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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JAR (Just-About-Right) Rating and CATA (Check-All-That-Apply) Method for commercial 

Yugwa (Korean oil pastry products) containing Baeknyeoncho (Opuntia ficus-indica var. saboten).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50 

participants, and five kinds of Yugwa samples (Control, B-YG, B-RY, B-WY and B-GB) were us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with these samples, the B-RY sample received the highest score in ‘Try again (6.30/9)’ and ‘Recommend (6.24/9)’. The Control Sample, 

which was the traditional Yugwa, received the second highest score (Try again: 5.62/9, Recommend: 5.70/9). The liking attributes for 

these samples were related to eating convenience, familiar taste, traditional type and siz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Yugwa are the maintenance of traditional taste and familiarity in an easy-to-eat size for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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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백년초(Opuntia ficus-indica var. saboten)는 다량의 점

질물과 함께 적색의 betanine 색소를 함유한 손바닥 선인

장의 열매로 선인장과(Cactaceae)의 선인장속(Opuntia)에 

속하는 열대성 다년생 초본이다(Saleem M 등 2006, Kim 

M 등 2014). 원산지는 멕시코이며,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로 우리나라의 제주도에서 자생 또는 재배되

고 있다(Kim NY 등 2007, Jin SK 등 2011). 또한, 고혈압 

예방, 지질저하, 진통 억제, 이뇨, 항궤양, 항알레르기 및 

항염증 등의 효과가 있어 예로부터 약용 및 식용으로 이

용되어 왔다(Galati EM 등 2001, Saleem M 등 2006, 

Song JH 등 2011, Kim M 등 2014). 백년초의 성분은 조

섬유 3.79%, 단백질 4.24%, 지방 1.35%, 회분 12.12%를 

비롯하여 비타민, 식이섬유 및 무기질 등이 풍부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Shin DH & Lee YW 2005, Kim NY 등 

2007, Jin SK 등 2011). 이러한 백년초와 관련된 연구로

는 백년초 추출물의 항균 및 항산화성에 관한 연구(Seo 

KI 등 1999)와 발효유 제조 및 관능적 특성(Lee JY & 

Bae HC 2009), 젤리 제조(Jung H & Joo N 2005, Son MJ 

등 2005) 등과 같이 식품 제조 시 품질 특성에 대한 연구

가 보고되었으며, 백년초 첨가와 관련된 연구로는 연근 

부각의 지질저하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Kim M 등 2014)

와 제과류(Kim NY 등 2007, Cho AR & Kim NY 2013), 

제빵류(Shin DH & Lee YW 2005), 두부(Song JH 등 

2011), 떡류(Kim KS & Lee SY 2002, Joung HS 2004, 

Kim GB 등 2007), 탁주(Park SS 등 2011), 국수(Choung 

HS & Park CS 2003) 및 소시지(Jin SK 등 2011) 등에 첨

가 시 품질 특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한편 유과는 한국의 전통 후식류 중에 하나로 찹쌀을 

오랫동안 물에 담가 발효시켰다가 이를 여러 번 세척해

서 가루로 만들어 술이나 콩물로 반죽하여 찐 것을 얇게 

밀어 성형, 건조시킨 뒤 유탕, 팽화시켜 집청과 고물을 

입혀서 만든 전통 후식류이다(Han BR 등 2000, Kim MS 

등 2007, Kwon YS 등 2014, Ryu JH 등 2014, Kang DC 

등 2015). 그러나 유과는 유탕 팽화시키는 과정에서 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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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구조가 형성되어 기름이 쉽게 흡수될 뿐만 아니라 공

기와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넓어지므로 기름의 산패

가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Kang DC 

등 2015).

이러한 유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품질 향상 및 제

품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감귤 과피(Bae HS 등 

2002), 구기자(Park BH 등 2012), 녹차·신선초(Kim HS & 

Kim SN 2001), 솔비톨(Baik EY 등 2007), 인삼(Lee JS 

등 2006), 지치 추출물(Kim JS & Han YS 2005, Kim JS 

등 2006), 카레(Kang DC 등 2015), 표고버섯(Park JS & 

Na HS 2007) 및 홍화씨(Park GS 2004, Park GS 등 2001) 

