널 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패널들이 

비슷한 범위의 척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묘사 분석의 결과 분석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현상으로 묘

사 분석 결과 해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라 

볼 수 있다(19,20). 모든 묘사 특성에서 샘플 사이에 유의적

인 차이가 있었다(P<0.05). 그러나 수돗물향, 찹쌀향, 누룽

지 사탕향, 단맛, 묵은밥 풍미, 찹쌀 풍미, 가루끼의 묘사 

특성에서 샘플×패널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을 없애고자 샘플의 F 값을 

샘플×패널 F 값으로 나누어 adjusted F 값을 구하였다(19). 

찹쌀 향/풍미의 adjusted F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

하여(P>0.05)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향(구수한, 

묵은밥, 누룽지 사탕), 맛(단맛, 쓴맛), 풍미(흰쌀밥, 묵은밥, 

금속성, 누룽지 사탕), 조직감(끈적임, 쌀알퍼짐, 쌀알거친정

도, 가루끼, 텁텁함), 외관(묽고 된 정도)의 16개 묘사 특성

이 도출되었다(Table 2). 

구수한 향의 강도는 SW62에서 가장 높았으며, SR의 강

도가 가장 낮았다. 묵은밥 향은 SR, SW52, SW63에서 패널

이 묵은 쌀밥 향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며, SW62에서 인지되

지 않았다. 묵은밥 풍미도 묵은밥 향과 같은 경향성을 보였

다. 수돗물향은 BR과 SR에서 패널들이 뚜렷이 인지하였으

나, 전체적인 향의 강도는 약한 편이었다(최대강도: SR에서 

2.63). 누룽지 사탕향은 SW62에서만 강한 강도로 인지되었

으며, 누룽지 사탕 풍미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누룽지 사탕 

향/풍미의 강도 및 샘플 사이의 평가 경향성을 고려할 때, 

이는 SW62 품종의 가장 뚜렷한 관능적 특징이라 할 수 있

다. 단맛은 SW62가 가장 높은 강도를 가지며, 이는 누룽지 

사탕 향/풍미와 높은 관련이 있었다(R=0.997). 다른 4종의 

샘플은 비슷한 수준의 단맛 강도를 가졌다. 쓴맛은 BR, 

SW63에서 높고, SR, SW52, SW62에서 낮은 강도를 보였

다. 흰쌀밥 풍미는 구수한 향과 같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SW62가 높은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금속성 풍

미는 BR에서 뚜렷이 느껴졌으며, 따라서 BR 품종이 아미노

산이나 미량 금속 성분을 타 샘플보다 많이 가지고 있을 것

이라 추정된다. 그러나 BR의 금속성 풍미 강도는 2.13(0~ 

15점 척도)으로 낮은 편이었다. 쌀알 거친 정도, 가루끼, 텁

텁함의 특성은 SW62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는 SW62 품종의 특성으로 쌀이 잘 무르지 않고, 죽으로 가

공 후 취식 시 입안에서 쌀이 입자 형태로 분쇄되어 삼킨 

후에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SR 품종

은 쌀알 퍼짐의 정도가 강하고, 쌀알 거친 정도, 가루끼, 텁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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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tensities of 16 descriptive attributes of 5 aseptic-packaged rice porridges1)2)

Modality Attribute BR SR SW52 SW62 SW63 P-value3)

