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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환경 조건이 나트륨 및 당 저감식품 기호도에 끼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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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reducing sodium and sugar intake in the Bulgogi bowl and yogurt, respectively,

by utilizing food and non-food factors. Sodium and sugar replacers were the target food factors, and eating environment was

the target non-food factor. The sodium content of Bulgogi bowls was reduced by 40%, and a flavor enhancer was applied

to compensate for the reduced saltiness. Low calorie sweeteners, such as sucralose and stevia, were used to lower the sugar

content of yogurt by 30%. Consumers were asked to evaluate the samples in one of the three eating environments: private

booth evaluation, BOOTH; watching video clips during evaluation, VIDEO; conversation with friends during evaluation,

FRIEND. The results showed that applying sodium or sugar replacers were effective in lowering sodium or sugar intake,

respectively, without compromising the acceptance level of samples. Significant influences of the eating environment were

observed on liking and perception of samples, but the influence patterns were not consistent between Bulgogi bowl and

yog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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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나트륨 및 당의 지속적인 과잉 섭취는 심혈관계 질환, 고

혈압, 비만 등 만성질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Bigornia et al. 2015; Ma et al. 2015; Takase et al.

2015; Du et al. 2016; Mendona et al. 2017; Olde Engberink

et al. 2017).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나트륨 1일 섭취 권장량은 2000mg 미만, 첨가당 1일 섭취

권장량은 총 에너지섭취량의 10% 이내로 권고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5% 이내로 섭취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다

(2000 kcal 섭취 시, 25-50 g).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국민 1

인의 1일 나트륨 및 당 섭취량은 권장량을 훨씬 웃도는 수

치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6년) 자료에 따르면, 우

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2016년 3,669 mL/일이고,

2010년 섭취량인 4,831 mg/일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권장량인 2,000 mg를 2배 이상 초과하며, 2,000 mg 이상을

섭취하는 대상자도 전체의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당 섭취

량은 2016년 73.6 g/일이고, 2010년 섭취량인 69.9 g/일 이후

소폭의 증가추세를 보여 나트륨과 마찬가지로 1일 권장량을

초과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1일 나트륨 섭취

량을 3,500 mg 이하로 줄이고,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을

총 섭취 열량의 10% 이내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12년

부터 가공식품 내 나트륨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

고 있으며(Kim et al. 2014), 2016년 당 저감 계획을 발표

하여 국민의 식습관 개선 및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Han et al. 2016; Jung 2016).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서는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영유아 교육을 위

한 레시피북과 청소년기 아이들의 학교 급식 교육을 위한 가

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나트륨과 당 저감을 위한 여러 전략을 제시하

였는데 Bobowski et al. (2015)은 나트륨 함량을 달리한 토

마토주스 연구를 통해 나트륨 함량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

이 급격히 낮추는 것 보다 효과적인 저감 방법이라고 보고

하였다. Wallis & Chapman (2012)은 MSG, IMP 등 풍미

보완제를 사용하면 나트륨을 40%까지 저감할 있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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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당 섭취의 경우, Son et al. (2010)은 녹차 음료에

대한 기호도 연구에서 고감미료를 사용하고 반복 평가 세션

간 간격이 짧을수록 기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

였다. Miele et al. (2017)은 가당 음료 내 설탕 함량을 줄이

기 위해 감미료의 유형이나 농도, 시음 조건, 소비자의 식태

도 및 선호도를 고려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와 같이 나트륨과 당 저감화를 위한 연구는 상당부분 식

품 내에서 이들 소재의 절대적인 함량을 감소시키는 것에 집

중되어 있다. Hutchings et al. (2019)은 점진적인 설탕 감소

는 당 저감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의 수용성이 낮아지면 지속적인 소비 및 판매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반적인 경우,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

용도와 기호도는 실험실에서 실시하고, 엄격한 통제로 인해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Cardello & Maller 1982). 그러

나 일부 연구자들은 실제 식품의 섭취환경은 실험실의 통제

된 조건과 많이 다르고 그 차이로 인해 실험실의 엄격한 통

제조건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de Graaf et al. 2005)

실제 섭취환경에서 소비자 연구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Meiselman 1992). Meiselman et al. (2000)은 동일한 음식

을 실험실에서 맛보았을 때 보다 식당에서 맛보았을 때 기

호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 또한, Cardello (1994)는 소비자가

식품에 대한 감각적 자극을 인식할 때 다양한 요소와 상호

작용하여 감각적 자극에 대한 경험을 만든다고 보고하였다.

즉, 개인의 식행동과 기억, 음식에 대한 기대치, 심리/문화적

상황 등에 의해 음식에 대한 수용도 및 기호도가 결정되며,

이러한 결정은 식품의 소비, 평가, 구매 행동 등 소비자의 행

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나트륨 및 당 저감화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수용 가능 수준의 식품의 나트륨 및 당의 적정 저

감 정도를 확인하고, 이와 더불어 식품 외적 요인이 식품의

기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실험설계

본 연구는 식품의 나트륨 및 당 저감 여부와 식품의 평가

환경에 따른 식품의 기호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나트륨 또는 당을 포함한 일반 제품과 대체소재를 적용한 제

품을 비교하였고, 나트륨 대체소재 평가시료로는 불고기덮밥

을, 당 대체소재 평가시료로는 요구르트를 선정하였다. 라면,

국수 등 주식류를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높고, 디저트, 음료

등 후식류를 통한 당 섭취량이 높은 점을 감안하였다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2018). 특히 불고기 덮밥은 편의점에서 매출이 높다는 점에

서, 요구르트의 경우 제조사에서 당 저감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여 평가시료로 선정하였다. 또한, 식품 외적 요인으로 평

가환경에 따른 식품의 기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환경을

3가지(개인 부스에서 평가, 혼자 영상을 보며 평가, 지인과

대화를 하며 평가)로 나누어 소비자가 각 환경에서 시료를

맛 보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의 윤리적 수행

을 위하여 연구 목적 및 내용, 방법에 대한 연구계획심의신

청서를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제출하여,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IRB

No. 142-5, 164-27).

2. 불고기덮밥의 소비자 기호도

1) 실험 대상자

소비자 패널은 평소 편의점에서 식사 대용식/편의식을 구매

혹은 취식한 경험이 있는 18-33세(22.5±2.1세) 여대생 153명으

로 구성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티(www.ewhaian.com)

내 게시판을 통해 모집하였다.