등의 재료를 유과에 첨가한 뒤 이에 대한 품질 특성을 분

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백년초의 

기능성을 활용한 연구로는 백년초를 첨가한 부각과 같은 

전통 음식(Kim M 등 2014) 및 떡류와 관련된 연구(Kim 

KS & Lee SY 2002, Joung HS 2004, Kim GB 등 2007)

와 서양의 빵/과자류(Shin DH & Lee YW 2005, Kim NY 

등 2007, Cho AR & Kim NY 2013)에 첨가 후 품질 특성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아직까지 한과와 관련된 

연구는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과 중에 하나인 백년초를 첨

가한 시판 유과류의 종류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호/비선호 

인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능성 

식품인 백년초가 첨가된 한과류의 시장 가능성을 살펴보

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시료 선정

본 연구의 시료는 실험군인 백년초가 첨가된 시판용 

유과류 4종과 대조군인 시판되는 전통 유과 1종을 선정

하였다. 시료 선정 방법은 Ryu JH 등(2014)과 같이 백화

점, 대형할인마트, 온라인 쇼핑몰 및 유기농식품매장 등

에서 시판되고 있는 제품과 전화 주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1차로 수집하였다. 식품가

공 및 조리 분야의 전문가 6~8명이 총 7회 동안 각각 

5~7개 회사 제품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포커스 그룹 인

터뷰를 실시하여 선정하였다.

시료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백년초를 첨가

한 유과 중 종류 별로 선정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는 제품

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같은 종류의 유과일 경우, 가장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제조업체 제품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시료는 Control, B-YG, B-RY, B-WY 및 B-GB

로 명명하였으며, 시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Control 시

료는 전통적 방식으로 제조된 일반적인 유과 제품으로 

시중에서 가장 판매량이 높은 회사의 제품이다. 두 번째

로 B-YG, B-RY 시료는 강정의 바탕과 집청은 일반 유과

와 같으나 세반(고물)에 백년초를 첨가한 제품으로 여러 

업체에서 제조되고 있는 제품이다. 나머지 B-WY와 

B-GB 시료는 퓨전화된 유과 제품으로 세반은 동결 건조

한 백년초를 사용하였고, 집청은 초콜릿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과 제품의 백년초 함량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B-YG, B-RY 및 B-WY는 백년초 함량이 

2%였으며, B-GB 제품은 8%로 나타났다. 이 중 B-GB 제

품은 다른 시료에 비해 백년초 함량이 4배 정도 차이가 

있어 제외시키려 하였으나 백년초가 첨가된 유과의 종류

에 따라 시장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고, 선정 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연구 

대상 시료에 포함시켰다.

시료의 수집은 제조업체에 전화주문 후 택배로 수령하

는 방법으로 구매기간은 2014년 12월 28일~2014년 12월 

31일이었다. 선정된 유과류에 대한 특성 및 일반적 사항

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소비자 패널

백년초가 첨가된 유과의 기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와 관계없는 N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 및 N기

관 인근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50명(남: 24, 

여: 26, 연령: 20~49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수행은 N기관 관능검사실에서 이루어졌으며, 2015

년 1월 초에 수행되었다.

3. 평가 준비 및 절차

준비된 시료는 소비자들이 구매했을 때 시식하는 크기

와 동일하게 제시하기 위해 포장된 크기 그대로 동일한 

규격(직경 15 cm)의 흰색 접시에 1개씩 담아 제시하였고, 

시료에 대한 패널들의 편견이 없도록 하기 위해 Kim 

HR(2005)의 연구와 Ryu JH 등(2014)과 같이 용기에 난수

표에서 선택한 세자리 숫자로 표시하였다. 또한, 이전의 

연구와 같이 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에 따라 각 

패널들에게 5개의 시료를 제공하였다(Gwak MJ 등 2012, 

Ryu JH 등 2014). 시료를 평가하는 사이에 입안의 잔여 

유과 입자 및 향미 등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생수

와 뱉는 컵을 제공하여 입안을 헹구도록 하였다.

