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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s-Vide 잡채의 앙념 배합 비율에 따른 한국과 국 소비자 기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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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preferences for sous-vide cooked jabchae between Korean and Chinese 
consumers according to sauce mixing proportion. To commercialize sous-vide cooked jabchae and localize it for overseas 
circumstances in the Korean and Chinese markets, consumers’ subjective preferences for sous-vide cooked jabchae 
were investigated especially in 119 Korean consumers (55 males and 64 females) and 136 Chinese consumers (70 
males and 66 females). For jabchae samples, this study set up three different mixture rates of soy sauce and sugar, 
8% (LSS), 13% (MSS), and 18% (HSS), and three different salad oil rates, 0% (LO), 12% (MO), and 24% (HO), 
to propose nine kinds of samples. As a result of consumer preferences, for Koreans, MSS and HSS regardless of 
oil content were significantly high in overall, appearance, saltiness, sweetness preferences, and purchase intention 
(P<0.001). In addition, for oiliness preference, LSS, MSS, LO, and MO were significantly high (P<0.001). For Chinese, 
HSS, MO, and HO were significantly high in overall, flavor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P<0.001). For saltiness 
and sweetness preference, regardless of oil content, saltiness preference was significantly high in HSS and sweetness 
in MSS and HSS (P<0.001). For oiliness preference, regardless of content of soy sauce and sugar mixture, LO and 
MO were significantly higher, and for appearance preferenc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all samples 
(P<0.01). In general, both Korean and Chinese tended to prefer MS and HO, irrespective of oil content. Especially 
for Koreans, LSS was the least favorite sample in almost all preference questionnaires. For Chinese, preference scores 
for LSS and HSS were higher than for Koreans. On the other hand, oil content did not have much effect on consumer 
preference as compared with contents of soy sauce and sugar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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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한류열풍에 힘입어 해외에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한식 세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식의 우수성은 이미 여러 곳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2004년 WTO에서는 한식이 영양균형을 

갖춘 모범식이라고 하였으며(1), 영국 Financial Times는 

한국 음식은 적절한 영양균형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

고 소개하였다(2). 이처럼 한국 음식은 아시아 음식 중에서

도 웰빙(well-being), 로하스(LOHAS), 슬로우 푸드(slow 

food)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식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외식업체의 세계 진출과 성공적

인 운영은 저조한 실정이다(1). 이러한 한식 세계화 과정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복잡한 조리법’, ‘조리 시 많은 

시간의 소비’, ‘표준화의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다(3). 또한, 

한국 음식의 대중화를 위해 한식 고유의 전통성을 유지하면

서도 외국시장의 실정에 맞도록 한식을 현지화할 필요가 있

다. 즉 국가에 따라서 맛에 대한 기호도 및 인식 강도가 다르

므로 한식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 간의 맛의 차이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외국인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간편화’, ‘편리화’

하는 조리 프로세스의 혁신이 선결되어야 한다(1).

세계 시장조사기관 데이터모니터에 따르면 전 세계 가정

간편식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3조 2970억 달러(약 3528

조 원)에 달하며 연평균 5.2%씩 성장하는 시장이다. 하지만 

한식을 기반으로 한 가정간편식은 국내시장(연 2조 원대, 

2016년 기준)을 제외하면 해외시장 실적은 아직 미미한 실

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CJ제일제당, 대상, 동원F&B, 오뚜

기 등이 HMR(Home Meal Replacement) 대표 기업들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기업이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었지

만, 한류 열풍에 힘입은 한식의 인지도 제고, 정부 차원의 



잡채의 양념 배합 비율에 따른 한･중 소비자 기호도 1659

지원 등이 맞물리며 한식을 기반으로 개발한 HMR을 앞세워 

세계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4).

최근 중국은 거대한 인구 증가와 빠른 경제성장으로 이미 

세계 강국으로 부상했으며, 중국의 외식산업은 급격한 도시

화와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인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5,6). 현재 중국 외식시장에서 한식은 고급화로 포지셔닝 

되어 있어 주로 상류층들이 한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젊은 여성들은 한식이 건강과 미용에 좋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 한국 음식문화를 선호하고 있다(7-9). 하지만 중

국시장의 한식시장 확대를 위하여 현지인들의 입맛으로 고

려한 메뉴개발이 시급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10). 

한편 한식 메뉴 중 잡채는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 버섯을 

볶아서 삶은 당면과 함께 각종 양념으로 버무려 먹는 숙채이

며 예로부터 한국인의 잔칫상에 항상 오르는 전통 음식이다

(11). 따라서 잡채는 한식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고 소개되

는 대표적인 한식 메뉴이며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 각 재

료의 다채로운 맛을 살리면서 동시에 함께 어우러져 매력적

인 맛을 창조해 낸 음식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잡채의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으나

(12), 비빔밥, 불고기보다 외국인들에게 낮은 인지도를 보였

다. 잡채는 조리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표준화가 어렵고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만큼 상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13). 따라서 잡채가 대표적인 한식 메뉴로서 외국인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HMR 형태의 잡채 개발을 통해 조리법 

단순화 및 품질향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HMR 제품 개발의 일환으로 sous-vide 조리법은 

조리저장식(ready-prepared food service system)으로

서 식품가공의 한 방법으로 식자재를 진공포장 후 저온에서 

조리하여 유통하는 방법이다(14). Sous-vide 조리법은 작

업의 단순화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위생관리 면에서 식중독 

발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

에도 기여할 수 있어 서구에서는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조리법이다(15). 전통적인 조리법과 비교하여 sous-vide 

