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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한국식 소스를 이용한 닭강정의 관능적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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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sensory characteristics and cross-cultural consumer acceptability of sweet crispy chicken
(Dakgangjeong) prepared with six types of Korean-style sauces among Korean and Chinese consumers. The main
ingredient(s) of each sauce was soy sauce (SOY), Japanese apricot extract and soy sauce (JASOY), gochujang (SPICY),
minced garlic (GARL), and ketchup (KET-I and KET-II); KET-I and KET-II were modified to possess ethnic Korean
flavors. In general, Korean and Chinese consumers preferred all types of Dakgangjeong, except for GARL and SPICY,
respectively. Least preferred products of each country had the lowest familiarity rating among consumers of the respective
countries. Similar to previous studies, these results showed that familiarity i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consumer
preference in a cross-cultural context. Particularly, it was found that higher familiarity of the product was not found to
influence consumer to like a product, but rather low familiarity seemed to affect consumers to reject a product.

Keywords: cross-cultural comparison, ethnic Korean flavor, consumer acceptability, CATA reasons of liking and disliking,
Dakgangjeong (sweet crispy chicken)

서 론

각 나라를 대표하는 고유음식(ethnic food)은 외식산업의 새로

운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한식을 세계화하기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한식 세계화와 관련되어 많은 노력

들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한식 세계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

로 이미 세계화에 성공한 사례들(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에 국

한되어 반복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1-5).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한식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

이 요구된다(6-8).

한식의 성공적인 세계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고유한 향미(ethnic flavor)를 타문화권의 소비자들이 쉽

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의 형태나 조리방식에 적용하여 발전

시키는 방법이 있다. Choi 등(9)은 다른 문화권에 한 나라의 고

유한 향미를 소개하고자 할 때에는 제품의 새로움과 익숙함에 대

한 적당한 균형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고유음식에 대

한 교차문화 연구의 경우, 타 문화권 소비자들은 익숙한 향미나

텍스처 특성을 지닌 제품에 대해 좋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9-12). 이미 몇몇 나라는 개성적인 조합의 양념장이

나 소스(카레, 데리야키, BBQ 등)를 통해 해당 나라의 특징적인

요리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9). 또한 몇몇 한식 세

계화 연구는 불고기나 비빔밥과 같은 완성된 제품의 형태가 아

니라, 샐러드 드레싱, 소스 및 음료에 한국적인 향미를 적용하여

교차문화적 소비자 기호도 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한국과 미국

소비자의 한국식 향미에 대한 기호도의 차이를 파악한 바가 있

다(9,10).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서, 특히 외식산업의 시장 규모가

최근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외식산업의 매출액은 2000년

이후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약 450조원

(2조 5392억 위안) 규모의 시장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015년까

지는 두자리 수 이상의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13). 따라서 중

국의 외식 시장은 산업화의 대상으로 큰 각광을 받고 있으며(2-

3), 국내 업체들도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

고 있다. 그러나 아직 중국인의 입맛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뒷

받침되지 않아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국내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식의 성

공적인 중국 시장에의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인의 기호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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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소스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한국 및 중국 소비자의 기호도

및 기호유도인자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 소비자가 쉽

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의 형태나 조리 방식을 이용하면 한국

적인 고유의 향미에 대한 중국인의 기호도에 대해 보다 쉽게 이

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본 실험에서는 닭강정을 이용하여 실

험을 수행하였다. 닭강정은 닭고기를 작게 토막을 내어 튀긴 후

양념장에 조려내거나 볶아내는 한국 음식인데, 닭강정과 유사한

조리 방법을 사용하는 sweet and sour chicken과 같은 제품이 대

표적인 중국 음식으로 알려져 있으며(14) 중국 소비자는 돼지고

기 다음으로 닭고기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15) 본 실험 목적을

위해 적합한 형태의 제품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닭강정을 이용하여 다양한 한국식 소스 및 향미에 대한 한국 및

중국 소비자의 기호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닭강정 시료는 향미가 다양한 6종의 소스를

이용하여 제조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한국식 소스는 주재료로 맥

아물엿과 고추장을 이용한 소스 1종(SPICY), 메실엑기스와 간장

을 이용한 소스 1종(JASOY), 맥아물엿과 간장을 이용한 소스 1

종(SOY) 및 물엿과 다진마늘을 이용한 소스 1종(GARL)이었다.

또한 중국인이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토마토 케첩에 간장, 다

진마늘 및 고추가루 등의 재료와 혼합하여 한국식으로 만든 소

스 2종(KET-I 및 KET-II)을 포함하였다. KET-II를 제외한 모든 소

스는 C 회사에서 제조하여 공급받았으며, KET-II는 서울의 대형

마트에서 구입하여 C회사로부터 공급받았다. 닭튀김은 C회사에

서 제조한 후 밀봉하여 냉동한 것을 제공 받았다. 닭튀김은 제공

받은 후 사용 전까지 냉동보관하였으며, 보관된 닭튀김은 약 두

달 안에 모두 소비하였다. 모든 소스는 냉장보관(4±2oC)하였으

며, 시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묘사분석을 이용한 닭강정의 관능적 특성 평가를 위한 시료

준비 및 제시

닭강정은 가열한 소스에 닭튀김을 섞어주어 제조하였다. 우선

냉동 보관(−18±2oC)하던 닭튀김을 해동한 후, 카놀라기름 2 L를

넣고 160±5oC로 예열시킨 튀김기(FR402373, Tefeal, Haute-Savoie,

France)에 300 g씩 넣고 4분 30초간 저어가면 조리하였다. 튀긴

닭은 기름받이에 펼쳐 식힌 뒤, 일정한 크기(2×2×2 cm, 약 5 g)로

잘라 성형하였다. 또한, 냉장 보관했던(4±2oC) 닭강정 소스는 미

리 꺼내어 두 시간 동안 실온 상태에 놓았다가 133 g을 냄비(18

cm, Tefal, France)에 넣은 후, 핫플레이트(THL, 1597, Rommels-

bacher Elektrohaus gerate GmbH, Dinkelsbuhl, Germany)를 이용

하여 고온의 화력(화력 12 중 10)에서 2분 30초간 저어주며 가

열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열한 소스에 준비된 닭튀김 200 g을 넣

고 소스가 닭튀김에 잘 입혀질 수 있도록 섞어주면서 닭강정 시

료를 준비하였다.