2)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나트륨 저감을 위해 실험군으로

대체소재를 적용한 불고기 덮밥 LSB (Low Sodium Bulgogi)

와 대조군으로 대체소재를 적용하지 않은 일반 불고기 덮밥

OGB (Original Bulgogi) 2종으로, 실험 전날 B사로부터 컵

밥 형태로 전달받았다. 2종의 불고기 덮밥은 덮밥을 구성하

는 밥, 돼지불고기, 꽈리고추볶음의 양은 동일하고, 돼지불고

기 양념만 다르다. 나트륨 저감 수준은 감각적 품질이 저하

되지 않으면서도 나트륨 저감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수준으

로 정하였다. 저감LSB는 OGB대비 정제소금 함량을 40%

낮추고(정제소금 함량 3.5%→2.1%), 대체소재인 NAMINO

(Daesang, Ltd, Seoul, Korea) 0.7% 적용하여 나트륨을 저

감한 시료이며, 자세한 정보는 <Table 1>과 같다. NAMINO

는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향미 증진제로 짠맛, 감칠맛 등의

강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대체 비율은 제조사에서

권장한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3) 시료 준비 및 제시

실험 전날 컵밥 형태로 전달 받아 5oC 냉장 보관 후, 제시

직전 전자레인지(1100w, Samsung Electronics Co., Fort

Klang, Malaysia)에 1분간 조리하여 각 시료마다 일회용 숟

가락과 함께 제공하였다. 모든 시료에는 3자리 난수로 표시

하였고 소비자에게 counterbalanced serving order로 시료를

제공하였다. 시료는 밥의 흰 부분이 보이지 않게 모든 재료

<Table 1> The information of 2 bulgogi ( 불고기 ) bowls used in this
study

Sample
NaCl

(%)

NAMINO 

(%)
Major ingredients (g)

LSB1) 2.1 0.7 Rice (100), Seasoned pork (75),

Stir fried Sutra pepper (2.5)OGB 3.5 -

1)LSB: Low Sodium Bulgogi, OGB: Original Bulg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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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루 섞은 후, 절반이상을 먹고 평가하도록 하였고, 입가

심물질로 생수(Icis8.0, Lotte Chilsung beverage Co., Ltd.,

Chungcheongbuk-do, Korea)과 무염크래커(Carr’s Table

Water, Carr’s Of Carlisle, Ltd., UK)를 제공하여 이전 시료

의 매운맛을 헹구어 내도록 하였다.

4) 평가 내용 및 절차

(1) 섭취환경

불고기 덮밥 평가를 위해, 평가환경을 달리하여 실험실의

개인 부스에서 평가하는 그룹(BOOTH, n=51), 혼자 영상을

보며 평가하는 그룹(VIDEO, n=51), 지인과 대화를 하며 평

가하는 그룹(FRIEND, n=51), 총 3가지 평가환경으로 나누

어 진행하였다<Table 2>. 개인 부스에서 평가하는 그룹 이

외에 나머지 2개 그룹은 식사를 하며 독서나 영상을 시청하

거나, 지인과 대화를 하는 등의 일반적인 취식환경을 반영하

여 구성하였다. 패널 모집 시 혼자 신청한 대상자를

BOOTH, VIDEO의 2개 그룹에 랜덤하게 배정하였고, 2명

이상 함께 신청한 대상자들에 한하여 FRIEND에 배정하였

다. 또한, 3가지 평가환경을 동시에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개인 부스에서 평가하는 BOOTH는 핸드폰 등 다른 행동

을 최대한 삼가하고 오로지 맛 평가에만 집중하도록 하였고,

혼자 영상을 시청하며 평가하는 VIDEO는 태블릿 PC

(iPAD, Apple Inc., California, USA)와 개인이어폰으로 미

리 세팅된 서로 다른 3가지 카테고리(웹드라마, 뷰티, 유머)

유튜브 컨텐츠 중 본인이 원하는 한가지를 선택하여 평가 종

료 시까지 시청하며 평가하도록 하였다. 컨텐츠는 평가 3일

전 유튜브 사이트 내 상위 랭크된 영상 중, 평가 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인과

대화하며 평가하는 FRIEND은 평가 중 일상적인 대화가 가

능한 지인과 반드시 동석하도록 하였다. 2-4명이 대화를 하

며 시료가 제공될 때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료와 관련된 내

용을 제외한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나누며 맛 평가하도록 하

였다. 시료당 평가시간은 10분으로, 감각 둔화 현상을 회복

하기 위해 한 시료 평가 종료 후 10분간 물과 크래커로 입

가심하고 다음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2) 평가항목

모든 패널에게 2종의 불고기 덮밥을 제공하여 설문지에 제

시된 순서대로 한가지 시료씩 맛 본 후, 기호도 및 특성 강

도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기호도 항목은 전반적인 기호

도, 외관, 향, 맛과 향미, 식감의 5개가 평가항목으로 제시되

었고, 척도는 9점 기호도 척도를 사용하여 1점 “대단히 많이

싫다”부터 9점 “대단히 많이 좋다”까지 평가하도록 하였다.

특성 강도 항목은 매운맛, 단맛, 짠맛, 감칠맛, 고기 누린맛

의 5개가 평가항목으로 제시하였고, 소비자의 입맛을 기준으

로 1점 “매우 약하다”부터 9점 “매우 강하다”까지 평가하도

록 하였다. 또한 시료의 좋은 점과 싫은 점은 고추장과 관련

된 선행연구자료(Lee & Chung 2012)를 참고하여 CATA

(Check-all-that-apply)용어로 제시하여 다중응답하도록 하였

다<Table 3>.

5) 통계 분석

환경요인에 따른 2종 불고기 덮밥의 기호도 및 특성 강도

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선형 모형(GLM)을 이용하여 일변량

<Table 2> Design of this study for samples

Environment Place Eating situation Social

BOOTH Laboratory Focus only on evaluation Self

VIDEO Class room Watching Video and evaluation Self

FRIEND Kitchen Talking with friends and evaluation Social

<Table 3> CATA list of attributes used to evaluate the reasons for liking and disliking 2 bulgogi (불고기) bowls

CATA Liking terms (28) Disliking terms (36)

Sensory attributes

Appearance, Color, Spicy, Sweet, Salty, 

Umani, Weak fat odor, Chili pepper paste 

flavor, Harmony of taste, Harmony of Rice & 

Pork, Pork Texture, Rice Texture, Clean taste, 

Well marinated meat, Not oily

Light color, Dark color, Week spicy, Strong spicy, Weak 

sweet, Strong sweet, Weak salty, Strong salty, Weak umami, 

Strong umami, Strong fat odor, Weak chili pepper paste 

flavor Strong Pepper paste flavor, Not harmony of Rice & 

Pork, Oily, Not harmony of taste, Dry Pork, Not chewy 

pork, Not sticky rice, Dry rice, Strange odor, Not well 

marinated meat

Thicken/Residual

Emotional attributes

Simply good, Familiar, New, Addictive, 

Mouthwatering, Satisfactory, Unique, 

Substantial, Convenient, Homemade, Natural, 

Healthy

Simply not good, Too familiar, Unfamiliar, Tired, Too much, 

Too unique, Uncharacteristic, Stimulating, Too artificial, 

Unhealthy, Don’t want to eat again, Don’t know what it is

Etc non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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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이때, 독립변수는 시료, 환