Aroma

Roasted
Old cooked rice
Tap water
Roasted grain flavored candy

5.92b

1.75b

2.54a

0.00b

 3.17d

 3.79a

 2.63a

 0.00b

4.79c

3.33a

1.13b

0.00b

10.08a

 0.08c

 0.00c

 9.04a

5.25bc

3.08a

1.67b

0.00b

<0.001
<0.001
<0.001
<0.001

Taste Sweet
Bitterness

1.92b

3.08a
 1.83b

 0.83c
2.00b

1.58b
 4.71a

 1.00bc
2.08b

2.79a
<0.001
<0.001

Flavor

Cooked rice
Old cooked rice
Metallic
Roasted grain flavored candy

4.00b

2.54b

2.13a

0.00b

 2.83c

 3.67a

 0.50c

 0.00b

3.42bc

3.50ab

0.38c

0.00b

 8.71a

 0.96c

 0.00c

 7.92a

3.63b

3.08ab

1.33b

0.00b

<0.001
<0.001
<0.001
<0.001

Texture

Stickiness
Mushiness
Feeling of surface
Particle feeling
Dryness

6.42b

8.33b

4.04b

3.58b

4.00b

 4.08d

11.50a

 1.67e

 1.96c

 2.54c

4.38d

8.04b

3.33c

3.00b

3.54b

 9.13a

 6.96c

 5.83a

 5.54a

 5.83a

5.38c

8.00b

3.79bc

3.04b

3.54b

<0.001
<0.001
<0.001
<0.001
<0.001

Appearance Thickness 8.92a  6.71b 4.79c  6.00b 6.46b <0.001
1)Subjects used 16-point category scale (0∼15) for the evaluation.
2)Same letter within the row mean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Duncan's post-hoc analysis at P=0.05.
3)P-value from the mean separation test was calculat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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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18 descriptive attributes 
and 5 aseptic-packaged rice porridges after varimax rotation. 
First letters A, F, TA, T, and AP in descriptive attributes mean 
aroma, flavor, taste, texture, and appearance, respectively. A dot 
means each descriptive attribute. A square means an aseptic- 
packaged rice porridge. Each abbreviation means that RO=roast-
ed, OR=old cooked rice, TA=tap water, RC=roasted grain fla-
vored candy, SW=sweet, BI=bitterness, CR=cooked rice, ME= 
metallic, ST=stickiness, MU=mushiness, FS=feeling of surface, 
PF=particle feeling, DR=dryness, and TH=thickness, respectively.

함은 매우 낮은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R 품종은 

죽으로 가공 시 조직감에서 쌀이 쉽게 퍼져서, 쌀의 입자가 

취식 후 입안에 남는 양이 적을 것이라 보인다. 죽의 묽고 

된 정도는 BR이 가장 되다고 평가되었고, SW52에서 가장 

묽다고 평가되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각각의 쌀 품종이 무균포장죽의 어떠

한 관능적인 특성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묘사 특성들이 최대한 x축과 y축상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분석 시 varimax rotation을 적용하였

다. 제1주성분 D1이 70.56%, 제2주성분 D2가 21.87%의 

설명력을 보여주어 전체적으로 92.43%의 설명력을 보여주

었다(Fig. 1). D1은 밥알 퍼짐, 묵은쌀 향/풍미 특성과 쌀알 

거친 정도, 텁텁함, 구수한 향, 가루끼, 누룽지 사탕 향/풍미, 

끈적임 특성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D2는 금속성 풍미, 쓴

맛, 죽의 묽고 된 정도의 강함과 약함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5개의 품종은 3개의 방향성으로 나누어졌다. SW62는 

누룽지 사탕 향/풍미, 단맛, 흰쌀밥 풍미, 끈적임 특성과 상

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R과 SW52는 묵은밥 향/

풍미와 쌀알 퍼짐의 특성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설명되

며, SR의 상관정도가 더 높게 분석되었다. BR과 SW63은 

쓴맛, 금속성 풍미, 죽의 묽고 된 정도, 수돗물 풍미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R이 이들 특성에 대해서 더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무균포장죽의 소비자 기호도 조사

소비자 전반기호도는 SW52가 9.94로 가장 높으며, SW 

63이 9.20으로 가장 낮은 기호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Table 3). 전반기호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없는 것

(F=0.627, P=0.643)으로 분석되어 품종간에 소비자의 기

호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관 기호도(F=0.436, 

P=0.782), 맛 기호도(F=0.755, P=0.555), 조직감 기호도

(F=0.585, P=0.674), 점성 기호도(F=0.545, P=0.703)에 

있어서도 품종 사이에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무균포장죽에 있어서 쌀의 품종이 소비자 기호도의 

유의적인 차이를 이끌어 낼 만큼의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소비자 전반기호도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쌀 

품종에 대한 기호도 경향성을 보고자 주성분 분석(PCA)을 

시행하였다. 시행한 결과 D1에서 32.34%와 D2에서 31.99 

%의 설명력을 보여 전체적으로 64.44%의 설명력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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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consumer acceptance ratings of acceptances of overall, appearance, taste, texture, viscosity and rice particle texture
of 5 aseptic-packaged rice porridges1)2)

Cultivar Overall Appearance Taste Texture Viscosity Rice particle texture
BR
SR
SW52
SW62
SW63

9.51
9.76
9.94
9.45
9.20

10.12
10.00
10.43
10.00
 9.84

9.29
9.59
9.84
9.10
9.10

 9.59
 9.82
10.02
 9.31
 9.55

9.75
9.82
9.76
9.61
9.98

8.98
9.31
9.25
9.59
9.84

1)Subjects used 15-point category scale (1∼15) for the sample evaluation.
2)No statistically significance (P>0.05) among 5 cultivars was found in the evaluation of each acceptanc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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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by overall accept-
ance ratings of 5 aseptic-packaged rice porridges by 54 consum-
ers. A dot means a consumer. A square means an aseptic-pack-
aged rice porridge.