4. 조사 방법 및 평가 방법

본 연구 수행을 위해 JAR(Just-About-Right) rating, 

CATA(Check-All-That-Apply) 기법, 재 구매 의향 및 추천 

의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JAR rating은 평

가 점수가 가운데 값에 가까울수록 소비자들이 그 시료

의 평가 항목에 대해 ‘적당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Hong JH 등 2011, Yang JE 등 2014).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와 같이 9점 JAR 척도(1점: 너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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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code Manufacture's date Materials

Control
practice: 2014. 12. 15.

label: 2014. 12. 19.

glutinous starch syrup 40% (corn powder 97%, malt, water type enzyme), glutinous rice 

35% (South Korea), popped rice 20% (Rice: South Korea), soy (bean) oil, soybean

B-YG
practice: 2014. 12. 06.

label: 2014. 12. 19.

glutinous starch syrup 43% (corn powder 97%, malt, water type enzyme), glutinous rice 

35% (South Korea), popped rice 15% (rice: South Korea), soy (bean) oil, Opuntia 

ficus-indica var. saboten (Baeknyeoncho) powder 2% (South Korea), soybean, red sweet 

potato

B-RY
practice: 2014. 12. 01.

label: 2014. 12. 19.

glutinous starch syrup 43% (corn powder 97%, malt, water type enzyme), glutinous rice 

35% (South Korea), popped rice 15% (rice: South Korea), soy (bean) oil, Opuntia 

ficus-indica var. saboten (Baeknyeoncho) powder 2% (South Korea), soybean, red sweet 

potato

B-WY
practice: 2014. 12. 05.

label: 2014. 12. 19.

manufactured white chocolate products 58% (belgium)[white sugar, vegetable oil, 

powdered skim milk, lecithin (soybean)], glutinous rice 23% (South Korea), popped rice 

13% (rice: South Korea), soy (bean) oil, Opuntia ficus-indica var. saboten

(Baeknyeoncho) powder 2% (South Korea), soybean

B-GB
practice: 2014. 12. 19.

label: 2014. 12. 19.

glutinous rice 42% (South Korea), manufactured white chocolate products 27% 

(belgium)[white sugar, vegetable oil, powdered skim milk, lecithin (soybean)], Opuntia 

ficus-indica var. saboten (Baeknyeoncho) powder 8% (South Korea), popped rice 19% 

(rice: South Korea), flour, sugar, soy (bean) oil, soybean

Table 1. Products information of commercial Yugwa samples used in this study

Liking attributes Disliking attributes

Roasted taste, Flavor, Appear, Size, Texture, Sweetness, Oily 

smell, Peculiar smell, Familiar smell, Coating powder smell, 

Eating convenience, New, Traditional, Familiar taste, Peculiar 

coating powder, Crispy, Moist, Stickiness, Color, and Cutting color

Taste, Smell, Appearance, Size, Texture, Greasy, Sweetness, 

Eating inconvenience, Unfamiliar, Oiling smell, Ordinary, Color,

Crush, Stickiness, Viscosity, Coating powder smell, Hard, and 

Sour

Table 2. List of Liking/Disliking attributes regarding the 5 commercial Yugwa samples

않다, 5점: 적당하다, 9점: 너무 ~하다)를 이용하여 적절

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Yeh LL 1998, Yang JE 등 2012, 

Kim MY 등 2014, Ryu JH 등 2014). JAR rating 항목은 

전문가 인터뷰 및 선행연구(Kim HR 2005, Ryu JH 등 

2014)를 토대로 기름진 정도(oily), 단맛 정도(sweet), 느끼

함 정도(rich), 이에 붙는 정도(sticky), 적당한 크기(size), 

세반 및 유과의 부스러짐 정도(crush) 항목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로 CATA 기법은 마케팅 분야에서 처음 소개되

었으며, 식품 관능검사 분야에서는 Adams J 등(2007)과 

Lanacaster B & Foley M(2007)에 의해 활용되었다(Kang 

NE 등 2014, Kim HS 2014). 또한, 소비자 기호도 검사방

법의 장점과 묘사분석방법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새

로운 관능검사 방법 중에 하나이다(Kim HS 2014). 게다

가 소비자에게 제품의 선호/비선호 요인에 대해 모두 고

르도록 함으로써 척도법으로 평가하는 방법에서 누락될 

수 있는 장/단점들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소비자 기호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활

용도가 매우 높다(Ares G 등 2010, Dooley L 등 2010, 

King SC & Meiselman HL 2010, Chung L 등 2012, 

Gwak MJ 등 2012, Kang NE 등 2014). CATA의 기법에 

활용될 선호 및 비선호 인자에 대한 용어는 앞서 언급한 

전문가 인터뷰 및 선행 연구(Kim HR 2005, Kim HR 등 

2011, Ryu JH 등 2014)를 활용하여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Table 2).