경요인, 시료·환경요인, 환경요인·패널이고, 이들 변수가

기호도 및 특성 강도에 끼치는 영향을 α=0.05 유의수준에서

판별하였다. 또한, CATA 용어로 시료의 좋은 점과 싫은 점

을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분석(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

고, 응답빈도 20% 이상인 좋은 점과 응답빈도 15% 이상인

싫은 점을 표로 정리하였다. 분산분석과 카이제곱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1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3. 요구르트의 소비자 기호도

1) 실험 대상자

소비자 패널은 평소 요구르트를 좋아하고 요구르트나 감미

료에 대한 알러지가 없는 18-29세(21.9±2.2세) 여대생 160명으

로 구성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티(www.ewhaian.com)

내 게시판을 통해 모집하였다.

2)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실험군으로 당 저감을 위해 수

크랄로오스, 스테비아 등의 대체소재를 적용한 요구르트 3종

[CNT (수크랄로오스0.006%+스테비아0.035%), SU_C (설탕

4.9%+수크랄로오스0.0035%), SU_T (설탕4.9%+스테비아

0.021%)]과 대조군으로 대체소재를 적용하지 않고 설탕(7%)

을 넣은 요구르트 SU 등 총 4종이다. 당이 첨가되지 않은

요구르트(파스퇴르 오직 우유 100%로 만든 요구르트, Lotte

foods Co., Ltd., Gangwon-do, Korea)에 시중에서 구입한

설탕(CJ Cheil Jedang Co., Incheon, Korea)과 L사로부터

제공받은 대체소재를 넣어 시료를 제조하였다.

SU는 설탕 함량 7% 요구르트이고 SU를 제외한 나머지 3종

은 설탕 대비 상대감미도를 참고하여(Knight 1994; Carakostas

et al. 2008; Han et al. 2016) 동일한 단맛이 발현하는 상대

감미도를 적용하여 제조하였다. CNT는 설탕을 넣지 않고 대

체소재인 Sucralose와 Stevia를 1:1 적용하였고, SU_C,

SU_T는 SU대비 설탕 함량을 30% 낮춰 설탕은 4.9% 첨가

하고 나머지 2.1%를 설탕대비 상대감미도 만큼 Sucralose와

Stevia를 각각 적용하였다. 시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able 4>와 같다.

3) 시료 준비 및 제시

실험 당일 오전, 당이 첨가되지 않은 요구르트에 설탕,

Sucralose, Stevia 등을 첨가하여 요구르트 4종을 제조하였다.

설탕은 믹서기에 곱게 갈아 요구르트에 잘 녹게 하였고, 설

탕 및 Sucralose, Stevia를 넣은 후 100회 이상 흔든 뒤,

3oC 냉장 보관하여 제시 직전 꺼내어 제공하였다. 모든 시료

에는 3자리 난수로 표시하였고 소비자에게 factorial을 이용

하여 시료를 제공하였다. 입가심물질로 물(Icis8.0, Lotte

chilsung beverage Co., Ltd., Chungcheongbuk-do, Korea)

과 무염크래커(Carr’s Table Water, Carr’s Of Carlisle, Ltd.,

UK)를 제공하여 이전 시료의 맛을 헹구어 내도록 하였다.

4) 평가 내용 및 절차

(1) 섭취환경

요구르트 평가를 위해, 평가환경을 달리하여 실험실의 개

인 부스에서 평가하는 그룹(BOOTH, n=53), 혼자 영상을 보

며 평가하는 그룹(VIDEO, n=54), 지인과 대화를 하며 평가

하는 그룹(FRIEND, n=53), 총 3가지 평가환경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불고기덮밥 평가환경과 동일하게 세팅하였다

<Table 2>.

(2) 평가항목

모든 패널에게 4종의 요구르트를 제공하여 설문지에 제시

된 순서대로 한가지 시료씩 맛 본 후, 기호도 및 특성 강도

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기호도 항목은 전반적인 기호도,

외관, 향, 맛과 향미, 입안감촉(식감)의 5개가 평가항목으로

제시되었고, 척도는 9점 기호도 척도를 사용하여 1점 “대단

히 많이 싫다”부터 9점 “대단히 많이 좋다”까지 평가하도록

하였다. 특성 강도 항목은 단맛, 신맛의 2개가 평가항목으로

제시하였고, 소비자의 입맛을 기준으로 1점 “매우 약하다”부

터 9점 “매우 강하다”까지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료의

좋은 점과 싫은 점은 요구르트와 관련된 선행연구자료(Kim

et al. 2016)를 참고하여 CATA (Check-all-that-apply) 용어

로 제시하여 다중응답하도록 하였다<Table 5>.

5) 통계 분석

환경요인에 따른 4종 요구르트의 기호도 및 특성 강도를

<Table 4> The information of 4 yogurts used in this study

Sample Sugar (%) Sucralose (%) Stevia (%) Sweetness potency

CNT1) - 0.006% 0.035% Sugar :1

SU_C 4.9% 0.0035% - Sucralose: 600

SU_T 4.9% - 0.021% Stevia: 100

SU 7.0% - - 　

1)CNT: sucralose 0.006%+stevia 0.035%, SU_C: sucrose 4.9%+sucralose 0.0035%, SU_T: sucrose 4.9%+stevia 0.021%)], SU: sucros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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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일반 선형 모형(GLM)을 이용하여 일변량 분

산분석(ANOVA)을, CATA 용어로 시료의 좋은 점과 싫은

점을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분석(Chi-square Test)을 실시하

였다. 자세한 통계분석 방법은 불고기덮밥과 동일하다

III. 결과 및 고찰

1. 불고기덮밥의 소비자 기호도

소비자가 3가지 다른 평가환경(BOOTH, VIDEO, FRIEND)

에서 나트륨 함량이 다른 2종의 불고기덮밥(LSB, OGB)을

맛 본 후 평가한 기호도 및 특성 강도에 대해 일반 선형 모

형을 이용하여 일변량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2종 불고기덮밥은 향 기호도(p=0.048),

매운맛 강도(p=0.012), 짠맛 강도(p=0.009)에서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고, 3가지 평가환경은 맛과 향미 기호도(p=0.013),

단맛 강도(p=0.012)에서 차이를 보였다. 평가환경과 시료의

교호작용 효과는 외관 기호도(p=0.041)에서만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다.