Table 4. Agglomerative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AHC) analyzed using the mean consumer acceptance ratings from 5 aseptic-
packaged rice porridges1)

Cluster Subject
Cultivar2)

P-value3)

BR SR SW52 SW62 SW63
1
2

26 
25 

10.65ab

 8.32a
11.31ab

 8.16a
11.65a

 8.16a
10.73ab

 8.12a
10.50b

 7.84a
0.029
0.459

1)Subjects used 15-point category scale (1～15) for the sample evaluation.
2)Same letter within the row mean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Duncan's post-hoc analysis at P=0.05
3)P-value from the mean separation test was calculat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었다(Fig. 2). 소비자들의 선호도 경향성은 4개 방향으로 나

누어졌으며, 가장 높은 기호도 점수를 받은 SW52쪽으로 다

수의 소비자가 위치해 있었다. SR 품종 근처에도 다수의 소

비자가 위치해 있었다. SW52와 SR이 위치한 그림의 우상향 

부분으로 소비자 기호도의 경향성을 보였다. SW62와 BR에

도 일부 소비자들의 선호도 경향성을 볼 수 있다. 가장 낮은 

전반기호도 평가를 받은 SW63은 PCA biplot의 중앙 부분

에 위치해서 소비자 기호도의 경향성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무균포장밥의 경우 전반기호도에 있어서 품종간 

유의적인 차이가 보였다. 그러나 죽의 경우는 다량의 물을 

가수하여 쌀알의 조직이 완전히 무너져서 밥 맛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완전립과 분상질립의 비율이 무의미해지고 

쌀알의 아밀로오스/아밀로펙틴 구조가 제조 과정 중에 붕괴

되어(12), 식감적인 측면에서 품종간의 편차가 무균포장밥

과 비교해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죽의 제조상의 

특성이 품종 사이의 기호도 차이가 줄어드는데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소비자 전반기호도를 바탕으로 군집분석(AHC)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는 2그룹으로 나누어졌다(Table 4). 그룹 1에는 

약 51%의 소비자(N=26)가 있으며, 이들 소비자는 모든 샘

플에 대해서 10.50점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준 집단으로 

쌀의 품종에 따라 유의차가 발견되었다(P=0.029). 그룹 2는 

약 49%의 소비자(N=25)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소비자

는 전반적으로 샘플에 대해서 8점(15점 만점) 내외의 기호

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기호도 평가에서 

샘플간 통계적인 유의차가 발견되지 않았다(P=0.459). 그

룹 2의 경우 품종 사이의 전반기호도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

이를 보이지 않고, 품종에 따른 뚜렷한 선호도를 보이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그룹 2의 소비자들로 인하여 전체적인 

평가에서 품종간 소비자 기호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그룹 2의 소비자들은 죽에 대해서 품종에 큰 영향

을 받지 않는 중립적인 패널로서 소비자 기호 유발 인자의 

분석에서 제외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무균포장죽에 대한 기호 유발 인자(liking/disliking factor) 

도출

묘사분석 결과와 샘플간 기호도의 차이를 그룹 1의 소비

자 전반기호도 결과를 이용해서 부분분산 최소제곱법 회귀

분석(PLSR)을 통해서 소비자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호 

유발 인자(liking/disliking factor)를 도출하였다. 전반기호

도, 품종, 묘사 특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Fig. 3에 나타났다. 

SW52와 SR 품종은 전반기호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

이며, SW63과 BR 품종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SW62는 전반기호도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Fig. 3에서 전반기호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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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artial least square (PLS) regression analysis of 18 de-
scriptive attributes, 5 aseptic-packaged rice porridges, and 54
consumers. A dot means a descriptive attribute. A square means
an aseptic-packaged rice porridge. A diamond means a consumer
acceptance rating. First letters A, F, TA, T, and AP in descriptive
attributes mean aroma, flavor, taste, texture, and appearance,
respectively. Each abbreviation means that RO=roasted, OR=old
cooked rice, TA=tap water, RC=roasted grain flavored candy,
SW=sweet, BI=bitterness, CR=cooked rice, ME=metallic,
ST=stickiness, MU=mushiness, FS=feeling of surface, PF=par-
ticle feeling, DR=dryness, and TH=thickness, respectively. 