마지막으로 9점 hedonic 척도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시판 백년초 첨가 유과에 대한 재 구매 의도와 추천 의도

를 조사하였다.

JAR rating 및 CATA 기법에 활용하기 위해 도출된 항

목들을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개발된 설문지는 

시료와 함께 소비자 패널들에게 제시하였다.

5. 통계분석

소비자 패널들의 일반적 사항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빈도(n) 및 백분율(%)을 구하였다. 

일반적 사항과 유과류 구매 빈도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 대응일치분석(MCA,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각 시료간의 JAR rating, 재 구매 의향 및 추천 의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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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Gender

 Men 24 48.0

 Women 26 52.0

Age

 20~29y 30 60.0

 30~39y 15 30.0

 ≧40y 5 10.0

 Average 29.9±7.8
1)

Marital status

 Single 39 78.0

 Married 11 22.0

Household income (Unit: 10,000 won)

 <100 5 10.0

 100~200 22 44.0

 200~300 12 24.0

 ≧300 11 22.0

Total 50 100.0

1) 
Mean±SD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Fig. 1.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between general 

characters and consumption of Korean traditional 

confectionaries (Hangwa).

*Frequency of consumption of Korean traditional confectionaries 

(Hangwa): ≧1 time/month (1 time a month), 3~4 times/year 

(3~4 times a year), 1~2 times/year (1~2 times a year), <1 

time/year (1 time a year)

의 항목은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로 

제시하였으며, 시료 간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One-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

고, α=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사후 검

정 중에 하나인 Duncan의 다중 비교 검정을 실시하였다. 

CATA 항목의 경우, 선호 및 비선호 인자를 도출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빈도(n) 

및 백분율(%)을 구하였고, 유의성 검정을 위해 교차분

석(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들 선호 및 

비선호 인자와 시료간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대응일치분석(CA, 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 IL, USA) Ver. 17.0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Table 3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24명, 여성이 26명으로 각각 48.0%, 52.0%씩 분

포하고 있었으며, 연령은 20세~29세가 30명(60.0%)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30~39세가 15명(30.0%), 40세 

이상은 5명(10.0%)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

만원 이하가 5명(10.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22명(44.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12

명(24.0%), 300만원 이상이 11명(22.0%)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혼 여부의 경우, 미혼이 39명(78.0%), 기혼

이 11명(22.0%)의 비율을 보였다.

2. 일반적 사항에 따른 한과 소비 패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한과의 소비 횟수(한달에 

1회 이상, 1년에 3~4회, 1년에 1~2회, 1년에 1회 미만) 간

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 대응일치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는 Fig. 1과 같다. 대응일치분석은 다차원 

척도(multidimensional scaling)법 중에 하나로, 행과 열의 

분할표로 나타낼 수 있는 범주형 자료들 간의 상관성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2차원 상의 이미지 맵으로 

도식화시켜주는 분석기법이다(Koo SH 2007, Jung HS & 

Yoon HH 2011, Lee KS 등 2014). 그렇기 때문에 범주형 

자료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도식화하는데 있어서 매

우 유용한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Lee JY 등 2013, Lee 

KS 등 2014). 또한, 2개 차원의 설명력이 70% 이상은 되

어야 행과 열의 관계를 잘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다(Koo 

SH 2007, Jung HS & Yoon HH 2011).

일반적 사항과 한과 소비 패턴에 대한 다중 대응일치

분석은 96.86%의 유의적인 설명력을 보였다. 첫 번째로 1

년에 1회 미만 한과를 소비하는 집단의 경우,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과 20대 연령의 소비자들과 밀접한 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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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n intensity of JAR(Just-About-Right) ratings of the 5 commercial Yugwa samples.
1) 

9 point JAR scale (1=‘Not nearly sticky/sweet/oily enough’ ~ 5=‘Just-About-Right’ ~ 9=‘Too sticky/sweet/oily’).

*** p<0.001.
a-d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at α=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comparison.