1) 나트륨 함량에 따른 시료의 기호도 및 특성강도

정제소금 함량을 40% 줄이고 대체소재(풍미 증진제)인

NAMINO를 적용하여 나트륨을 저감한 불고기 덮밥(LSB)과

대체소재를 적용하지 않은 일반 불고기덮밥(OGB) 2종은 향

기호도, 매운맛 강도, 짠맛 강도를 제외하고는 두 시료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체소재를 적용하

지 않은 OGB는 나트륨 저감을 위해 NAMINO를 적용한

LSB대비 매운맛과 짠맛 강도가 유의적으로 강하게 평가되

었지만 전반적인 기호도와 맛과 향미 기호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나트륨 저감에 대

한 선행 연구에서, Yamaguchi & Takahashi (1984)는 MSG

첨가 시 소금을 10% 저감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Gomes

et al. (2011)은 치즈에 들어가는 소금을 KCl로 대체 시 소금

함량을 25%까지 저감할 수 있다고 보고하여 대체소재를 적

용하여 기호도 변화 없이 나트륨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Jung et al. (2017)은 풍미증진제를 천일염에

코팅하여 제조한 저염소금을 사용할 경우, 소금을 30%까지

줄일 수 있고, Wallis & Chapman (2012)은 MSG, IMP 등

풍미보완제를 사용하면 40%까지 저감할 수 있다고 보고하

여 이번 본 실험의 저감 수준은 Wallis & Chapman (2012)

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체소재를 사용하여

나트륨 함량을 낮춘 LSB는 일반 불고기덮밥인 OGB와 전반

적인 기호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NAMINO를 사용하여 저감할 경우 현 수준의 40% 저감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시료의 좋은 점과 싫은 점에 대한 CATA 용어를 응답빈도

가 높은 순으로 선별한 결과, 응답빈도 20% 이상인 19개의

좋은 점 용어 중, 2종 불고기덮밥간 응답 빈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는 용어는 없었다. 다만, ‘매운맛’(LSB 21.2%,

OGB 18.6%), ‘고기식감’(LSB 24.2%, OGB 25.8%), ‘양념

이 고기에 잘 배임’(LSB 24.2%, OGB 26.8%), ‘친숙함’

(LSB 24.5%, OGB 26.1%), ‘든든함’(LSB 21.9%, OGB

20.3%), ‘간편함’(LSB 21.6%, OGB 22.5%)의 6개 용어는

2종 불고기덮밥에 공통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응답빈도 15%

이상인 13개의 싫은 점 용어 중, 2종 불고기덮밥간 응답 빈

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는 용어는 고기 식감과 관련된 ‘고

기 식감이 퍽퍽함’(LSB 12.4%, OGB 6.2%, p=0.008)과 ‘고

기 식감이 쫄깃하지 않음’(LSB 6.5%, OGB 2.3%, p=0.014)

이었고, LSB가 OGB대비 응답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매운

맛이 강함’(LSB 18.6%, OGB 23.5%), ‘단맛이 강함’(LSB

10.8%, OGB 11.1%), ‘자극적임’(LSB 15.7%, OGB 21.2%)

의 3개 용어는 2종 불고기덮밥에 공통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호도 및 특성 강도 평균값과 CATA 분석 결

과를 비교해보면, OGB가 LSB대비 매운맛과 짠맛 강도가 유

의적으로 강하게 평가되었으나, CATA의 싫은 점 용어에서

는 응답빈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한, LSB는 OGB

대비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식감 기호도가 조금 낮

<Table 5> CATA list of attributes used to evaluate the reasons for liking and disliking 4 yogurts

CATA Liking terms (28) Disliking terms (36)

Sensory attributes

Appearance, White, Viscosity, Sour odor, Sour, 

Milk odor, Savory flavor, Sweet, Long sweet, 

Mouth feel, Harmony of taste, Feeling throat, 

Not oily, Soft, Good aftertaste

Light color, Dark color, Week Viscosity, Strong Viscosity, 

Weak Sour odor, Strong Sour odor, Weak sour, Strong sour, 

Not good aftertaste, Weak milk odor, Strong milk odor, 

Weak Savory flavor, Strong Savory flavor, Long sweet, Not 

long sweet, Artificial sweet, Weak sweet, Strong sweet, Not 

harmony of taste, Not good Feeling throat, Oily, Not soft, 

Bitter, Stimulating, Week Viscosity (mouth feel), Strong 

Viscosity mouth feel), Strange

Emotional attributes

Just good, Familiar, New, Addictive, Usable, 

Satisfactory, Unique, Substantial, Convenient, 

Homemade, Not artificial, Healthy/good for 

intestinal health

Just not good, Too familiar, Unfamiliar, Tired, Unsatisfactory, 

Uncharacteristic, Too unique, Too artificial, Don’t want to 

eat again, Don’t know what it is, Unhealthy

Etc Non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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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데, CATA의 싫은 점 용어에서는 LSB가 OGB대비 ‘고

기 식감의 퍽퍽함’, ‘고기 식감이 쫄깃하지 않음’이 유의차

있게 응답빈도가 높아 나와 밥알보다 고기가 식감 기호도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2) 평가환경에 따른 기호도

개인부스에서 평가(BOOTH), 혼자 영상을 보며 평가

(VIDEO), 지인과 대화를 하며 평가(FRIEND)하는 3가지 평

가환경에서 2종 불고기덮밥의 5개 기호도 평균값은 <Table

7>과 같다. 식품 평가 자체에만 집중하는 BOOTH환경의 경

우, 영상을 보며 식품을 평가하거나(VIDEO), 지인과 대화를

하는(FRIEND) 환경대비 5개 기호도(전반적인, 외관, 향, 맛

과 향미, 식감) 항목 모두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BOOTH 환경은 VIDEO, FRIEND 대비 단맛이 가장 약하

고 고기 누린맛이 가장 강하게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특성으

로 인해 전반적인 기호도가 낮게 평가되었고, 맛과 향미 기

호도는 유의적으로 낮게 나왔다(p=0.013) <Table 6>. BOOTH

환경이 단맛이 약하고 고기 누린맛이 강해 기호도가 낮아졌

던 것과 반대로, FRIEND 환경은 BOOTH 대비 단맛이 강

하고 고기 누린맛이 덜해서 전반적인 기호도 및 맛과 향미

기호도가 높게 나타나, 불고기덮밥의 기호도는 매운맛, 짠맛,

감칠맛보다 단맛과 고기 누린맛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

된다. 짠맛 강도는 평가환경별로 유의차가 없는 수준이나,

FRIEND<VIDEO<BOOTH 순으로 강하게 평가되어, 불고기

덮밥 평가에만 집중한 BOOTH 환경에서 강하게 평가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평가에 집중하는 BOOTH 환경보다 VIDEO,