준비된 닭강정 시료는 준비 직후 적외선 램프(Infrared ray lamp,

Kukdo Lamp, Seoul, Korea) 아래에 놓아 온도를 유지하였으며,

시료 제시 시 항온기(50±2oC; 1L-21A, Low temp incubator, Jeio-

tech Co. Ltd., Daejeon, Korea)에서 예열시킨 사각 사기그릇(6×8

cm)에 5조각(약 25 g)씩 담아 제시하였다. 각 시료 용기에는 검사

물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난수표에서 선택한 세자리 숫자

를 기입하였으며, 시료는 랜덤한 순서로 제시되었다. 또한 시료

를 평가하는 사이에 입헹굼을 위하여 가래떡(두께 1 cm)과 온수

(40±2oC)를 뱉는 컵과 함께 제시하였다. 평가 시에는 냄새가 나

지 않는 스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 젓가락을 함께 제공하였다.

묘사분석 패널 선정 및 훈련

향미가 다양한 닭강정의 관능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화

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 대학원생 중 묘사분석에 경험이 있는 4

명과 묘사분석에 참여 의지가 있으며 패널 선정 검사를 통과한

4명을 합하여 총 8명을 최종 패널로 선발하였다. 패널 선정 검사

는 묘사분석에 대한 훈련 경험이 없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5가지

맛(단맛, 짠맛, 신맛, 쓴맛 및 MSG맛)에 대한 기본 맛 인지검사

및 순위 검사를 실시하였다.

닭강정의 묘사분석을 위한 패널 훈련은 한 주당 3-4회씩 약 3

개월간 이루어졌으며, 매 회 훈련에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이었

다. 훈련 초기단계에서는 6종의 닭강정 시료의 관능적 특성을 표

현하는 용어들을 개발하였다. 또한 시료 평가에 적합한 용기, 1

회 맛보는 시료의 양, 맛 보는 방법 및 입헹굼 방법 등을 포함

한 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토의하고 결정하였다. 훈련 후반

부에서는 묘사 용어와 정의를 확립하였으며, 각각의 용어에 대하

표준물질을 선정하였다(Table 2). 패널들은 시료들을 비교 평가하

도록 훈련되었으며, 훈련은 패널요원들이 평가방법 및 시료의 특

성에 대해 익히고 비교적 재현성있는 결과를 보일 때까지 진행

되었다. 패널 수행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습세션을 통해 6종의

닭강정에 대해 3회 반복 평가한 결과에 대해 R statistical system

Table 1. Sample information of 6 Dakgangjeong sauces used in the study

Samples Ingredients1) Other features

KET-I
Barely syrup (45%), tomato ketchup (25%), purified water (24.1%), sugar (9%), dark soy sauce (7%), minced 
garlic (4%), SNS-2, soybean oil, refined rice wine, vinegar, chili powder, salt

KET-II
Barely syrup (49%), purified water (24.1%), tomato ketchup (20%), sugar (9%), dark soy sauce (7%), minced 
garlic (4%), SNS-2, soybean oil, refined rice wine, vinegar, salt

Commercial
product

SPICY
Barley syrup (47%), gochujang (27%), purified water (24.1%), sugar (9%), dark soy sauce (8%), onion puree 
(3%), SNS-2, soybean oil, refined rice wine, vinegar, chili powder, salt

SOY
Barley syrup (45%), soy sauce (25%), purified water (24.1%), sugar (9%), dark soy sauce (7%), minced garlic 
(4%), SNS-2, soybean oil, refined rice wine, vinegar, salt

JASOY
Plum extract (45%), soy sauce (25%), purified water (24.1%), sugar (9%), dark soy sauce (7%), minced garlic 
(4%), SNS-2, soybean oil, refined rice wine, vinegar, salt

GARL
Corn syrup (40%), purified water (39.2%), minced garlic (10%), SNS-2 (4.5%), salt (3%), black pepper, garlic 
powder, caramel

1)Minor ingredients are not listed with the exact proportion of the ingredient used in the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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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R Development Core Team, 2011)의 FactoMineR 1.13

(16) 패키지를 이용하여 패널요원 수행력 검사(Panelist performance

test)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패널 훈련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

는지 확인하였으며, 대부분의 패널요원과 점수가 크게 다르거나

시료의 특성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패널요원에게는 평가수행력

이 저조한 특성 강도에 대한 개념을 인지시키고 이해도를 높이

기 위해 개별적으로 보충훈련을 실시하였다.

묘사분석 평가 내용 및 절차

각 특성의 평가는 외관, 향미 및 텍스처의 순으로 수행되었으

며, 패널들은 한 시료의 모든 관능적 특성을 평가한 후 다음 시

료를 평가하는 monadic절차를 이용하였다. 특성 평가시 패널 요

원들은 제시된 스테인레스 스틸 젓가락을 이용하여 시료 한 조

각을 맛 보고 각 특성의 느껴지는 강도를 주어진 척도 상에 표

시하도록 하였다. 사용된 척도는 16점 항목척도(0-15점)로 사용하

Table 2. Definitions and reference samples of the descriptive attributes

Attributes Definitions Reference samples

Brown color Intensity of brown color of sauce Color strip

Red color Intensity of red color of sauce Color strip

Gloss Reflective property of sauce 30g of corn syrup boiled at medium heat for 2 min

Sweet taste Fundamental taste sensation of which sucrose is 
typical

0.7% sodium chloride (Duksan Pure Chemical Co., Ltd., Ansan, 
Gyeonggi-do) solution

Salty taste Fundamental taste sensation of which sodium 
chloride is typical

5% sucrose (Duksan Pure Chemical Co., Ltd., Ansan, Gyeonggi-do) 
solution

Sour taste Fundamental taste sensation of which citric acid is 
typical

0.1% citric acid (Duksan Pure Chemical Co., Ltd., Ansan, Gyeonggi-
do) solution

Bitter taste Fundamental taste sensation of which caffein and 
quinine is typical