위치하였다. 두 번째로 1년에 1~2회 한과를 소비하는 집

단은 미혼과 가구소득 100~200만원 소비자들과 밀접하였

다. 또한, 1년의 3~4회 소비하는 집단의 경우, 주로 여성 

소비자들이며, 가구소득은 300만원 이상, 기혼이고, 연령

은 30대인 소비자들로 분석되었다. 한달에 1회 이상 한과

를 소비하는 집단은 기혼이며, 40대 이상, 가구소득 200~  

300만원인 소비자들과 밀접한 위치에 있었다. 마지막으

로 남성의 경우에는 1년에 3~4회 한과를 소비하는 집단

과 1년에 1~2회 한과를 소비하는 집단의 중간 정도 거리

에 위치하였다.

3. JAR rating(적당한 정도 평가)

5가지의 백년초 유과 시료에 대한 기름진 정도, 단맛 

정도, 느끼함 정도, 이에 붙는 정도, 적당한 크기, 세반 및 

유과의 부스러짐 정도의 JAR rating에 대한 분석 결과는 

Fig. 2에 제시하였다. 기름진 정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서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었다(p<0.001). 단맛 정도의 경

우 Control 시료가 중앙값(5.02)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B-WY 시료가 단맛의 강도가 가장 높았다. 느끼함 

정도는 B-RY(5.22), B-YG(4.84) 및 Control(4.82) 시료가 

중앙값인 적절한 정도에 근접한 시료로 나타났으며, B-  

WY(5.64)와 B-GB(5.76) 시료가 느끼함의 정도가 다른 시

료에 비해 높았으나 모두 5점대로 나타났다. 부스러짐 정

도는 느끼함 정도와 마찬가지로 B-WY(6.30)와 B-GB  

(6.18) 시료가 부스러짐의 강도가 다른 시료에 비해 높았

고, 나머지 시료들은 중앙값인 5점대 근접한 값이었다. 

이에 붙는 정도는 부스러짐 정도의 값과 반대로 Control  

(6.40), 및 B-YG(6.32) 시료는 강도값이 높았으며, B-RY  

(5.68)도 적당한 정도보다 약간 높았으나 5점대였고, B-WY  

(4.16)와 B-GB(4.24)는 중앙값인 5점보다 낮은 값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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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ontrol B-YG B-RY B-WY B-GB p-value

Try again

 1
1)

1(2.0)
2)

1(2.0) - 6(12.0) 4(8.0)

<0.001
4)

2 3(6.0) 4(8.0) - 1(2.0) 10(20.0)

3 1(2.0) 2(4.0) - 8(16.0) 5(10.0)

4 5(10.0) 8(16.0) 4(8.0) 4(8.0) 8(16.0)

5 8(16.0) 16(32.0) 10(20.0) 7(14.0) 10(20.0)

6 17(34.0) 10(20.0) 13(26.0) 8(16.0) 8(16.0)

7 12(24.0) 8(16.0) 16(32.0) 8(16.0) 3(6.0)

8 2(4.0) - 4(8.0) 2(4.0) 1(2.0)

9 1(2.0) 1(2.0) 3(6.0) 6(12.0) 1(2.0)

Average 5.62±1.64
3)6)ab

5.04±1.60
b

6.30±1.28
a

5.14±2.45
b

4.14±1.97
c

<0.001
5)

Recommend

 1
1)

1(2.0) 1(2.0) - 5(10.0) 6(12.0)

<0.001
4)

2 2(4.0) 4(8.0) - 3(6.0) 6(12.0)

3 2(4.0) 4(8.0) 1(2.0) 4(8.0) 6(12.0)

4 4(8.0) 7(14.0) 2(4.0) 4(8.0) 8(16.0)

5 10(20.0) 17(34.0) 12(24.0) 10(20.0) 13(26.0)

6 15(30.0) 8(16.0) 13(26.0) 11(22.0) 6(12.0)

7 12(24.0) 7(14.0) 16(32.0) 5(10.0) 2(4.0)

8 2(4.0) 1(2.0) 3(6.0) 2(4.0) 2(4.0)

9 2(4.0) 1(2.0) 3(6.0) 6(12.0) 1(2.0)

Average 5.70±1.66
3)6)ab

4.96±1.67
b

6.24±1.29
a

5.20±2.35
b

4.16±1.99
c

<0.001
5)

1) 
Frequency (%) of each 9 point hedonic score.

2) 
Frequency (%), 

3) 
Mean±SD, 

4) 
p-value by Chi-square, 

5) 
p-value by one-way Anova.