FRIEND 환경에서 기호도가 높게 평가되었는데, García-

Segovia et al. (2015)의 테이블 세팅과 식사장소 등 물리적

인 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 섭취 연구에서도 실험실보다 레

스토랑처럼 잘 차려지거나 일반 가정의 식탁과 같이 세팅된

환경에서 음식의 선호도와 섭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Hersleth et al. (2003)은 와

인 평가에서 통제된 실험실보다 실제 와인을 시음하는 소비

환경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최근의 VR

(Virtual Reality)을 활용한 연구에서 Torrico et al. (2020a)

은 실헐실, 실제상황, VR에 따른 와인의 수용도는 평가환경

별로 기호도 차이는 없지만, 감정적 및 감각적 용어는 다르

게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에서의 평가환경별 기

호도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3) 나트륨 저감 여부와 평가환경의 교호작용

2종 불고기덮밥의 기호도 및 특성강도 ANOVA결과<Table

6>에서 평가환경 효과는 맛과 향미 기호도(p=0.013)와 단맛

강도(p=0.012)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평가환경에 따

른 두 시료 간 차이(평가환경과 시료의 교호작용)는 외관 기

호도(p=0.041)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평가환경 요인

이 기호도 및 특성강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각 평가환경별로 나누어 시료 간 기호도 및 특성 강

도 평가 경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개인부스에서 불고기덮밥 평가에만 집중하는 BOOTH 환

경 내에서 2종 불고기덮밥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는 속성은

없지만, 나트륨 저감을 위해 대체소재를 적용한 LSB가 OGB

대비 5개 기호도 항목 모두에서 다소 높게 나왔다. 영상을

보며 평가하는 VIDEO 환경 내에서는 외관 기호도(p=0.010),

매운맛 강도(p=0.031), 짠맛 강도(p=0.023)에서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으며, 외관 기호도는 LSB가 높게, 매운맛과 짠맛

강도는 OGB가 강하게 평가되었다. 지인과 대화를 하며 평

가하는 FRIEND 환경 내에서는 OGB의 식감 기호도(p=

<Table 6>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liking and perceived intensities

of 2 bulgogi ( 불고기 ) bowls

Source of variance Attributes F-value p-value

Sample1)

Overall liking 0.035 0.852 

Appearance liking 2.630 0.107 

Odor liking 3.961 0.048*3)

Taste and flavor liking 0.174 0.678 

Texture liking 1.211 0.273 

Spicy taste 6.518 0.012*

Sweet taste 0.747 0.389 

Salty taste 7.081 0.009**

Umami 2.021 0.157 

Meaty 0.073 0.788 

Environment2)

Overall liking 2.554 0.081 

Appearance liking 0.726 0.486 

Odor liking 0.924 0.399 

Taste and flavor liking 4.505 0.013*

Texture liking 0.636 0.531 

Spicy taste 0.581 0.561 

Sweet taste 4.519 0.012*

Salty taste 0.539 0.584 

Umami 0.600 0.550 

Meaty 2.563 0.080 

Environment

·

Sample

Overall liking 0.838 0.435 

Appearance liking 3.270 0.041*

Odor liking 0.600 0.550 

Taste and flavor liking 1.009 0.367 

Texture liking 1.273 0.283 

Spicy taste 0.498 0.609 

Sweet taste 0.089 0.915 

Salty taste 0.686 0.505 

Umami 0.148 0.862 

Meaty 0.212 0.809 

1)Sample: LSB: Low Sodium Bulgogi; OGB: Original Bulgogi
2)Environment: BOOTH, VIDEO, FRIEND
3)*, **, *** indicate significance at p<0.05, p<0.01, and p<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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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1)가 유의적으로 강하게 평가되었다. 또한, 5개 특성 강

도(매운맛, 단맛, 짠맛, 감칠맛, 고기 누린맛)에서의 평가 경

향은 3가지 평가환경 공통으로 OGB가 LSB 대비 매운맛,

짠맛, 감칠맛 강도가 다소 강하게 평가되었다. BOOTH 환경

은 오직 평가에만 집중하므로 가장 예민하게 평가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VIDEO 환경에서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는 속성이 많았는데, 이는 두 시료간 차이 정도 이

외 ‘영상을 보거나’, ‘대화를 하는’ 등의 실제 음식 섭취 중

의 자연스런 동반 행동이 평가에 영향(bias)을 준 것으로 사

료된다. Hein et al. (2010)은 통제된 실험실보다 HUT (Home

use test)나 실제 식품을 소비하는 상황(Context effect)에서

시료 간 기호도 차이를 크게 평가한다고 보고하여 이에 대

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2. 요구르트의 소비자 기호도

소비자가 3가지 다른 평가환경(BOOTH, VIDEO, FRIEND)

에서 당 함량이 다른 4종의 요구르트(CNT, SU_C, SU_T,

SU)를 맛 본 후 평가한 기호도 및 특성 강도에 대해 일반

선형 모형을 이용하여 일변량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4종 요구르트는 전반적인 기호도

(p=0.000), 향 기호도(p=0.010), 맛과 향미 기호도(p=0.000),

단맛(p=0.009)과 신맛(p=0.001)강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

였고, 3가지 평가환경은 향 기호도(p=0.040)에서 차이를 보

였다. 평가환경과 시료의 교호작용 효과는 단맛 강도

(p=0.01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1) 당 함량에 따른 시료의 기호도 및 특성강도

당 저감을 위해 설탕을 넣지 않고 대체소재 Sucralose와

Stevia를 적용한 요구르트(CNT), SU대비 설탕함량을 30%

줄이고 Sucralose와 Stevia를 각각 적용한 요구르트(SU_C,

SU_T), 설탕을 넣은 일반 요구르트(SU) 4종의 기호도 및 특

성 강도 평균값은 <Table 9>와 같다. 대체소재 적용 정도와

기호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CNT (설탕 없이 대체소재

2종을 적용)<SU_C, SU_T (SU대비 설탕함량을 줄이고 대체

소재를 적용)<SU (대체소재를 적용하지 않고 설탕을 넣음)

순으로 기호도(전반적인, 외관, 향, 맛과 향미, 입안감촉)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단맛 강도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신맛 강도는 역순으로 평가되어, 대체소재 적

용 정도가 높을수록 단맛이 약하고 신맛은 강하게 평가된 점

이 기호도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소재 적용 없이 설탕 저감에 따른 요구르트의 이전 연

구에서, 설탕 함량을 30%까지 낮춘 요구르트는 소비자들에

<Table 7> Mean liking and perceived intensities1) of each bulgogi (불고기) bowl among 3 evaluation environments