0.03% caffeine (Duksan Pure Chemical Co., Ltd., Ansan, Gyeonggi-
do) solution

MSG taste Fundamental taste sensation of which monosodium 
glutamate is typical

1% MSG (Duksan Pure Chemical Co., Ltd., Ansan, Gyeonggi-do) 
solution

Soy sauce Aromatics associated with boiled soy sauce 5 g of soy sauce (Sempio Corp., Seoul, Korea) boiled with 20 g of sauce

Gochujang Aromatics associated with Gochujang 5 g of gochujang (Daesang Co., Sunchang, Jeonranam-do, Korea) 
mixed with 20 g of sauce

Tomato Aromatics associated with cooked tomato Whole tomato (Hunt’s whole peeled tomato, Conagra foods, U.S.A) 
cooked at medium heat for 15 min

Green onion Aromatics associated with cooked green onion 3 g of minced green onion (Lotte Mart Store, Seoul, Korea) cooked 
with 20 g sauce

Onion Aromatics associated with cooked onion 5 g of minced onion (Lotte Mart Store, Seoul, Korea) cooked with 
20 g of sauce

Garlic Aromatics associated with cooked garlic 3 g of minced garlic (Pulmuone, Umsung, Chungcheong-buk-do, 
Korea) cooked with 20 g of sauce

Ginger Aromatics associated with cooked ginger 3 g of minced ginger (Lotte Mart Store, Seoul, Korea) cooked with 
20 g of sauce

Black pepper Aromatics associated with black pepper 1 g of grinded black pepper (Kirkland Whole Tellicherry peppercorn, 
Costco Wholesale Corp., U.S.A) mixed with 20 g of sauce

Japanese apricot Aromatics associated with Japanese apricot 10 g of Japanese apricot syrup (Kookje Food, Gyeonggi-do, Korea) 
mixed with 20 g of sauce

Caramel Aromatics associated with caramel color additive 1 g Caramel color additive (Buma Food, Bucheon, Gyeonggi-do, 
Korea) mixed with 20 g of sauce

Fried chicken breast Aromatics associated with fried chicken breast in oil 8 pieces of chicken breast (2 g each, Harim, Iksan, Jeonrabuk-do, 
Korea) fried for 2 min using canola oil in 170-180oC

Fried batter Aromatics associated with fried flour in oil 70% flour (Cheiljedang Corp., Yangsan, Gyeongsangnam-do, Korea) 
dough 20 g, fried for 4 min using canola oil in 170-180oC

Burning Chemical burning sensation on tongue or in the mouth 1 g of gochujang (Daesang Co., Sunchang, Jeonranam-do, Korea)

Stickiness to lips The degree to which sauce of sample adheres to the lips*Weak: Juice of a cherry tomato (Local supermarket, Seoul, Korea)

*Strong: 50 g rice syrup boiled at medium heat for 2 min

Crispness The noise with which surfaces of sample break when 
chewed with the molar teeth

*Weak: 1.5 cm square of brownie (Orion Co., Seoul, Korea)
*Strong: 1 tsp of cereals (Frosted Flakes, Kellogg Sales Co., MI, USA)

Viscosity The degree not to flow from the spoon *Weak: 1 tsp of Distilled water 
*Strong: 1 tsp of rice syrup (Daesang Co., Osan, Gyeonggi-d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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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0점은 해당 특성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1점에서 15점

으로 갈수록 특성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나타내었다. 한 시료의

평가가 끝난 후, 이전 시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

시된 가래떡으로 우선 입가심을 한 뒤 제시된 온수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입을 헹구도록 하였다. 평가하는 동안 패널들은 이전

시료에 대한 점수를 고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이전 시료를

다시 맛볼수는 없도록 하였다. 평가는 칸막이가 설치된 개인 검

사대의 형광등 아래에서 수행되었다. 시료의 평가는 이틀에 걸쳐

오전 10시 30분 및 오후 6시에 총 4회 반복하여 수행되었으며,

각 평가에 소요된 시간은 약 40분이었다. 패널들은 평가 1시간

전부터 물 이외의 음료나 음식물의 섭취를 피하도록 하였으며,

향수를 포함해서 향이 강한 화장품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였다.

닭강정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의한 시료 준비 및 제시

소비자 조사를 위한 닭강정 시료는 앞의 묘사분석에서 사용된

시료와 동일한 조리방식으로 준비되었다. 조리된 닭강정 시료는

3조각(약 15 g)씩 폴리스틸렌 용기(지름 7 cm, 높이 4 cm)에 담겨

져 소비자 패널에게 제공되었다. 각 시료 용기에는 검사물에 대

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난수표에서 추출한 세자리 숫자를 표기

하였으며, 시료는 윌리엄라틴정방설계(William Latin Square

Design) (17)에 따라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었다. 평가를 위해 일

회용 포크가 각 시료 별로 제시되었으며, 입헹굼을 위한 실온

(20±2oC)의 정수도 함께 제공하였다.

소비자 패널 선정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닭강정에 대한 기호도 방향

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인 84명(연령 19-58; 남자 16명, 여자

68명) 및 중국인 70명(연령 18-49; 남자 43명, 여자 25명)을 대상

으로 소비자 검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인 및 중국인 소비자는 각

각 서울 및 북경 지역에서 모집하였다. 직업군의 경우, 한국 소

비자는 학생과 가정주부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

하였으며, 중국 소비자는 회사원이 67% 이상의 비율로 주를 이

루었다. 한국인의 소비자 검사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수행하였고 중국인의 소비자 검사는 북경 시내의 카페에서 실시

되었다.