조리법의 장점은 노동력 절감, 조리기구 사용의 중앙 집중화

로 경제적이며 인공감미료 사용과 영양성분 손실 감소, 원재

료의 맛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식 편의

식 개발에 sous-vide 조리법을 적용한다면 원가절감, 영양

소 보존, 저장성 향상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음식은 먹는 사람의 문화권에 따라 같은 음식이더라도 기

호도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16) 동일한 음식에 대한 국

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기호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음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외국인

들의 미각을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한국요리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되며 국가에 따라 맛에 대한 기호도 및 인식이 다

르므로 한식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 간 맛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문화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 맛의 인식 및 기호도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로 Park(17)은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의 단맛과 짠맛에 대한 인지도 및 기호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용액, 무생채, 불고기에 설탕과 소금의 농도를 각각 다르

게 첨가한 후 세 국가 소비자들에 있어 단맛과 짠맛의 인지 

정도 및 기호도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Bae(18)는 한국인

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고추장소스와 고추장소스 닭강정의 

맛 강도 인지 및 기호도를 조사하였다. Hong 등(19)은 한국

인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양념의 조성을 달리한 불고기의 소

비자 기호도 및 관능적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두 국가 모두 

간장과 설탕의 함량이 증가한 불고기에서 소비자 기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ung 등(20)은 미국과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단맛의 수준을 달리한 스포츠음료를 제시

하여 최적의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스포츠음료에서 

미국인이 아시아인보다 단맛 수준이 낮은 것을 최적으로 평

가하였다. 이처럼 맛에 대한 기호도는 친숙도, 경험 및 문화

적 차이에 의해 국가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특정 재료의 첨가 여부 및 한 

가지 재료에 대한 첨가비율에 대한 연구였다. 복합적인 맛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 음식의 특성상 여러 재료의 첨가비율 

조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 실제로 접목 가능한 식재료의 

비율과 양념 비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한식 메뉴인 잡채를 sous- 

vide 조리법에 적용하여 중국 수출을 위한 외식상품으로 개

발하고자 한국인과 중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잡채 양념 중 

간장, 설탕 및 샐러드유의 비율을 달리하여 소비자 기호도 

조사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sous-vide 잡채의 중국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준비 및 제시

본 실험에서 사용된 sous-vide 잡채를 제조하기 위해 당

면(옛날 자른 당면, 오뚜기, 연운항시, 강소성, 중국), 채소 

5종(당근, 양파, 청피망, 홍피망, 느타리버섯), 간장(양조간

장 501, 샘표, 경기도, 한국), 설탕(정백설탕, 백설, 서울, 한

국), 참기름(옛날 참기름, 오뚜기, 충북, 한국), 카놀라유(카

놀라유, 해표, 인천, 한국), 참깨(맛깔 볶음참깨, 해표, 경기

도, 한국)를 사용하였고, 시료 제조 하루 전 신촌 H마트에서 

일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잡채 레시피는 기존 문헌과 조리 서적을 참고로 하여 

sous-vide 조리법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반복실험을 

통해 개발하였다(21,22). 고정 재료는 건 당면, 당근, 양파, 

청피망, 홍피망, 느타리버섯, 참기름, 참깨로 Table 1에 제

시한 비율로 준비하였고 잡채의 맛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양념인 간장･설탕 혼합물과 샐러드유의 첨가비율을 달리하

여 제조하였다. 간장과 설탕의 비율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맛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7(간장) : 2(설탕)의 비율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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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veloped sous-vide jabchae samples. 

Table 1. Fixed ingredients of jabchae samples
    Ingredients Composition (g)

Dried glass noodles
Carrots
Onions
Green bell peppers
Red bell peppers
Oyster mushrooms
Sesame oil 
Sesame

5
2.5
2.5
2.5
2.5
2.5
1

0.35

Total 18.85

Table 2. Jabchae samples according to sauce mixing proportion

Sample1) Oil (%)2) Soy sauce and sugar 
mixture (%)

LSS-LO
LSS-MO
LSS-HO
MSS-LO
MSS-MO
MSS-HO
HSS-LO
HSS-MO
HSS-HO

0
12
24
0

12
24
0

12
24

8
8
8

13
13
13
18
18
18

1)LSS: low soy sauce & sugar, MSS: medium soy sauce & sugar, 
HSS: high soy sauce & sugar, LO: low oil, MO: medium oil, 
HO: high oil. 

2)Percentage of grams on main ingredients (dried glass noodles, 
carrots, onions, green bell peppers, red bell peppers, and oyster 
mushrooms).

하여 첨가하였으며(23), 기존 문헌과 조리 서적을 참고하여 

주재료 무게를 기준으로 간장･설탕 혼합물의 첨가비율은 

13%, 샐러드유의 첨가비율은 12%로 표준 레시피를 선정하

였다. 선정된 표준 레시피를 기준으로 선행연구(24-27)와 

숙련된 8명 패널의 관능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료의 간

장･설탕 혼합물과 샐러드유의 첨가비율을 확정하였다. 간

장･설탕 혼합물의 첨가비율은 5% 증감하여 8%(LSS), 13% 

(MSS), 18%(HSS) 3개 수준으로, 샐러드유 첨가비율은 12% 

증감하여 0%(LO), 12%(MO), 24%(HO) 3개 수준으로 확정

하여 3×3으로 총 9개의 시료를 제조하였다(Table 2). 