6) 
9 point hedonic scale (1: extremely dislike, 5: neither dislike or like, 9: extremely like)

a-c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at α=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Consumer's attitude (Willing to try again and recommend) scores of the 5 commercial Yugwa samples

타났다. 이는 Control, B-YG 시료의 경우, 전통적인 유과 

제조방식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이에 붙는 정도가 기준점

인 5점보다 높고 부스러짐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보이며, 

현대적으로 개량된 나머지 B-WY, B-GB 시료는 집청이 

기존의 시료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와 반대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적당한 크기 정도의 경우, B-RY  

(5.04), B-WY(4.94), B-GB(4.90) 시료가 적절한 정도인 5

점대에 근접하였고, Control(6.52), 및 B-YG(6.42) 시료는 

크기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름진 

정도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이 중 B-YG 시료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B-WY 시료는 가장 높은 점수

로 나타났으나 모두 5 점대에 근접하였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시료 중에서 B-RY 유과 시료가 

모든 항목에서 적절한 정도의 값인 5점대에 근접한 

4.94~5.68 사이의 점수를 보였는데 전통적으로 제조한 유

과면서 현대적으로 개량된 유과 시료(B-WY, B-GB)들 및 

이전의 연구(Lee JY 등 2013)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먹

기 편한 사이즈)과 같이 사이즈를 적절하게 하였기 때문

에 이러한 결과를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4. 재 구매 의향 및 추천 의도

5가지 백년초 유과 시료에 대한 재 구매 의향 및 추천 

의도의 경우 모두 유의적이었으며(p<0.001), 이에 대한 

사항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B-RY 시료가 

재 구매 의향(6.30/9)과 추천 의도(6.24/9)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반대로 B-GB 시료는 재 구매 의향

(4.14/9)과 추천 의도(4.16/9)에서 모두 가장 낮은 값을 보

였다. 그리고 B-WY 시료는 재 구매 의향(5.14/9)과 추천 

의도(5.20/9)에서 표준편차 값이 각각 평균의 절반에 가까

운 2.45, 2.35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선택 속성에 있어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면 전혀 선호하지 않는 1점부터 가장 선호하는 9점까

지의 비율을 보면 B-WY 시료의 재 구매 의향은 각각의 

점수(1점 12.0%, 2점 2.0%, 3점 16.0%, 4점 8.0%,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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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B-YG B-RY B-WY B-GB
p-value

2)

n % n % n % n % n %

Roasted taste 22 44.0 7 14.0 4 8.0 4 8.0 - - <.001

Flavor 6 12.0 4 8.0 5 10.0 4 8.0 2 4.0 0.683

Appear 14 28.0 15 30.0 21 42.0 11 22.0 12 24.0 0.205

Size 3 6.0 2 4.0 40 80.0 37 74.0 30 60.0 <.001

Texture 20 40.0 8 16.0 16 32.0 13 26.0 3 6.0 0.001

Sweetness 32 64.0 15 30.0 17 34.0 12 24.0 4 8.0 <.001

Oily smell 6 12.0 1 2.0 1 2.0 1 2.0 - - 0.011

Peculiar smell 1 2.0 10 20.0 3 6.0 10 20.0 4 8.0 0.008

Familiar smell 17 34.0 - - 1 2.0 - - - - <.001

Coating powder smell 1 2.0 4 8.0 - - 2 4.0 2 4.0 0.280

Eating convenience 3 6.0 2 4.0 33 66.0 34 68.0 19 38.0 <.001

New 1 2.0 19 38.0 10 20.0 19 38.0 21 42.0 <.001

Traditional 31 62.0 7 14.0 1 2.0 3 6.0 3 6.0 <.001

Familiar taste 27 54.0 5 10.0 2 4.0 1 2.0 1 2.0 <.001

Peculiar coating powder 1 2.0 11 22.0 4 8.0 8 16.0 9 18.0 0.023

Crispy 14 28.0 11 22.0 11 22.0 21 42.0 11 22.0 0.108

Moist 5 10.0 1 2.0 4 8.0 4 8.0 3 6.0 0.574

Stickiness 15 30.0 9 18.0 14 28.0 1 2.0 - - <.001

Color 6 12.0 20 40.0 11 22.0 11 22.0 5 10.0 0.002

Cutting color 5 10.0 3 6.0 3 6.0 3 6.0 2 4.0 0.808

1) 
Multiple responses.