소비자 조사 평가 내용 및 절차

닭강정 제품에 대한 소비자 조사는 시료를 맛 본 후 각 시료

에 대한 기호도에 대해 응답하는 기호도 설문을 이용하여 진행

되었다. 시작 전 패널들에게 검사에 대한 진행 순서, 평가방법과

입 헹굼 방법, 평가항목 및 척도 사용방법, 평가 시 주의사항 등

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중국 소비자의 경우, 닭강정에 대해 설

명하기 위해 한국식 sweet crispy chicken으로 안내하였다. 평가

시, 패널들은 제시된 시료를 맛보고 각 시료의 전반적인 기호도,

외관 기호도 및 향미 기호도에 대해 15점 항목 척도를 이용하여

(1, 대단히 많이 싫어한다; 8, 좋지도 싫지도 않다; 15, 대단히 많

이 좋아한다)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료의 익숙한 정도를 15

점 항목 척도를 이용하여(1, 전혀 익숙하지 않다; 15 대단히 많

이 익숙하다) 척도상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시료

에 대한 좋아하는 이유 및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check-all-that-

apply (CATA)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9,10). 좋아하

는 이유는 18가지 항목(외형, 단맛, 짠맛, 신맛, 우마미, 매운감각,

간장향미, 후추향미, 마늘향미, 고추장향미, 익힌토마토 향미, 양

파향미, 물엿향미, 조화로운 향미, 풍부한 향미, 순한 향미, 친숙

한 향미 및 소스의 점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싫어하는 이유에 대

한 항목 역시 18가지 항목(외형, 단맛, 짠맛, 신맛, 우마미, 매운

감각, 간장향미, 후추향미, 마늘향미, 고추장향미, 익힌토마토 향

미, 양파향미, 물엿향미, 조화롭지 않은 향미, 강한 향미, 순한 향

미, 이취 및 소스의 점성)으로 구성되었다. 소비자 검사원들은 한

시료의 평가가 끝나면 손을 들어 다음 시료를 제공받았고, 시료

사이에는 물(20±2°C)로 입을 헹구도록 지시받았다. 모든 설문지

는 한글로 작성된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중국 소비자 검사에

서는 현지인에 의해 번역되어 작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소비자가 평가에 소요한 시간은 약 40분이었다.

통계분석

묘사분석 결과는 닭강정 시료간에 전체적인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를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관능적 특성에 대한 시료 간

의 유의적(p<0.05)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유의적인 시료 효과를 나타

낸 특성에 대한 사후분석으로 던칸의 다중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여 어느 시료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

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á=0.05). 또한 각 시료와 관능적 특성간

의 관계를 요약하여 나타내기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

nent Analysis, PCA)을 수행하였다. 이때, 묘사분석을 통해 도출

된 닭강정의 관능적 특성과 소비자 기호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관능적 특성들을 능동변수(active variable)로 지정하고,

각 국가별 소비자 기호도 및 익숙한 정도 항목을 보조변수

(supplementary variable)로 지정하여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비자 조사에서 수집된 기호도 항목들과 시료의 익숙한 정도

에 대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평가 점수는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두

나라 간 평가 경향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또한 기호도 항목들과

시료의 익숙한 정도에 대해 각 국가별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시

료 간 유의적(p<0.05)인 차이를 검정하였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 (α=0.05) 를 통해 평균 간의 차이 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시료의 좋아하는 이유 및 싫어하는 이유에 대한 CATA 응

답에 대해서는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XLSTAT for windows 14.0 (Addinsoft, France)

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묘사분석을 통한 다양한 한국식 소스를 적용한 닭강정의 관능

적 특성

다양한 한국식 소스 6 종류를 이용한 닭강정에서 개발된 24가

지 특성들의 강도에 대하여 각 시료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주성

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제 1 주성분(PC 1)과 제

2 주성분(PC 2)은 각각 76.09% 및 13.41%를 설명하여, 총 변동

의 89.50%를 설명하였다. 각 특성들이 주성분에 대해 부하된 양

상을 보면, PC 1의 양(+)의 방향으로 갈색정도, 짠맛, 간장 향미

및 카라멜 향미가 강하게 부하되었으며, 음(−)의 방향으로는 붉

은정도, 고추장 향미, 토마토 향미, 소스의 점성 및 입술부착성의

특성들이 강하게 부하되었다. PC 2에 대해서는 양(+)의 방향으로

쓴맛 및 마늘 향미가, 음(−)의 방향으로 단맛 및 튀긴 닭가슴살

향미가 높게 부하되었다.

시료들을 특성과 관련지어 요약해 보면(Fig. 1, Table 3), PC 1

의 양(+)의 방향으로 높게 부하된 SPICY, KET-I 및 KET-II 시료

들은 공통적으로 붉은 정도, 입술부착성 및 소스의 점성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SPICY, KET-I 및 KET-II의 주재료로 이용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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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장 및 케첩은 모두 붉은 색을 띄어 닭강정의 높은 붉은 정도

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시료의 입술부착성 및 소스의 점성

의 경우, SPICY, KET-I 및 KET-II 시료들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시료들은 모두 맥아물엿 및 설탕의 비율이 높은 시료들로

서, 해당 재료들은 시료의 입술 부착성 및 점성에 기여했을 것으

로 보인다. 한편, SOY 시료 역시 앞의 시료들과 유사한 수준의

맥아물엿 및 설탕이 이용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입술부착성 및 소

스의 점성이 낮게 나타나, SPICY, KET-I 및 KET-II 시료들의 주

재료인 케첩과 고추장이 높은 입술부착성 및 소스의 점성에 함

께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고추장을 주재료로 이용한 SPICY의 경우, 위의 특성 외에도

PC 2의 양(+)의 방향으로 높게 부하되어 추가적으로 고추장 향

Fig. 1. Principal component (PC) loadings of the sensory attributes and samples with Korean and Chinese consumers’ liking and
familiarity as supplementary variables for dimension 1 and 2. Abbreviations for supplementary variables: K, Korean consumers; C, Chinese
consumers; OVERALL, overall liking; APP, Appearance liking; FLAVOR, Flavor liking; FAMILIAR, familiarity