Sous-vide 잡채는 2차에 걸친 예비실험을 통해 적합한 

조리 온도와 시간 조건을 결정하였다. 예비실험을 위한 관능

평가로는 잡채를 좋아하고 자주 섭취하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생 8명이 패널로 참여하여 온도(1차) 및 시간(2차)을 

달리하여 조리한 잡채 샘플에 대한 외관, 색상, 향미, 질감 

및 전반적 기호도를 평가하였다. 관능평가는 외관 및 색상 

기호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붉은 등이 켜진 개별부스가 마련

된 관능검사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시료를 제시할 때에는 저

발포 PS 식품용기(지름 100 mm, 롯데알미늄주식회사, 경

기도, 한국)에 담아 난수표에서 추출한 세 자리 숫자로 표기

하여 제공하였다. 시료의 제시는 패널마다 랜덤하게 제시하

였으며, 시료를 맛보는 중간에는 상온의 물(22±2°C)과 식

빵을 함께 제공하여 입에 남아있는 맛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각 실험은 세 차례에 걸친 반복 실험을 거쳤다. 실험 결과 

1차로 75°C, 85°C, 95°C의 온도조건하에서 관능적 품질이 

85°C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2차로 85°C에서 6분, 

10분, 14분 조리시간 조건 중 10분 조리했을 때 관능적 품질

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데이터 미제시). 이를 통해 sous- 

vide 잡채의 최종 조리조건을 85°C에서 10분간 조리하는 

것으로 표준화하였다.

Sous-vide 잡채는 1인에게 제시할 분량으로 각각 조리과

정을 거쳤다. 당면은 95°C 물에 상온에서 30분간 불리고 

채반에 밭쳐 물기를 제거하였다. 불린 당면 12.5 g(건 당면 

기준 5 g), 당근, 양파, 청피망, 홍피망, 느타리버섯 각 2.5 

g, 참깨 0.35 g은 미세 저울(ARC-120, OHAUS, Parsip-

pany, NY, USA)로 측정하였고, 간장･설탕 혼합물(간장 : 설

탕=7:2), 샐러드유, 참기름은 해당 첨가비율을 부피로 환산

하여 Dispenser(HWA-1605504, VITLAB, Deutschland, 

Germany)를 이용하여 내열 진공 포장필름(OrvedTM, 15× 

20 cm, Musile di Piave, VE, Italy)에 모든 재료를 한꺼번

에 넣었다. 내열 진공 포장필름을 흔들어 재료가 잘 섞이도

록 균질화하였다. 균질화한 시료는 진공 포장기(HFV600L, 

FujeeVac, Gyeonggi, Korea)에 밀봉, 포장한 뒤 sous- 

vide용 immersion circulator(9FT2000, Fusion ChefTM, 

Seelbach, Germany)에 넣어 85°C에서 10분간 조리하였

다. 조리한 시료는 즉시 얼음물에 chilling 하여 영하 20°C의 

냉동고에 저장하였다. 

냉동고에 저장해둔 sous-vide 잡채는 조사 하루 전 3~ 

5°C 냉장 온도에서 해동하였고, 시료 제시 직전 immersion 

circulator에 넣어 95°C에서 1분 30초 동안 재가열하였다. 

시료를 제시할 때에는 저발포 PS 식품용기에 담아 난수표에

서 추출한 세 자리 숫자로 표기하여 제공하였다. 시료의 제

시는 패널마다 랜덤하게 제시하였으며, 시료를 맛보는 중간

에는 상온의 물(22±2°C)과 식빵을 함께 제공하여 입에 남

아있는 맛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제공된 sous-vide 잡채 샘

플은 Fig. 1에 제시하였다.

조사내용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사항으로 연령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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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1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성별, 월 가계 소득, 월평균 외

식비용은 명목척도로 구성했다. 제시된 시료의 기호도 평가

를 위해 전반적, 외관, 색상, 향미, 질감, 짠맛, 단맛, 기름진 

맛 기호도 등으로 8문항을 구성하였다(28). 기호도 검사에 

사용된 척도는 15점 항목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기호도가 

낮고 점수가 높을수록 기호도가 높아지는 것을 표시하였고

(1: 극도로 싫다, 15: 극도로 좋다). 각 시료에 대한 익숙한 

정도, 구매의도, 추천의도에 대한 3문항은 15점 척도를 사용

하였고 점수가 낮을수록 동의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함을 표시하였다(1: 전혀 아니다, 15: 매우 그렇다)(28). 

각 시료에 대해 선호하는 이유와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모두 

고르도록 하는 다중응답(check all that apply, CATA)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29-31). CATA 설문에 대한 항목은 

훈련된 국내 소비자 8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여 수집된 언어를 사용하였다(32). 마지막으로 잡채 섭취 

경험은 명목척도로 조사하였다. 한글로 개발한 설문지의 번

역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현지인에게 의뢰하여 1차 

중국어로 번역하였고 2차로 한국에서 10년 간 거주하고 통

역과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현지인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하

고 다시 중국어로 번역하여 cross-check 하였다. 

소비자조사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 패널은 총 275명으로 한국과 중국

에서 각각 공고를 통해 모집하였고, 한국인 128명, 중국인 

147명이었다. 이 중 기재가 불충분한 20부를 제외한 총 255

명(92.7%), 한국인 119명(남성 55명, 여성 64명)과 중국인 

136명(남성 70명, 여성 66명)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소비자 검사가 수행된 장소는 한국과 중국 모두 

패널 간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실내공간 안에서 검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일정은 한국에서 

2013년 2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2일간 서울에서 실시

하였고, 중국에서는 2013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2일

간 북경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시간은 오전에 두 번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오후에 두 번(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1회당 소비자 패널 20명 내로 진행하였다.