Environment Sample
Liking

Overall liking Appearance liking Odor liking Taste and flavor liking Texture liking

BOOTH

 (n=51)

LSB 6.5±1.3 6.4±1.5 6.6±1.3 6.5±1.3 6.7±1.4

OGB 6.3±1.4 6.1±1.5 6.2±1.4 6.3±1.4 6.6±1.4

Mean 6.4±1.32) 6.3±1.5 6.4±1.3 6.4±1.4 6.7±1.4

VIDEO

 (n=51)

LSB 6.7±1.2 6.7±1.2*3) 6.8±1.2 6.6±1.4 6.7±1.7

OGB 6.6±1.4 6.2±1.2 6.5±1.1 6.8±1.3 6.7±1.4

Mean 6.6±1.3 6.5±1.2 6.7±1.2 6.7±1.3 6.7±1.6

FRIEND

 (n=51)

LSB 6.8±1.0 6.4±1.2 6.7±1.2 7.0±1.2 6.7±1.1

OGB 6.9±1.2 6.6±1.2 6.6±1.2 7.1±1.1 7.1±0.9*

Mean 6.9±1.1 6.5±1.2 6.6±1.2 7.0±1.2 6.9±1.0

Environment Sample
Intensity

Spicy taste Sweet taste Salty taste Umami Meaty

BOOTH

 (n=51)

LSB 6.3±1.5 5.6±1.3 5.3±1.5 5.6±1.7 4.0±1.7

OGB 6.6±1.5 5.6±1.4 5.4±1.3 5.8±1.6 3.9±1.6

Mean 6.5±1.5 5.6±1.4 5.3±1.4 5.7±1.6 4.0±1.6

VIDEO

 (n=51)

LSB 6.2±1.6 6.1±1.4 5.0±1.5 5.8±1.6 3.6±1.6

OGB 6.9±1.3* 6.3±1.1 5.4±1.4* 6.0±1.5 3.7±1.6

Mean 6.6±1.4 6.2±1.3 5.2±1.5 5.9±1.6 3.6±1.6

FRIEND

 (n=51)

LSB 6.5±1.3 5.9±1.4 4.9±1.3 5.7±1.2 3.4±1.5

OGB 6.9±1.5 6.1±1.4 5.2±1.3 6.1±1.2 3.3±1.6

Mean 6.7±1.4 6.0±1.4 5.1±1.3 5.9±1.2 3.3±1.6

1)mean±SD
2)mean score of liking and intensity in each 2 sample effect.
3)*,  indicate significance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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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Chollet et al. 2013; Torrico et

al. 2020b), 50% 낮춘 경우는 단맛 등 강도가 낮게 평가되어

기호도가 낮았다(Chollet et al. 2013). 이번 실험에서는 설탕

함량을 30% 낮추고 대체소재를 적용한 SU_T, SU_C가 설

탕만 넣은 SU와 비교 시 전반적인 기호도, 맛과 향미 기호

도, 단맛과 신맛 강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Sucralose, Stevia를 사용하여 저감할 경우,

SU_T, SU_C 수준의 30% 저감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설탕을 넣지 않고 100% 대체소재를 적용한 경우

(CNT)보다 설탕함량을 줄이고 일부 대체소재를 적용하는 것

(SU_T, SU_C)이 보다 효과적인 당 저감화의 방향으로 판단

된다.

시료의 좋은 점과 싫은 점에 대한 CATA 용어를 응답빈도

가 높은 순으로 선별한 결과 응답빈도 20% 이상인 19개의

좋은 점 용어 중, 4종 요구르트간 응답 빈도에 유의적인 차

이가 나는 용어는 ‘단맛’(CNT 18.1%, SU_C 33.1%, SU_T

31.3%, SU 40.6%, p=0.000), ‘전체적인 맛의 조화’(CNT

5.3%, SU_C 7.3%, SU_T 8.4%, SU 9.1%, p=0.020). ‘부

드러움’(CNT 7.7%, SU_C 11.6%, SU_T 12.5%, SU

11.9%, p=0.002), ‘친숙함’(CNT 4.7%, SU_C 9.2%, SU_T

9.5%, SU 8.8%, p=0.000), ‘만족스러움’(CNT 3.0%, SU_C

3.6%, SU_T 4.2%, SU 6.3%, p=0.012)이었다. 설탕을 넣지

않고 대체소재만 적용한 CNT는 SU_C, SU_T, SU대비 응

답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흰 색상’(8.4%-9.1%), ‘고소한 향

미’(14.4%-24.4%), ‘단맛’(18.1%-40.6%), ‘부드러움’(7.7%-

12.5%)의 4개 용어는 4종 요구르트에 공통으로 높게 응답되

었다. 응답빈도 15% 이상인 16개의 싫은 점 용어 중, 4종

요구르트간 응답 빈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는 용어는 ‘신내

/시큼한 향 강함’(CNT 4.1%, SU_C 2.8%, SU_T 3.1%,

SU 1.3%, p=0.014), ‘신맛/시큼한 맛 강함’(CNT 6.3%,

SU_C 3.1%, SU_T 3.0%, SU 2.5%, p=0.000), ‘단맛이 약

함’(CNT 4.2%, SU_C 2.5%, SU_T 1.7%, SU 2.5%,

p=0.033), ‘전체적인 맛의 부조화’(CNT 13.1%, SU_C

5.0%, SU_T 3.1%, SU 2.5%, p=0.000), ‘인공적임’(CNT

4.1%, SU_C 2.0%, SU_T 0.8%, SU 1.6%, p=0.000), ‘다

시 먹고 싶지 않음’(CNT 4.4%, SU_C 1.3%, SU_T 1.4%,

SU 0.9%, p=0.000)이었고, 설탕을 넣지 않고 대체소재만 적

용한 CNT는 SU_C, SU_T, SU대비 응답빈도가 높게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기호도 및 특성 강도 평균값과 CATA 분석 결

과를 비교해보면, 설탕을 넣지 않고 대체소재만 적용한 CNT

는 요구르트 4종 중, 신맛이 가장 강하고 단맛이 가장 약해

전반적인 기호도, 향 기호도, 맛과 향미 기호도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는데, CATA의 싫은 점 용어에서도 CNT의 싫은 점

으로 시큼한 향과 맛이 강하고 단맛이 약한 점이 더 많이 언

급되었다. 그 밖에 ‘전체적인 맛의 부조화’, ‘뒷맛이 깔끔하

지 않음’ 등의 용어 역시 응답빈도가 높게 나타나, 전반적인

기호도 및 맛과 향미 기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Stevia는 떫은 맛과 쓴맛 등 부정적인

감각적 특성이 발현되는 특징이 있어(Carakostas et al.