Table 3. Mean intensity scores1) of sensory attributes

Attributes KET-I KET-II SPICY SOY JASOY GARL

A2) Brown color 1.71d 1.75d 1.75d 11.22a0 4.94c 9.00b

Red color 10.72a0 10.69a0 9.25b 0.53c 0.47c 0.94c

Gloss 9.03b 10.00a0 8.25b 8.44b 6.97c 4.59d

T Sweet 8.34a 8.16a 4.72b 8.97a 8.16a 5.13b

Salty 4.09d 4.59d 4.47d 8.00b 7.03c 9.03a

Sour 4.97a 4.72a 02.22bc 2.06c 2.84b 02.75bc

Bitter 2.09b 2.34b 4.34a 4.31a 1.94b 4.75a

MSG 4.19c 4.28c 4.25c 6.06b 4.63c 6.88a

F Soy sauce 0.16d 0.19d 0.13d 9.03a 6.75b 5.78c

Gochujang 4.84c 6.16b 9.50a 0.00d 0.00d 0.00d

Tomato 8.28a 7.22b 3.31c 0.09d 0.03d 0.03d

Green onion 5.19b 05.81ab 06.13ab 06.09ab 4.06c 6.38a

Onion 5.09a 5.88a 5.25a 5.31a 3.91b 5.50a

Garlic 3.72c 4.00c 5.53b 5.16b 3.72c 6.75a

Ginger 1.97c 02.44bc 2.72b 2.69b 3.44a 02.50bc

Black pepper 1.00d 1.16d 1.84c 3.78b 0.94d 8.50a

Japanese apricot 2.84b 2.94b 1.75c 4.75a 4.09a 2.59b

Caramel 0.72c 0.56c 0.25c 6.91a 3.25b 3.88b

Fried chicken breast 5.13b 5.16b 3.22c 5.25b 7.06a 4.44b

Fried batter 4.63b 4.59b 3.03c 4.31b 6.19a 4.97b

M/T Burning 3.22c 4.94b 11.16a 0.47e 0.00e 1.28d

Stickiness (on lips) 8.22a 8.97a 8.22a 5.41b 4.34b 4.66b

CrispinessNS3) 5.280 6.060 6.100 5.470 6.630 5.160

Viscosity 9.78a 7.41b 9.97a 3.19d 2.25e 4.31c

1)Means of 4 replicates from the 8 panelists: mean values within a row not sharing a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A, Appearance; T, Taste; F, Flavor; M/T, Mouthfeel/Texture
3) NSindicates a variable that showed no significant produc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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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및 매운 감각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추장은 고춧가루,

소금, 찹쌀, 메주 등을 섞어 발효시킨 식품으로(18,19), 고추장의

가장 큰 관능적 특성은 고춧가루에서 기인한 매운맛으로 알려져

있다(20). 따라서 SPICY의 강한 매운 감각은 고추장에 의한 영

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맥아물엿과 케첩을 주재료로 이용한

KET-I 및 KET-II는 관능적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시

료들은 PC 2의 음(−)의 방향으로 부하되어 PC 1의 양(+)의 방향

을 주로 설명하는 특성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윤기, 단맛, 신맛 및

토마토 향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시료의 강한 단맛과 신

맛은 토마토가 원료인 케첩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토마토

케첩은 토마토 농축액과 설탕, 식초, 소금 및 다양한 양념/향신료

를 첨가하여 제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21), 본 연구에서 토마토

케첩을 이용한 제품들에서 특징적으로 단맛과 신맛이 강하게 나

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PC 1의 음(−)의 방향으로 높게 부하된 GARL, SOY 및 JASOY

의 경우(Fig. 1, Table 3), 공통적으로 갈색정도, 짠맛, 카라멜 향

미 및 간장향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시료들은 케첩이

나 고추장을 주재료로 이용한 KET-I, KET-II 및 SPICY 시료들과

달리 붉은 색상에 기여하는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

대로 갈색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카라멜 향미의 경

우, GARL에 카라멜이 원료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짠맛의 경우, GARL

은 정제염의 함량이 3%로 다른 시료들에 비해 높아, 짠맛이 강

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SOY 및 JASOY는 간장이 주재료로

포함되어 있는데, 간장은 약 12.0% 이상의 소금이 포함되어 있

어(22), 간장이 많이 함유된 소스를 이용한 닭강정에서 짠맛 강

도가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물엿과 마늘을 주재료로 이용한 GARL의 경우, 강한 짠맛 특

성 외에도 PC 2의 양(+)의 방향으로 높게 부하되어 추가적으로

갈색정도, 마늘 향미 및 후추향미가 높게 나타났다. 해당 시료는

마늘이 주재료여서 마늘향미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시료에서

는 사용하지 않은 흑후추를 사용하여 강한 후추 향미를 보인 것

으로 보인다. 매실 추출액과 간장을 주재료로 사용한 JASOY 시

료는 짠맛 특성 외에도 PC 2의 음(−)의 방향으로 높게 부하되어

단맛, 매실 향미, 튀긴 닭가슴살 향미 및 튀긴 밀가루 향미가 강

하게 나타났다. 메실 엑기스의 제조시 매실과 설탕을 섞은 후 숙

성시켜 제조하기 때문에(23,24), 메실 엑기스를 주재료로 이용한

JASOY의 경우 강한 단맛 및 매실 향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JASOY 시료의 경우 나머지 시료들에 물엿이나 맥아물엿을

40% 이상 이용한 것과 달리, 물엿 혹은 맥아물엿이 전혀 이용되

지 않아, 소스의 코팅력에 있어 다른 시료들과 차이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JASOY의 경우, 소스의 점도가 다소 약

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튀긴 닭가슴살 향미 및 튀긴 밀가루

향미가 다른 시료들에 비해 다소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으로 맥아물엿과 간장을 주재료로 이용한 SOY 경우, 짠맛 특성

외에도 갈색 정도, 단맛, 간장 향미, 매실 향미 및 카라멜 향미가

강하게 나타났다.