소비자조사는 검사 시작 전에 조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진행순서, 입 헹굼 방법 및 척도 사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하였다. 중국의 경우 한국어와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현지인 2명이 통역하여 패널들에게 진행 방법을 충분히 전

달하였다.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0분이었으며, 조사 

2시간 전에는 물 이외의 음료나 음식물의 섭취를 금하도록 

미리 공지하였다.

통계분석

소비자 기호도와 소비자 태도는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으로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였고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수행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판별하였다. 소비

자의 기호도를 유발하는 요인이 국가별로 어떻게 나타났는

지 조사하기 위해 CATA 문항에 대해 지역별 빈도를 구하고 

%를 계산하였다.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 

CA)을 이용하여 지역별 장단점을 도표화 하였다. 중국 소비

자들의 잡채 섭취 경험 여부가 소비자 기호도 및 태도에 미

치는 영향은 잡채 섭취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를 t-test로 

분석하였으며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으

로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였고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수행하여 유의적

인 차이가 있는지 판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은 SPSS 

for window 18.0(SPSS Inc., Chicago, IL, USA)와 XLSTAT 

(Addinsoft Inc., Paris, France)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3에 제시하였

다. 조사대상자는 총 255명으로 한국인 119명과 중국인 

136명이었다. 한국인은 남성이 46.2%, 여성이 53.8%로 여

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중국인은 남성이 51.5%, 여성

이 48.5%로 남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지만 두 국가 간에 

유사한 남녀비율로 조사가 시행되었다. 20대를 대상으로 조

사한 두 국가의 연령은 한국인이 22.8세, 중국인이 23.5세

의 평균을 보였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의 경우 한국인이 중

국인보다 높은 월평균 소득에 높은 빈도를 보였다. 한국인은 

500만원 이상이 50.4%로 가장 많았으며, 300~400만원 미

만은 16.0%, 200~300만원 미만은 14.3%, 400~500만원 

미만은 13.4%, 100만원 미만은 4.2%, 100~200만원 미만

은 1.7%의 순서였다. 중국인은 5,000~10,000위안(한화 

864,300원~1,728,600원, 2013년 2월 기준 환율 적용) 미

만이 49.3%로 가장 많았으며, 5,000위안(한화 864,300원) 

미만이 23.5%, 10,000~15,000위안(한화 1,728,600~ 

2,592,900원) 미만이 14.7%, 15,000~20,000위안(한화 

2,592,900~3,457,200원) 미만이 5.9%, 25,000위안(한화 

4,321,500원) 이상이 3.7%, 20,000~25,000위안(한화 

3,457,200~4,321,500원) 미만이 2.9%의 순서였다. 월평

균 외식비 또한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높은 월평균 외식비에 

높은 빈도를 보였다. 한국인은 25만원 이상이 32.8%로 가

장 많았으며, 15~20만원 미만은 26.1%, 10~15만원 미만

은 18.5%, 5~10만원 미만과 20~25만원 미만은 각 10.9%

씩, 5만원 미만은 0.8%의 순서였다. 중국인은 300~600위

안(한화 51,858~103,716원) 미만이 37.5%로 가장 많았으

며, 300위안(한화 51,858원) 미만은 26.5%, 600~900위안

(한화 103,716~155,574원) 미만은 18.4%, 900~1,200위

안(한화 155,574~207,432원) 미만과 1,200~1,500위안

(한화 207,432~259,290원) 미만은 각 7.4%씩, 1,500위안

(한화 259,290원) 이상은 2.9%의 순서였다. 그러나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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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mographic profile of the subjects

　 Korea
N (%)

China
N (%)

Total
N (%)

Sex Male
Female

55 (46.2)
64 (53.8)

70 (51.5)
66 (48.5)

125 (49.0)
130 (51.0)

Age                   22.8±2.611)                     23.5±3.80 23.1±3.31

Monthly house income 
(Korea: 10,000 won, 
China: yuan)

Less than 100
100∼<200 
200∼<300
300∼<400 
400∼<500
More than 500 

 5 (4.2)
 2 (1.7)
17 (14.3)
19 (16.0)
16 (13.4)
60 (50.4)

Less than 5,000 
5,000∼<10,000 
10,000∼<15,000 
15,000∼<20,000 
20,000∼<25,000 
More than 25,000 

32 (23.5)
67 (49.3)
20 (14.7)
 8 (5.9)
 4 (2.9)
 5 (3.7)

 37 (14.5)
 69 (27.1)
 37 (14.5)
 27 (10.6)
 20 (7.8)
 65 (25.5)

Monthly eating-out expenses 
on average per person
(Korea: 10,000 won, 
China: yuan)

Less than 5 
5∼<10
10∼<15
15∼<20
20∼<25
More than 25 

 1 (0.8)
13 (10.9)
22 (18.5)
31 (26.1)
13 (10.9)
39 (32.8)

Less than 300
300∼<600
600∼<900
900∼<1,200
1,200∼<1,500
More than 1,500

36 (26.5)
51 (37.5)
25 (18.4)
10 (7.4)
10 (7.4)
 4 (2.9)

 37 (14.5)
 64 (25.1)
 47 (18.4)
 41 (16.1)
 23 (9.0)
 43 (16.9)

Total 119 (100.0) 136 (100.0) 255 (100.0)
1)Mean±SD of age.

중국의 1인당 GDP(한국 $24,328, 중국 $6,747, 2013년 기

준)를 고려했을 때 월평균 외식비가 한국은 11% 이상이 가

장 많았고 6.9~9%, 2.3~4.8% 순으로 많았으며, 중국은 

8.5~17% 미만이 가장 높았고 8.5% 미만, 8.5~17.1% 미만 

순으로 많아 두 국가가 소득 대비 월평균 외식비 비율에 있

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생각한다.