Table 5. Variable importance in the projection (VIP) values for
each attribute by 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PLSR) by corre-
lating 18 descriptive attributes and overall acceptance ratings 
of 5 aseptic-packaged rice porridges

          Attribute
Variable important in  
the projection (VIP)

t1 t2

Stickiness
Thickness
Bitterness
Feeling of surface
Old cooked rice flavor
Old cooked rice aroma
Metallic flavor
Roasted aroma
Particle feeling
Dryness
Mushiness
Cooked rice flavor
Sweet
Roasted grain flavor candy aroma
Roasted grain flavor candy flavor
Tap water aroma

1.294
1.288
1.261
1.201
1.194
1.154
1.142
1.037
0.988
0.956
0.885
0.821
0.651
0.599
0.599
0.077

1.045
1.414
1.447
0.984
0.979
0.963
1.438
0.904
0.893
0.882
0.755
0.805
0.734
0.729
0.729
0.825

묘사 특성은 쌀알 퍼짐, 묵은밥 향/풍미였고, 부(-)의 상관관

계를 보이는 묘사 특성은 쓴맛, 금속성 풍미, 묽고 된 정도, 

끈적임, 쌀알 거친 정도, 가루끼, 텁텁함, 구수한 향이었다.

각각의 묘사 특성이 소비자 전반기호도 결정에 얼마나 영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PLSR 분석을 통해서 variable 

importance in the projection(VIP) 값을 구하였다. VIP 값

이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인자가 소비자 기호도에 영향

력을 크게 미친다고 분석되어진다(21). 두 VIP 값에서 모두 

1이 넘는 묘사 특성은 끈적임, 죽의 묽고 된 정도, 쓴맛, 금속

성 풍미로 나타났다(Table 5). 두 축 중에서 하나의 VIP 값

이 1 이상인 묘사 특성은 쌀알 거친 정도, 묵은밥 향/풍미, 

구수한 향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전반기호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8개의 묘사특성 중에서 두 축의 VIP 값이 1 이상인 

4개의 묘사 특성은 모두 소비자 기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특성이다. VIP 값 1 이상의 8개의 묘사 특성 중에서 

묵은밥 향/풍미와 밥알 뭉개짐만이 소비자 기호도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소비자 기호도에 부정적인 특성

이 더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밥에서의 연구 결과(22)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 죽은 기호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liking 

factor보다 disliking factor가 소비자 기호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밥의 관능 평가에서는 묵은밥 향/풍미

가 disliking factor로 도출되었으나(22), 무균포장죽에서는 

liking factor로 분석되었다. 죽의 경우 쌀에 다량의 물을 

가수하여 오랜 시간 끓여내는 과정을 거쳐서 수분이 쌀의 

아밀로스/아밀로펙틴의 구조를 붕괴시키고, 전분과 결합하

여 노화가 일어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2). 오래 끓인 듯한 

느낌을 주는 묵은밥 향/풍미는 쌀밥과 다른 제조상의 차이로 

인해서 무균포장죽에 대해서 죽의 조리가 제대로 된 바람직

한 특성이라 인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를 통해서 총 16개의 최종적인 무균포장죽의 묘사 

특성-향(구수한, 묵은밥, 수돗물, 누룽지 사탕), 맛(단맛, 쓴

맛), 풍미(쌀밥, 묵은밥, 금속성, 누룽지 사탕), 조직감(끈적

임, 쌀알 퍼짐, 쌀알 거친 정도, 가루끼, 텁텁함), 외관(죽의 

묽고 된 정도)-이 도출되었다. 차후의 쌀죽 관련 관능 및 

제품 개발 연구에서 이러한 묘사 특성, 정의 및 평가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W62 품종의 독특한 특성은 

누룽지 사탕 향/풍미가 품종의 독특한 특성이라 나타났다. 

구수한 향/풍미와 단맛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은 품종 분석되

었으며, 쌀 스낵 가공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조사

결과 품종간의 통계적인 유의차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SW 

52와 SR의 기호도가 전반적으로 높으며, 주성분 분석에서

도 소비자 기호도 경향성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군

집분석을 통해서 죽을 좋아하는 그룹에서 가장 높은 기호도

를 보여주어서, 무균포장죽 가공에는 SW52와 SR이 적합하

다고 사료된다. SW63의 경우 기호도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도 뚜렷한 소비자 선호도 경

향성을 보여주지 못하여, 무균포장죽 가공에는 적합하지 않

은 품종으로 보인다. 밥의 소비자 기호도 영향인자 도출 결

과와 마찬가지로 흰쌀죽에서도 소비자 기호도에 주된 영향

을 미치는 묘사 특성은 무균포장죽의 부정적인 요소와 관련

이 있었다. 초콜릿 음료수 같은 기호 식품이 아닌 늘 소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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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식의 개념을 가진 식품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

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Liking factor(묵은밥 향/풍

미, 밥알 뭉개짐)를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제품이 가지고 있

는 disliking factor(쓴맛, 밥알 표면 거친 정도, 끈적임, 금속

성 풍미, 구수한 향, 점도)를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품종의 

선택이 무균포장죽의 연구개발 방향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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