닭강정에 대한 교차문화적 소비자 기호도

닭강정 시료에 대한 기호도 및 익숙한 정도 평가에 있어 한국

과 중국 소비자의 평가 경향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소비자 조사

결과에 대해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반적

인 기호도, 향미 기호도 및 익숙한 정도에 대해 시료와 국가 간

의 상호작용이 유의적(p<0.05)으로 나타나, 국가별로 좋아하거나

익숙하게 생각하는 시료가 달랐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외관

기호도에 있어서는 시료와 국가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적으

로 나타나지 않아 (p>0.05), 두 나라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닭

강정의 외관에 대한 경향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나라별 소비자 조사 결과에 대해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Table 5), 한국 소비자의 경우, 전반 기호도, 외관 기호도, 향미

기호도 및 익숙한 정도 항목 모두에서 시료에 따른 유의적(p<0.05)

인 차이를 나타냈다. 소비자의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Table 5), 한국 소비자의 경우 KET-II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유의적인(p<0.05) 차이 없이

SPICY, KET-I 및 SOY 제품들을 선호하였다. 반면, GARL을 유

의적(p<0.05)으로 크게 비선호하여, 한국 소비자는 다진 마늘을

이용한 닭강정 제품을 비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향미

기호도 및 익숙한 정도에 있어, 전반적 기호도 평가 경향과 유사

한 양상을 보여, 한국 소비자는 케첩을 주재료로 이용한 KET-I

과 KET-II 및 고추장을 주재료로 이용한 SPICY에 대한 향미 기

호도 및 익숙한 정도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반면, 다

진마늘을 주재료로 이용한 GARL에 대해서는 향미 기호도 및 익

숙한 정도에 대한 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다진 마늘을 주재료로

하는 닭강정 소스는 한국 소비자에게 있어 다소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시료임을 짐작할 수 있다. 외관 기호도의 경우, 한국 소

비자들은 KET-I 및 KET-II 및 SPICY 시료들을 유의적으로 선호

하였으며, GARL, JASOY, 및 SOY 시료들을 유의적으로 비선호

하였다. 묘사분석 결과를 보면(Table 3), KET-I 및 KET-II 및

SPICY는 붉은 정도가 강한 시료였으며, GARL, JASOY, 및 SOY

는 갈색 정도가 강한 시료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소비

자의 닭강정 시료에 대한 외관 기호도는 외관 특성 중 특히 시

료의 색상에 영향을 맣이 받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중국 소비자 조사 결과에 대해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Table

5), 외관 기호도 및 향미 기호도에 있어 시료에 따른 유의적

(p<0.05)인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 기호도 및 익숙한 정도에 대해

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전반 기호도에

있어 시료 간의 차이는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케첩을

주재료로 하는 KET-I 과 KET-II 시료들 및 간장을 이용한

Table 4. F-values and p-values1) associated with effect of sample, country, and sample×country on consumer acceptability and
familiarity scores

Sample Country Sample×Country

F-value p-value F-value p-value F-value p-value

Overall liking 6.131 <0.0001 58.326 <0.0001 2.615 0.023

Appearance liking 8.747 <0.0001 57.097 <0.0001 1.522 0.180

Flavor liking 5.017 <0.0001 75.886 <0.0001 6.683 <0.0001

Familiarity 13.966 <0.0001 50.283 <0.0001 9.591 <0.0001

1)Bold entries indicate significance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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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Y 및 SOY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반적 기호도 점수를

부여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다진 마늘을 주재료로 한 GARL

및 고추장을 주재료로 한 SPICY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호

도 점수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시료 대부분이 15점 척도 중 9.5

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받아, 중간 점수인 8점의 ‘좋지도 싫

지도 않다’보다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어, 중국 소비자는 다양한

소스를 이용한 닭강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미 기호도의 경우, 전반 기호도와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특히 SPICY 시료에 대해 유의적(p<0.05)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을 알 수 있다. 매운 음식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한국 소비자와는 달리 중국 소비자, 특히 베이징 지역

의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일상적으로 즐기지 않아, 매운 감각이

강했던 SPICY 시료(Table 3)에 대한 향미 기호도가 한국 소비자

와는 달리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매운 음식은 특히 평소의

경험 유무에 따라 제품 인지 및 기호도에의 영향이 달라지는 제

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25), 한국 소비자와 중국 소비자는 향미

기호도에 있어 차이를 보인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익숙한 정도

의 경우 시료간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추장을 이

용한 SPICY에 대해 중국 소비자들은 익숙한 정도 점수를 상대

적으로 낮게 부여하였다. SPICY에 대한 낮은 익숙한 정도는 콩

발효를 기반으로 하는 고추장의 관능적 특성에 기인할 수도 있

으나(18-20), 중국에서는 장유, 두시, 두반장, 황장, 면장과 같은

콩 발효 제품을 이미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26), SPICY에

대해 익숙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콩 발효 특유의 향

미보다는 매운 감각에 의해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 소

비자의 외관 기호도의 경우, KET-I, KET-II, SPICY 및 GARL 시

료들에 대해 유의적(p<0.05)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JASOY 및 SOY에 대해 유의적(p<0.05)으로 비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중국 소비자의 외관 기호도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은 한국 소비자의 외관 기호도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시료와 국가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

은(p>0.05) 분산분석의 결과에서도 확인된다(Table 4). 따라서 중

국 소비자는 국내 소비자와 유사하게 닭강정 시료의 색상에 영

향을 받아 외관 기호도를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닭강정에 대한 한국 및 중국 소비자의 기호도와 감각적 특성

및 익숙한 정도와의 관계

소비자 기호도와 닭강정의 감각적 특성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주성분분석 결과에 한국 및 중국 소비자의 기호도 항목들

을 보조변수로 지정하여 살펴본 결과는 Fig. 1과 같다. 한국 소

비자의 경우, 전반적 기호도가 PC 1의 양(+)의 방향 및 PC 2의

음(−)의 방향으로 높게 부하되어 있어, 한국 소비자의 전반적 기

호도는 토마토 향미, 윤기, 신맛, 색의 붉은정도, 입안부착성, 점

도 및 고추장 향미와 같은 특성들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한국 소비자의 외관 기호도의 경우, 붉