Sous-vide 잡채의 소비자 기호도

간장･설탕 혼합물과 샐러드유의 첨가비율을 달리한 9개

의 잡채 시료에 대한 기호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고, 평균 점수를 바탕으로 순위를 부여한 결과를 

Fig. 2에 제시하였다. 

한국인은 외관과 색상 기호도에서 MSS군과 HSS군을 좋

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SS군을 좋아하지 않았다(P< 

0.001). 중국인은 외관과 색상 기호도에서 시료 간에 유의적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친숙도는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인자(33-35)로서 중국인에게 잡채가 익숙한 음

식이 아니므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인과 중국인의 외관과 색상 기호도를 비교해보면 두 국가 

모두 MSS군과 HSS군의 시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기름 첨가비율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able 4에서 중국인의 경우 동일한 척도에서 한국인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교차 문화적 소비자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서로 다른 국가의 

소비자들은 그들만의 문화적인 사고의 영향으로 척도사용

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25,36). 따라서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호도 점수를 바탕으로 순위를 

부여한 결과를 Fig. 2에 제시하였다. 외관 기호도에 순위를 

부여한 평균값은 Table 4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척도사용의 차이를 보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HSS- 

HO의 경우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높은 순위를 주었고, MSS

군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은 유사한 순위를 나타내었다. 색상 

기호도의 순위 또한 외관기호도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HSS- 

HO, LSS-MO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에게 유사한 순위를 나

타내었다.

한국인과 중국인은 전반적, 향미, 질감 기호도에서 MSS

군과 HSS군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SS군을 좋아

하지 않았다(P<0.001). 특히 중국인은 전반적, 향미 기호도

에서 HSS-HO, HSS-MO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P<0.001),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간장･설탕 혼합물보

다 샐러드유 첨가비율의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 향미, 질감 기호도 점수를 바탕으로 순위를 부여한 

평균값은 Table 4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MSS군과 

HSS-LO, HSS-MO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비슷한 순위를 

나타내었다. 전반적 기호도에서는 MSS-LO, 향미 기호도에

서는 MSS-MO에서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약간 높은 순위를 

주었고, HSS-HO와 LSS군에서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높은 

순위를 주었다. 따라서 중국인과 한국인 모두 HSS-HO에 

가장 높은 점수와 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국가 

간의 비교에서 중국인은 HSS-HO를 한국인보다 더 좋아하

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인과 중국인의 짠맛, 단맛 기호도에서는 한국인은 짠

맛, 단맛 기호도에서 MSS군과 HSS군을 좋아하였으며 LSS

군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중국인은 

한국인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짠맛 기호도에서는 HSS군

과 MSS-HO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짠맛, 단맛 기호도 점수를 바탕으로 순위를 부여한 평균값은 

Table 4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짠맛 기호도에서 

MSS군 중 MSS-MO는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약간 더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중국인은 한국인보다 HSS군과 LSS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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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anking of appearance (A), color (B), overall (C), flavor (D), texture (E), saltiness (F), sweetness (G), and oiliness (H) liking 
of sous-vide jabchae sampl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consumers.

서 높은 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맛 기호도에서는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HSS-LO, MSS-MO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정되었다. 한국인은 기름진 맛 

기호도에서 MSS-LO, MSS-MO, HSS-LO, HSS-MO를 좋

아하였으며, HO군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01). 특히 HO군 중 LSS-HO를 가장 좋아하지 않았다. 

중국인은 간장･설탕 혼합물의 첨가비율에 상관없이 LO군과 

MO군을, 그리고 HSS-HO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SS-HO와 MSS-HO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1). 

한국인과 중국인의 기름진 맛 기호도를 비교해보면 한국

인은 HO군과 LSS군에서 일관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

했지만, 중국인은 LSS-HO와 MSS-HO를 제외한 모든 시료

를 좋아하였다. 따라서 한국인은 싱거우며 기름진 잡채의 

기름진 맛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중국인은 한국인보다 비교

적 HO군과 LSS군의 기름진 맛에 대해 수용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인의 식습관이 한국인보다 기름을 이용한 

조리법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37). 기름진 맛 

기호도 점수를 바탕으로 순위를 부여한 결과, HSS-LO, 

MSS-MO, MSS-LO에서 한국인이 중국인과 비슷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 기름진 맛 기호도는 전반적, 향미, 질감 기호도

에 대한 결과와 다르게 LO군과 MO군에서 높은 점수와 순위

를 나타내어 기름진 맛 기호도에 대해 따로 분리하여 질문할 

경우 전반적인 기호도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Stevenson 

등(38)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에 대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선택하는 음

식은 기름지고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나 식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처럼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죄책감이 작용해 전반적 기호

도와는 다르게 기름진 맛 기호도에서 더 기름지지 않은 시료

에 대해 높은 기호도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Sous-vide 잡채의 소비자 태도

한국인과 중국인의 익숙한 정도, 구매 의도, 추천 의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5와 Fig. 3에 제시하였다. 한국인은 

익숙한 정도, 구매 의도, 추천 의도에서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중국인은 구매 의도, 추천 의도(P< 

0.001)에서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타났으나 익숙한 정도는 

유의적이지 않았는데, 이는 중국인에게 잡채가 익숙하지 않

은 음식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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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익숙한 정도, 구매 의도, 추천 의도에서 MSS군