2008), 이번 실험에서 Stevia가 적용된 CNT, SU_T에서도

이와 관련된 소비자 용어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빈

도가 높게 응답된 용어는 없었다.

2) 평가환경에 따른 기호도

개인부스에서 평가(BOOTH), 혼자 영상을 보며 평가

(VIDEO), 지인과 대화를 하며 평가(FRIEND)하는 3가지 평

가환경에서의 4종 요구르트 기호도 평균값은 <Table 9>와

같다. BOOTH 환경은 사후분석결과에서 VIDEO, FRIEND

대비 신맛 강도가 가장 약하게 평가되었으나, 전반적인 기호

도 및 맛과 향미 기호도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

된다. 단맛 강도는 평가환경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앞서 진행한 불고기덮밥에서는 평가환경에 따라 맛과 향

미 기호도가 다르게 평가되어 BOOTH 환경에서 낮았던 반

면, 요구르트 평가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Elzerman

<Table 8>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liking and perceived intensities

of 4 yogurts

Source of 

variance
Attributes F-value p-value

Sample1)

Overall liking 15.167 0.000***3)

Appearance liking 1.678 0.171 

Odor liking 3.838 0.010*

Taste and flavor liking 12.910 0.000***

Mouth feel liking 2.079 0.102 

Sweet taste 3.898 0.009*

Sour taste 5.682 0.001**

Environment2)

Overall liking 1.137 0.323 

Appearance liking 1.374 0.256 

Odor liking 3.285 0.040*

Taste and flavor liking 0.335 0.716 

Mouth feel liking 0.245 0.783 

Sweet taste 0.718 0.489 

Sour taste 2.658 0.073 

Environment

·

Sample

Overall liking 1.703 0.118 

Appearance liking 0.830 0.547 

Odor liking 0.564 0.759 

Taste and flavor liking 1.007 0.420 

Mouth feel liking 1.863 0.085 

Sweet taste 2.800 0.011**

Sour taste 1.173 0.319 

1)Sample: LSB, OGB
2)Environment: BOOTH, VIDEO, FRIEND
3)*, **, *** indicate significance at p<0.05, p<0.01, and p<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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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1), King et al. (2004), de Graaf et al. (2005)

은 식품의 수용도가 식품의 유형별로 상황적, 사회적, 물리

적 환경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여 동일한 3

가지 환경조건 내에서도 불고기덮밥과 요구르트간 평가가 다

를 수 있음을 뒷받침 한다. 또한, 불고기덮밥 2종은 시료 간

감각적 특성 차이가 비교적 적었던 반면, 요구르트 4종은 시

료 간 신맛과 단맛강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시료 자

체의 감각적 특성 강도 차이에 따라 평가환경에 따른 영향

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응답빈도 순으로 선별한 CATA 용어를 평가환경

(BOOTH, VIDEO, FRIEND)별로 정리한 결과 응답빈도

20%이상인 19개의 좋은 점 용어 중, 3가지 평가환경간 응답

빈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는 용어는 ‘외관’(BOOTH 10.3%,

VIDEO 7.8%, FRIEND 4.5%, p=0.000), ‘흰 색상’(BOOTH

14.1%, VIDEO 11.3%, FRIEND 9.7%, p=0.014), ‘질감(입

안감촉)’(BOOTH 11.3%, VIDEO 7.3%, FRIEND 6.9%,

p=0.002), ‘만족스러움’(BOOTH 7.3%, VIDEO 5.3%, FRIEND

4.4%, p=0.041), ‘간편함’(BOOTH 7.5%, VIDEO 5.2%,

FRIEND 2.8%, p=0.000)이다. 식품 평가 자체에만 집중하는

BOOTH 환경은 VIDEO와 FRIEND 대비 응답빈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흰 색상’(BOOTH 14.1%, VIDEO 11.3%,

FRIEND 9.7%), ‘전체적인 맛의 조화’(BOOTH 10.6%,

VIDEO 10%, FRIEND 9.5%), ‘목넘김’(BOOTH 11.4%,

VIDEO 9.4%, FRIEND 9.2%), ‘부드러움’(BOOTH 16.6%,

VIDEO 13.9%, FRIEND 13.1%), ‘친숙함’(BOOTH 10.8%,

VIDEO 11.3%, FRIEND 10.2%)의 5개 용어는 3가지 평가

환경에 공통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응답빈도 15%이상인 16

개의 싫은 점 용어 중, 3가지 평가환경간 응답 빈도에 유의

적인 차이가 나는 용어는 ‘전체적인 맛의 부조화’(BOOTH

3.0%, VIDEO 1.9%, FRIEND 1.1%, p=0.046)와 ‘질감(입

안감촉)이 묽음’(BOOTH 5.6%, VIDEO 3.4%, FRIEND

2.3%, p=0.005)이다. 좋은 점과 마찬가지로 식품 평가 자체

에만 집중하는 BOOTH 환경은 VIDEO와 FRIEND 대비

응답빈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호도 및 특성 강도 평균값과 CATA 분석 결

과를 비교해보면, FRIEND 환경이 BOOTH, VIDEO 대비

신맛이 가장 약하게 평가되었는데, CATA에서는 신맛과 관

련된 좋은 점과 싫은 점이 유의적인 차이 있게 언급되진 않

았다. BOOTH 환경은 향기호도가 유의차 있게 높았는데, 신

향, 우유향 관련된 용어의 응답빈도는 유의차 있게 언급되지

않았다.

3) 당 저감 여부와 평가환경의 교호작용

4종 요구르트의 기호도 및 특성 강도 ANOVA결과<Table

8>에서 평가환경은 향 기호도(p=0.040)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평가환경에 따른 4종 요구르트간 차이(평가환경과 시료의 교

호작용)는 단맛 기호도(p=0.01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불고기덮밥과 마찬가지로 평가환경 요인이 기호도 및 특성

강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평가환경

별로 시료 간 기호도 및 특성 강도 평가 경향에는 차이가 있

<Table 9> Mean liking and perceived intensities1) of each yogurt among 3 evaluation environments

Environment Sample
Liking Intensity

Overall Appearance Odor Taste/Flavor Mouth feel Sweet Sour

BOOTH

 (n=53)