은 정도와 유사한 방향에 위치하여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 갈색 정도와는 반대 방향에 위치하여 높은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따라서 닭강정 시료의 외관 기호도는 시료의 색상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향미 기호도 및 익숙한

정도는 전반 기호도와 유사한 방향으로 위치하여, 높은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따라서 한국 소비자는 익숙한 시료에 대한 선호도

가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전반 기호도와 외관 기호도의 상

관관계가 향미 기호도에 비해 떨어져, 소비자들의 전반 기호도는

외관보다는 향미의 익숙함에 의해 그 기호 성향이 바뀌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중국 소비자의 경우, 전반적인 기호도가 PC 2의 음(−)의 방향

으로 높게 부하되어 나타나(Fig. 1), 같은 방향에 위치한 단맛 특

성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소비

자들은 관능적 특성이 매우 상이한 KET-I, KET-II, SOY 및

JASOY를 모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Table 5), 주성분 분석을

통한 중국 소비자들의 기호유도 인자에 대한 규명은 네 시료 모

두에서 공통적으로 높았던 단맛 특성 외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

소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중국 소비자의 외관 기호도 항목은 한

국 소비자의 외관 기호도 항목과 유사한 방향에 위치하여, 한국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시료의 색상에 의해 외관 기호도 점수가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향미 기호도는 PC 1의 음(-)의 방

향 및 PC 2의 음(−)의 방향으로 높게 부하되어, 전반 기호도와

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높게 부하된 것을 볼 수 있다. 중국 소

비자의 향미 기호도는 매실향미, 튀긴 닭가슴살 향미 및 튀긴 밀

가루 향미와 가까이 위치하여, 위의 특성들에 긍정적으로 영향받

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중국 소비자의 향미 기호도 평균값

을 살펴보면(Table 5), SPICY를 제외한 모든 시료들을 유의적인

차이 없이 선호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위의 특성들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향미 기호도의 반대 방

향에 높게 부하된 매운감각 특성에 부정적으로 영향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중국 소비자의 향미 기호도에

대한 기호유도인자의 규명보다는 비선호유도인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Table 5. Mean scores1) on overall liking, appearance liking, flavor liking, and degree of familiarity for Korean and Chinese consumers

Samples

KET-I KET-II SPICY SOY JASOY GARL

Korea
(n=84)

Overall liking 8.94 ab 9.63 a 9.04 ab 8.75 ab 8.50 b 6.60 c

Appearance liking 9.33 a 9.93 a 9.95 a 8.02 b 7.82 b 8.13 b

Flavor liking 8.96 ab 9.76 a 9.12 ab 8.61 b 8.48 b 6.37 c

Familiarity 9.17 a 9.95 a 9.71 a 8.11 b 8.18 b 4.80 c

China
(n=70)

Overall likingNS2) 10.71 10.68 9.70 10.29 10.35 9.79 

Appearance liking 11.03 a 11.03 a 10.56 ab 9.57 c 10.02 bc 10.31 abc

Flavor liking 10.30 ab 10.64 a 9.44 b 11.00 a 10.65 a 10.54 a

FamiliarityNS 9.98 10.66 9.33 10.14 10.14 9.52 

1)Means of 4 replicates from the 8 panelists: mean values within a row not sharing a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NSindicates a variable that showed no significant product effect. Post-hoc test was not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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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정도의 경우, 전반 기호도와 유사한 방향에 위치하여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중국 소비자는 닭강정 시료들

중 익숙한 제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호 성향을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익숙함’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제품 혹은 향미에 대한 다

른 문화권의 소비자들의 기호 성향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 가

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9,10). 다양한 교차문화

소비자 연구들은 익숙함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도가 바뀐

다고 보고하였으며(9-12,27-28),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익숙한 향미에 대한 한국

및 중국 소비자의 선호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향미에 대한 비선

호 경향을 보다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닭강정에 대한 한국 소비자 및 중국 소비자의 좋아하는 이유

및 싫어하는 이유 CATA 응답 결과

각각의 시료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유도인자를 보다 구체적으

로 이해하기 위해, 각각의 시료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

유를 선택하도록 한 CATA 결과에 대해 대응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Fig. 2 및 Fig. 3와 같다. 한국 소비자들에게서 전반 기호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KET-I, KET-II, SPICY, SOY 및

JASOY 제품에 대해 좋아한 이유를 살펴보면(Fig. 2a), 전반 기호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던 KET-I 및 KET-II에 대한 선호 이유는

주로 조화로운 향미, 친숙한 향미, 익힌토마토 향미 및 신맛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두번째로 높았

던 SPICY의 경우, 매운 감각 및 고추장 향미를 주요 선호 이유

로 꼽았다. 이는 주성분분석 결과(Fig. 1) 한국인의 전반적 기호

도가 토마토 향미, 윤기, 신맛, 색의 붉은정도, 입안부착성, 점도

및 고추장 향미와 같은 특성들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과 상응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친숙한 정도 항목은 KET-

I, KET-II 및 SPICY와 가깝게 위치하여, 한국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들이 친숙한 향미를 지녀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는 익숙한 정도가 높게 나타난 제품들에 대해 전반적인 기호도

가 높게 나타난 한국인의 소비자 조사 결과와 상응하는 결과(Table

5)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닭강정은 케첩

과 고추장을 베이스로 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소비자들은 케첩

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을 친숙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국 소비자들이 그 다음으로 선호하였던 SOY 및 JASOY에 대한

좋아하는 이유는 주로 간장 향미, 순한 향미, 물엿 향미, 단맛 및

짠맛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들은 주성분분석 결과(Fig. 1)를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정보인데, 이는 묘사분석 결과를 이용

한 주성분분석의 경우, 주로 외관이나 입안 감각 특성에 의해 시

Fig. 3. Correspondence analysis (CA) loadings of the samples and CATA reasons of liking (a) and disliking (b) on dimension 1 and 2 for

Chinese consumers.