과 HSS군을 높게 평가였고 LSS-HO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

다. 중국인은 구매 의도, 추천 의도에서 HSS-HO, HSS-MO

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LSS군을 낮게 평가하였다. 또

한, 중국인은 익숙한 정도를 유의적으로 구분하지 못했으나 

HSS-MO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한국인과 중국인의 구매 

의도, 추천 의도를 비교해보면 두 국가 모두 MSS군과 HSS

군의 시료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익숙한 정도, 구매 의도, 추천 의도 점수를 바탕으로 순위

를 부여한 결과를 Fig. 3에 제시하였다. 익숙한 정도, 구매 

의도, 추천 의도에 순위를 부여한 평균값은 Table 6의 결과

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익숙한 정도에서 HSS군은 중국과 

한국인이 비슷한 수준으로, MSS-HO, MSS-LO는 중국인

이 한국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정되었다. 구매의도는 

HSS-HO, HSS-LO, MSS-HO, MSS-LO가 중국인과 한국

인이 비슷한 수준으로, MSS-MO가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보정되었다. 추천 의도는 구매 의도

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MSS군에서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HSS-HO는 중국인이 더 높은 수준으로 

보정되었다. 순위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구매 의도와 추천 의

도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은 MSS군, HSS군에 높은 구매 의

도와 추천 의도의 경향을 보였다. 그중 MSS-MO에 대해 

한국인은 중국인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고, HSS-HO, HSS- 

MO는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Sous-vide 잡채의 선호･비선호 이유

한국인과 중국인의 sous-vide 잡채 시료별 선호 이유와 

비선호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가 20% 이상인 항목들만 

정리하여 Table 6에 제시하였다. 

한국인과 중국인이 모두 선호하지 않는 시료로 나타난 

LSS군에서 선호 이유로는 한국인이 채소의 식감 및 질감, 

해당사항 없음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중국인은 당면의 

식감 및 질감, 채소의 식감 및 질감을 일관적으로 높은 빈도

로 선택했다. 한편 비선호 이유로는 한국인이 싱거운 맛을 

일관적으로 40% 이상 선택하여 LSS군을 선호하지 않는 이

유로 명확하게 나타났으며, 중국인은 단맛을 일관적으로 

25% 이상 선택하였다. 한국인은 싱거운 맛이 비선호 이유로

만 나타났으나 중국인은 선호 이유와 비선호 이유 모두에서 

나타났는데, 한국인의 경우 싱거운 맛의 잡채를 극도로 싫어

하지만 중국은 좋아하는 이유로도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중국인이 싱거운 맛에 대해 한국인보다 비교적 수

용적이거나, 익숙하지 않은 음식에 대해 더욱 넓은 범위의 

맛을 수용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MSS군에 있어서는 선호 이유로 한국인은 채소의 식감 

및 질감, 당면의 식감 및 질감, 윤기, 촉촉함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중국인은 당면의 식감 및 질감, 채소의 식감 및 

질감을 일관적으로 높은 빈도로 선택했다. 중국인은 한국인

의 선호 이유에 없는 부드러움, 싱거운 맛, 외관, 색을 추가로 

선호 이유로 답했다. 비선호 이유로 한국인은 MSS-MO와 

MSS-HO에서 기름짐을 40% 이상 선택하였고, 중국인은 단

맛을 일관적으로 25% 이상 선택하였다. 

한국인과 중국인이 모두 선호하는 시료로 나타난 HSS군

에서 선호 이유로 한국인은 당면의 식감 및 질감, 채소의 

식감 및 질감, 짠맛, 윤기, 촉촉함, 간장 향미, 친숙한 향미 

등을 선택했다. 중국인은 당면의 식감 및 질감, 채소의 식감 

및 질감, 촉촉함을 일관적으로 높은 빈도로 선택했다. 중국

인은 한국인의 선호 이유에 없는 조화로운 향미, 질김, 외관, 

색 등을 추가로 선호 이유로 답했고 한국인은 중국인이 선택

하지 않은 간장 향미, 감칠맛, 친숙한 향미를 선호 이유로 

선택하였다. 이 중 감칠맛은 한국인에게서만 나타났는데 이

는 감칠맛이 중국인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므로 맛을 표현

하는 언어상의 문화 차이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에서 선호 이유와 비선호 이유를 선택하도록 제시된 

문항이 한글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이 일상적

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Prescott와 Khu(39)의 연구에서 기호도를 결정하는 데 중

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언어가 다른 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

음을 지적하였다. Nielson 등(40)은 소비자들이 표현하는 

언어와 식습관이 문화적 환경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되

며 국가 간의 언어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하였

다. 따라서 각 국가의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를 

충분히 반영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기호도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분석하는 데 더욱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비선호 이유로 한국인은 짠맛과 기름짐을 

선택하였으며, 중국인은 단맛과 기름짐을 선택하였고 추가

로 HSS-HO에서 참기름 향미를 비선호 이유로 답했다. 

Prescott와 Khu(35)의 연구에서 한 문화권에서 선호되는 

향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불쾌한 향으로 인식되는 것과 같이 

한국인의 선호 이유인 참기름 향미가 중국인에게는 선호하

는 이유와 비선호하는 이유에서 동시에 나타났다.