CNT4) 5.5±2.1c2) 6.5±1.3 6.3±1.4 5.7±2.1c 6.1±1.8 5.6±1.8b 4.8±2.2

SU_C 6.1±1.9b 6.4±1.5 6.4±1.4 6.1±1.8bc 6.1±1.9 5.7±1.6b 4.6±2.0

SU_T 6.4±1.6ab 6.6±1.4 6.7±1.3 6.5±1.6ab 6.3±1.5 6.3±1.5a 4.4±1.7

SU 6.8±1.5a 6.5±1.5 6.6±1.4 6.8±1.7a 6.3±1.3 6.0±1.4ab 4.6±2.1

Mean3) 6.2±1.83) 6.5±1.4 6.5±1.4 6.3±1.9 6.2±1.6 5.9±1.6 4.6±2.0

VIDEO

 (n=54)

CNT 5.6±1.7b 6.1±1.2ab 5.9±1.4 5.6±1.8b 5.9±1.3 5.7±1.5 5.3±1.8

SU_C 6.2±1.5a 6.0±1.3b 6.0±1.3 6.2±1.3ab 5.9±1.4 5.8±1.3 4.9±1.6

SU_T 6.4±1.5a 6.5±1.4a 6.1±1.4 6.5±1.7a 6.2±1.4 6.0±1.2 4.8±1.5

SU 6.3±1.5a 6.3±1.4ab 6.2±1.3 6.3±1.5a 6.2±1.3 5.9±1.5 5.1±1.4

Mean 6.1±1.6 6.2±1.3 6.1±1.4 6.2±1.6 6.1±1.4 5.8±1.4 5.0±1.6

FRIEND

 (n=53)

CNT 5.8±1.7b 6.2±1.4 5.7±1.4b 5.7±2.0b 5.8±1.6b 5.8±2.1b 5.9±1.7a

SU_C 6.9±1.3a 6.2±1.3 6.3±1.3a 6.7±1.5a 6.5±1.5a 6.2±1.1ab 4.8±2.0b

SU_T 6.4±1.5a 6.1±1.5 6.2±1.4ab 6.4±1.6a 5.9±1.7b 5.8±1.5b 4.9±1.8b

SU 6.6±1.7a 6.1±1.4 6.2±1.4ab 6.6±1.7a 6.2±1.5ab 6.5±1.2a 4.8±1.8b

Mean 6.4±1.6 6.2±1.4 6.1±1.4 6.3±1.7 6.1±1.6 6.1±1.6 5.1±1.9

1)mean±SD
2)mean values within a row not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alphabe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mean score of liking and intensity in each 4 sample effect.
4)CNT: sucralose 0.006%+ stevia0.035%, SU_C: sucrose 4.9%+ sucralose 0.0035%, SU_T: sucrose 4.9%+ stevia 0.021%)], SU: sucros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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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개인부스에서 요구르트 평가에만 집중하는 BOOTH 환경

은 4종 요구르트간 전반적인 기호도(p=0.000) 및 맛과 향미

기호도(p=0.001), 단맛 강도(p=0.004)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설탕을 넣은 SU와 설탕함량을 줄이고 Stevia를 적용

한 SU_T가 설탕함량을 줄이고 Sucralose를 적용한 SU_C,

설탕을 넣지 않고 Sucralose와 Stevia를 적용한 CNT보다 높

게 평가되었다. 영상을 보며 평가하는 VIDEO 환경은 전반

적인 기호도(p=0.006) 및 맛과 향미 기호도(p=0.017)에서 유

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CNT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지인

과 대화를 하며 평가하는 FRIEND 환경은 전반적인(p=

0.001), 맛과 향미(p=0.002), 입안감촉(p=0.029) 기호도, 단맛

(p=0.006)과 신맛(p=0.001) 강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다른 2가지 평가환경보다 유의적인 차이가 나는 속성이 많

았다. 신맛 강도는 CNT가 가장 강하게, 그 외 속성은 CNT

가 가장 약하게 평가되었다. 단맛과 신맛 강도 평가 양상은

3가지 평가환경 공통으로 CNT의 신맛이 강하게 평가되었다.

3가지 평가환경 공통으로 외관 및 맛과 향미 기호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BOOTH 환경은 가장 예민하게 평

가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FRIEND 환경에서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는 속성이 많았다. 이는, 불고기덮밥

과 마찬가지로 시료 간 차이 정도 이외 실제 음식 섭취 중의

자연스런 동반 행동이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Hein et al. 2010).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나트륨 및 당 저감식품의 적정 저감 정도를 확

인하고 취식환경이 저감식품 기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여 이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나트륨 저감을 위

해 정제소금 함량을 40% 줄이고 대체소재인 NAMINO를

적용한 불고기덮밥은 일반 불고기덮밥과 전반적인 기호도에

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풍미 증진 대체소

재인 NAMINO를 사용하여 저감할 경우, 본 실험 수준의

40% 저감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종 불고기덮밥

공통으로 ‘매운맛’, ‘고기식감’, ‘양념이 고기에 잘 배임’, ‘친

숙함’, ‘든든함’, ‘간편함’이 높게 응답되어 해당 CATA 용어

가 불고기덮밥의 일반적인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

환경 요인이 불고기덮밥 기호도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으

나 BOOTH환경의 경우, VIDEO, FRIEND 환경대비 5개

기호도 항목 모두에서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평가에만 집중

하는 BOOTH환경이 가장 예민할 것 이라는 예상과 달리

VIDEO환경에서 두 시료 간 차이를 크게 평가하여, 평가 이

외 수반된 동반 행동이 평가 경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

단된다.

다음으로, 당 저감을 위해 설탕 함량을 30% 줄이고 대체

소재인 Sucralose와 Stevia를 각각 적용한 요구르트 2종은 설

탕만 넣은 일반 요구르트와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감미료 대체소재인 Sucralose,

Stevia를 사용하여 저감할 경우, 본 실험 수준의 30% 저감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4종 요구르트 공통으로 ‘흰

색상’, ‘고소한 향미’, ‘단맛’, ‘부드러움’이 높게 응답되어 해

당 CATA 용어가 요구르트의 일반적인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환경 요인이 요구르트 기호도에 미친 영향은 크

지 않았으나 VIDEO환경의 경우, BOOTH환경대비 5개 기

호도 항목 모두에서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불고기덮밥

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식품의 유형(식사대용 메뉴 vs 음

료, 디저트 메뉴)이 다르고 시료 간 차이 정도가 달랐던 부

분이 그 이유로 사료된다. 평가에만 집중하는 BOOTH환경

이 가장 예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FRIEND환경에서 두

시료 간 차이를 크게 평가하여, 평가 이외 수반된 동반 행동

이 평가 경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저감식품 개발을 위해서는 나트륨이나 당의

단일 함량 감소보다 대체소재를 적용하여 저감하는 것이 효

과적임을 확인하였고, 평가환경에 따라 평가 경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품에 대한 평가는 식품 자

체의 감각적 특성 이외 외부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이와 관

련된 다양한 인자를 확보 및 검증한다면 보다 명확하게 영

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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