Fig. 2. Correspondence analysis (CA) loadings of the samples and CATA reasons of liking (a) and disliking (b) on dimension 1 and 2 for
Korean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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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차이를 설명한 후, 그 위에 소비자 기호도를 위치시켜 기호유

도인자를 규명하였던 반면, CATA 설문을 이용한 대응분석의 경

우, CATA 항목들이 주로 향미 특성 위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두 결과 간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 소비자들에게 있어 가장 기호도가 낮았던 GARL에 대한

비선호 이유 CATA를 살펴보면(Fig. 2b), 후추향미, 강한 향미, 마

늘 향미 및 짠맛을 그 제품에 대한 특징적인 비선호 이유로 보

고하였다. 한편, 한국 소비자의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CATA 및

싫어하는 이유에 대한 CATA 응답에 대해 각각 대응분석을 실시

한 결과, 같은 CATA 항목이 해당 제품의 좋아하는 이유뿐 아니

라 싫어하는 이유로도 보고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Hong 등(11)

에 의하면, CATA 수행시 좋아하는 이유 및 싫어하는 이유가 모

두 높게 보고되는 경우는 해당 특성 강도가 해당 제품에 대해 높

으나 그에 대한 선호 및 비선호 여부에 대해 소비자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라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묘사

분석 결과(Table 3)에서 강도가 높은 특성들이 해당 시료의 선호

이유뿐 아니라 비선호 이유로도 보고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중국 소비자의 경우,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CATA 응답을 이

용하여 대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Fig. 3a와 같다. 기호도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던

KET-I, KET-II, SOY 및 JASOY에 대한 공통적인 선호 이유를 살

펴보면, 단맛과 물엿 향미 항목이 그 이유로 나타났다. 또한 KET-

I과 KET-II는 추가적으로 익힌 토마토 향미에서, 그리고 SOY와

JASOY는 추가적으로 간장 향미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풍부한 향미, 양파 향미, 순한 향미 및 우마

미 항목의 경우, 위의 시료들과 가깝게 위치하였으나 응답 빈도

가 낮게 나타났다. 앞선 주성분분석 결과(Fig. 1)에서 중국인의 기

호유도 인자를 이해함에 있어 단맛 특성 외의 세부적인 기호 유

도 특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좋아하는 이유 및 싫

어하는 이유에 대한 CATA 설문 결과를 통해, 단맛 특성 외의 어

떠한 관능적 특성들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들을 좋

아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묘사분석과 소비자 기

호도 결과만 가지고는 설명되지 않는 소비자 기호유도인자에 대

해, 좋아하는 이유 및 싫어하는 이유에 대한 CATA 설문을 이용

하면 보다 세부적으로 기호유도인자의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고

한 Choi 등(9)의 연구와 상응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비선호 이유 CATA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를 살펴보면(Fig. 3b),

기호도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SPICY의 경우, 매운감각 및 고

추장 향미를 비선호 이유로 보고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소비

자, 특히 베이징 지역의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일상적으로 즐기

지 않아, 매운맛이 강했던 SPICY 시료를 상대적으로 덜 좋아한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향미나 제품에 대한 타 문화권 소비자

들의 기호도는 익숙한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9-12,27-28), 본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익숙하지 않은 닭

강정 시료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호도 점수를 부여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호도 점수가 두번째로 낮았던 GARL 시

료의 위치는 대응분석 도표의 중심점에 가깝게 나타났으며(Fig.

3b), 또한 JASOY, SOY 및 KET-II와 유사하게 위치하여, 해당 시

료를 특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비선호 이유는 나타나지 않았다.

GARL은 묘사분석 결과에 의하면, 높은 강도의 짠맛, MSG맛, 마

늘 향미 및 후추 향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그러

나 한국 소비자들과는 달리 중국 소비자들은 해당 시료를 싫어

하는 이유에 대해 위의 특성들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는 GARL

의 높은 짠맛, MSG맛, 마늘 향미 및 후추향미가 중국 소비자에

게는 크게 비선호할 정도의 강도가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식 소스의 세계화를 위해, 훈련된 패널을 대상

으로 묘사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한국 및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

로 다양한 한국식 소스를 적용한 닭강정에 대한 전반 기호도, 외

관 기호도, 향미 기호도 및 익숙한 정도를 알아보았으며, 각각의

시료에 대해 좋아하는 이유 및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CATA 설

문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한국 및 중국 소비자들은 다양한 한

국식 소스를 이용한 6종의 닭강정 시료에 대해, 한 두 시료를 제

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 소비자는 다

진 마늘을 주재료로 이용한 닭강정 시료에 대해, 중국 소비자는

고추장 및 다진 마늘을 주재료로 이용한 닭강정 시료를 각각 비

선호하였다. 해당 시료들은 각 나라에서 각각 익숙한 정도가 낮

게 나타났으며, 낮은 향미 기호도 점수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전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익숙함’은 문화권이 다른 소비자들의 기호

도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동인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경우 ‘익숙함’에 의해 시료를 선호하기 보다는, ‘익숙

하지 않음’에 의해 시료를 비선호하는 경향을 더 분명하게 관찰

할 수 있었다. 한국 및 중국 소비자들이 시료의 좋아하는 이유

및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한 CATA 결과는 각각의 시료에

대한 소비자의 구체적인 기호유도인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판매

되는 닭강정에서 주로 이용되는 재료인 케첩과 고추장의 특징이

라 할 수 있는 토마토 향미, 윤기, 신맛, 색의 붉은정도, 입안부

착성, 점도 및 고추장 향미와 같은 특성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

응하였다. 반면, 중국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단맛 및 물엿향미

가 강하고 매운 감각이 약한 닭강정 시료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국 소비자들은 기호도가 높

았던 케첩을 주재료로 이용한 시료들(KET-I 및 KET-II)에 대해서

는 익힌 토마토 향미 특성을, 간장을 주재료로 포함한 시료들

(SOY 및 JASOY)에 대해서는 간장향미 특성을 CATA 선호 이유

로 보고하여, 위의 특성들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한국식 소스에 대한 한국 및

중국 소비자의 교차문화적 기호도 연구 결과는 향후 한국식 소

스를 개발하고 세계화 하는데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한국식 향미를 세계화하는 데 있

어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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