Sous-vide 잡채의 9가지 시료에 대한 선호와 비선호 이

유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선호 이

유로 텍스쳐와 관련한 특성인 채소의 식감 및 질감, 당면의 

식감 및 질감, 촉촉함, 부드러움 등을 높은 빈도로 선택하였

고 다음으로 맛과 향미와 관련된 특성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두 국가 모두 잡채를 좋아하는 이유로 텍스

쳐 다음으로 맛과 향미를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관과 색상에 대해서 중국인은 선호 이유로만 답했지만, 

한국인은 비선호 이유로만 답해 한국인에게는 불만족 요인, 

중국인에게는 만족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국가의 전반적 기호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HSS-HO의 선호 이유는 두 국가 모두 채소의 식감 및 질감, 

당면의 식감 및 질감, 촉촉함, 윤기로 나타났다. 한국인에게 

전반적 기호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LSS-HO의 비선

호 이유는 기름짐, 중국인의 전반적 기호도가 가장 낮은 

LSS-LO의 비선호 이유는 단맛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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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metric plot (axes F1 and F2: 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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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zation for liking of 
sous-vide cooked jabchaes by corre-
spondence analysis (CA) in Korean 
(A), Chinese (B) consumers (CATA).

모든 시료에 있어 선호 이유로 두 국가 모두 일관적으로 

채소의 식감 및 질감, 당면의 식감 및 질감을 선호 이유의 

상위 1, 2위로 답해 채소의 식감 및 질감, 당면의 식감 및 

질감이 두 국가에서 잡채를 선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한국인의 선호 

이유에서 나타나지 않은 쫄깃한(chewiness) 특성을 선호 

이유로 선택하였는데, 이는 중국인들이 당면의 식감 및 질감

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한국인

과 중국인 모두 선호 이유로 촉촉함, 부드러움을 선택하였는

데 이는 기존 건열 조리법보다 수분 보유율이 높은 sous- 

vide 조리법의 특성이 반영된 것(41)으로 sous-vide 잡채

의 상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인과 중국인의 

비선호 이유로 가장 높은 빈도로 선택된 것은 기름짐이었다. 

특히 중국인은 비선호 이유로 단맛이 모든 시료에서 2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국인과 한국인의 선호하는 

간장과 설탕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한국인

이 잡채 조리 시 선호하는 간장･설탕 혼합물의 비율(간장: 

설탕=7:2)이 중국인에게는 단맛이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두 국가에서 전반적 기호도가 높게 나타난 시료군(HSS)

에 대해서는 선호 이유의 개수가 더 다양하게 표시되었으며, 

전반적 기호도가 낮은 시료군(LSS)에서는 비선호 이유의 

개수가 더 많이 표시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소비자조사에

서 CATA를 이용한 과거 연구들과 같은 결과이다(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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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zation for disliking of 
sous-vide cooked jabchaes by corre-
spondence analysis (CA) in Korean 
(A), Chinese (B) consumers (CATA).

43). 중국인은 한국인보다 선호 이유와 비선호 이유의 개수

를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 이상 답한 선호 이

유의 특성 개수는 한국 12개, 중국 13개, 비선호 이유는 한

국 7개, 중국 4개로 나타나 응답 수는 한국인보다 중국인이 

많았지만, 한국인은 중국인보다 여러 특성을 골고루 선택하

였으며 중국인은 특정한 특성에 집중하여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척도 사용에 있어 국가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과 같이 CATA 설문에서도 국가 간의 문화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인과 중국인의 sous-vide 잡채 선호 이유와 비선호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가 20% 이상인 항목들을 대응 

분석(correspondence analysis, CA)을 통해 도표화하였

다. 두 국가의 선호 이유는 Fig. 4, 비선호 이유는 Fig. 5에 

제시하였다. 한국인의 선호 이유는 1축이 77.58%, 2축이 

10.54%로 총 변동의 88.11%를 설명하였다. 중국인의 선호 

이유는 1축이 46.33%, 2축이 19.46%로 총 변동의 65.79%

를 설명하였다. 한국인의 선호 이유에서 각 시료의 위치를 

살펴보면 1축을 기준으로 LSS군, MSS군, HSS군으로 구분

하여 1축을 짠맛, 단맛 축이라고 볼 수 있다. 2축은 1축에 

비해 설명력이 낮지만 기름짐 축으로 해석할 수 있다. LSS

군의 선호 이유로는 해당사항 없음, MSS군의 선호 이유로

는 당면의 식감 및 질감, HSS군의 선호 이유로는 간장 향미, 

친숙한 향미, 짠맛이 나타났다. 한편 중국인의 선호 이유에

서는 비교적 한국보다 뚜렷하지 않지만 1축은 짠맛, 촉촉함 



1670 전여진 ․장진아 ․오지은 ․손경현 ․조미숙

축으로 볼 수 있다. LSS-LO, LSS-MO, MSS-LO의 선호 

이유로는 싱거운 맛, HSS-MO의 선호 이유로는 짠맛이 나

타났다.

한국인의 비선호 이유는 1축이 61.06%, 2축이 28.80%

로 총 변동의 89.86%를 설명하였다. 중국인의 비선호 이유

는 1축이 72.76%, 2축이 23.84%로 총 변동의 96.60%를 

설명하였다. 한국인의 비선호 이유에서 각 시료 간 위치를 

살펴보면 1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LSS군, 중간에 MSS군, 

왼쪽에 HSS가 있어 1축을 짠맛 축이라고 볼 수 있다. 2축은 

1축에 비해 설명력이 낮지만 기름짐 축으로 해석할 수 있다. 

LSS군의 비선호 이유로 싱거운 맛, MSS군의 비선호 이유로 

당면의 식감 및 질감, 외관, 색상, 해당사항 없음, HSS군의 

비선호 이유로 짠맛이 나타났다. HO군과 MSS-MO의 비선

호 이유로는 기름짐이 나타났다. 한편 중국인의 비선호 이유

에서 1축은 비교적 중국인들이 기름지다고 인지한 순서를 

반영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 LSS군과 MSS-MO의 비선호 

이유로는 싱거운 맛, HSS-MO, HSS-LO, MSS-LO의 비선

호 이유로는 단맛, HSS-HO, MSS-HO의 비선호 이유로는 

기름짐과 참기름 향미가 나타났다. 

두 국가의 선호 이유에서는 1축의 설명력이 컸지만 2축은 

비교적 설명력이 낮았고, 중국인은 한국인보다 짠맛 축의 

설명력이 낮았다. 두 국가의 비선호 이유에서는 한국인이 

짠맛 축과 기름짐 축의 설명력이 높았고, 중국인은 한국인보

다 설명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선호 이유와 비선호 이유 모두에서 짠맛 축과 기름짐 축의 

설명력이 낮은 것은 한국인보다 짠맛, 단맛, 기름진 맛을 잘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에서 잡채의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샐러드유의 첨가비율보다는 간장･설
탕의 첨가비율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인은 

간장･설탕량과 샐러드유량을 명확하게 구분하며 LSS군을 

제외한 MSS, HSS군을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

다. 중국인은 한국인보다 간장･설탕량과 샐러드유량을 명확

하게 구분하지 않지만, 간장･설탕과 샐러드유가 높은 비율

로 첨가된 잡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sous- 

vide 잡채를 중국에 제안하기 위해서는 간장･설탕 혼합물 

18%, 샐러드유 12~24%의 첨가비율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잡채의 중국 진출 시 간장･설탕 혼합물의 설탕 

함량 감소와 채소 첨가비율 증가를 통해 중국 소비자의 기호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맛 요

인 외에도 잡채의 기호도에 부재료의 비율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맛에 대한 대부분의 비교연구는 특정 재료의 첨

가 여부 및 한 가지 재료에 대한 첨가비율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한국 음식은 복합적인 맛이 조화를 이루

는 특성이 있어 여러 재료의 첨가비율 조화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HMR 상품으로써 sous-vide 잡채의 중국 진출 가능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로 접목 가능한 간장, 설탕, 기름

의 첨가비율 및 채소의 첨가비율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잡채와 한국의 갖은 양념을 이용한 한식의 

세계화 및 중국 현지화를 위한 외식 상품 개발 시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위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본 연구 대상은 20대 대학(원)생으로 수행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표본 추출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서울, 중국

에서는 북경 지역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두 국가의 특성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

다. 마지막으로 중국인에게 잡채는 친숙하지 않은 음식이기 

때문에 한국인보다 간장, 설탕, 샐러드유의 첨가비율을 달리

한 잡채를 잘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추후 

한식 메뉴의 외식상품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대상 국가

의 메뉴 친숙도를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외식시장을 겨냥한 한식 외식 

상품의 개발 및 진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sous-vide 

잡채의 양념 배합 비율에 대한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기호도

를 조사하였다. 잡채 시료는 각 재료를 개별 조리한 후 최종 

단계에서 혼합하는 전통적인 방법 대신 모든 재료를 한꺼번

에 진공포장한 후 저온 조리하는 sous-vide 조리법을 적용

하여 외식 상품으로 개발하였다. Sous-vide 잡채에 대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는 한국인 119명과 중국인 136명을 대

상으로 각각 서울과 북경에서 실시하였다. 소비자 기호도 

조사는 sous-vide 잡채 양념의 간장･설탕, 샐러드유의 배합

비를 달리하여 간장･설탕 혼합물의 비율을 저(8%), 중(13 

%), 고(18%) 3개 수준으로, 샐러드유의 비율을 무(0%), 중

(12%), 고(24%) 3개 수준으로 첨가하여 제조한 9개의 잡채 

시료에 대하여 전반적, 외관, 향미, 짠맛, 단맛, 기름진 맛의 

기호도와 구매의향을 알아보았다. 잡채에 대한 소비자조사

에서 한국인의 경우 전반적, 외관, 향미, 짠맛, 단맛 기호도 

및 구매의향은 샐러드유의 양과 관계없이 간장･설탕 혼합물

을 중･고비율로 첨가한 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

였다(P<0.001). 기름진 맛의 기호도는 간장･설탕 혼합물을 

중･고비율, 기름을 무･중비율로 첨가한 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P<0.001). 중국인의 경우 전반적 기

호도, 향미 기호도와 구매의향은 간장･설탕 혼합물이 고비

율, 샐러드유가 중･고비율로 첨가된 군에서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P<0.001). 짠맛과 단맛 기호도에서는 모두 샐

러드유의 양과 관계없이, 짠맛 기호도는 간장･설탕 혼합물

을 고비율로 첨가한 군, 단맛 기호도는 간장･설탕 혼합물을 

중･고비율로 첨가한 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0.001). 기름진 맛 기호도는 간장･설탕 혼합물의 비율과 관

계없이 샐러드유를 무･중비율로 첨가한 군이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P<0.01). 외관 기호도에서는 모든 시료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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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체로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샐러드유량과 관계없이 간장･설탕 혼합물을 중･고비

율로 첨가한 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인은 

간장･설탕 혼합물을 저비율로 첨가한 군을 일관적으로 가장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중국인은 한국인보다 간장･설
탕 혼합물 저･고비율 첨가군을 더 선호하였다. 반면 샐러드

유의 첨가비율은 간장･설탕의 첨가비율에 비하여 양 국가 

소비자의 기호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한식과 잡채에 대한 인식

을 조사하고, 선호하는 잡채 양념의 간장･설탕 및 샐러드유

의 양을 찾아내었다. 이 결과를 통해 한식 외식 상품으로서

의 잡채 개발을 위한 방향의 제시와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한식의 중국 현지화를 위한 외

식 상품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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