2) 
p-value by chi-square test.

Table 5. The list of liking attributes regarding the 5 commercial Yugwa samples
1)

14.0%, 6점 16.0%, 7점 16.0%, 8점 4.0%, 9점 12.0%)의 

분포가 평균점수에 근접한 점수에 주로 분포되어있는 다

른 시료와 달리 대체로 모든 점수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

으며, 추천 의도는 역시 다른 시료와 달리 대체로 각각의 

점수(1점 10.0%, 2점 6.0%, 3점 8.0%, 4점 8.0%, 5점 

20.0%, 6점 22.0%, 7점 10.0%, 8점 4.0%, 9점 12.0%) 마

다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는 현대적으로 개량된 

B-WY, B-GB 시료의 집청이 기존의 시료와는 다르게 화

이트 초콜릿을 이용한 것이 하나의 이유로 생각된다. 특

히 B-WY 시료의 경우, 집청으로 이용된 화이트 초콜릿 

함량이 B-GB 시료 보다 약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Table 1),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B-WY 시료의 단맛 

강도가 JAR rating 에서 6.54/9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

났던 것으로 사료되며, 소비자들의 기호도 역시 다양하게 

나타난 이유 중 하나로 생각된다.

여러 시료 중 B-RY 시료가 재 구매 의향과 추천 의도

가 가장 높은 이유는 JAR rating의 6개 항목(기름진 정도, 

단맛 정도, 느끼함 정도, 이에 붙는 정도, 적당한 크기, 세

반 및 유과의 부스러짐 정도에서 중앙값인 5점대에 근접

한 것(4.94~5.68)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유과의 외관 품질에 대한 연구(Cho SH 등 2013)를 살펴

보면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과는 동일한 제조

업체의 동일 제품이라도 크기나 형태, 세반의 분포 등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의 제품선택에 많은 영

향을 준다고 하였는데, B-RY 시료의 경우 크기 및 세반 

및 유과의 부스러짐 정도를 측정한 JAR rating에서 적절

한 정도인 5점대에 근접한 점수의 결과가 재 구매 의향

과 추천 의도의 점수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다른 이유로는 백년초 함량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백년초를 첨가한 컵케이크(Kim NY 등 

2007)와 스펀지 케이크(Cho AR & Kim NY 2013)의 관능

적 특성을 조사한 연구를 보면 백년초의 함량을 전체 함

량의 0%(대조군) 1%, 3% 및 5%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을 

때 1%군의 케이크가 맛 기호도와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Kim KS & Lee SY(2002)의 

연구에서도 대조군(0%), 1%, 2%, 3%의 백년초 첨가 증편

의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2%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Shin DH & Lee YW(2005)의 연구에서는 백년초 분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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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rrespondence analysis between the drivers of liking 

attributes and the 5 commercial Yugwa samples. 

첨가한 식빵에 대한 소비자 기호도의 여러 항목(색, 향, 

맛, 부드러움, 씹힘성 및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대조군(0%)

보다 2% 첨가군이 기호도가 높았고, 4%군은 오히려 기호

도가 낮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B-RY 시료의 경우에도 

선행연구 같이 3% 미만의 백년초를 첨가하였기 때문에 재 

구매 의향과 추천 의도에서 높은 점수로 나타난 것으로 생

각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의 유과 선택속성에서 

단맛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맛, 백년초의 함량, 질감 

및 향미, 크기 등의 강도의 점수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지 

않는 유과에 대한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5. CATA 기법과 대응일치분석을 이용한 시판 백년초 

유과의 선호/비선호인자

1) CATA 기법과 대응일치분석을 이용한 시판 백년초 

유과의 선호인자

CATA 기법과 대응일치분석을 이용한 시판 백년초 유과

의 선호인자에 대한 내용은 Table 5와 Fig. 3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CATA 기법 결과에서 Control 유과의 선호 

인자는 구운 맛과 질감, 단맛, 전통적, 친숙한 맛 등이 

40%의 높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B-YG 시료는 색상이, 

B-RY 시료는 외관, 사이즈, 먹기 편리함이, B-WY 시료

도 사이즈와 먹기 편리함이 B-RY와 동일하였고, 바삭바

삭 함이 기타 선호요인으로 나타났다. B-GB 시료는 사이

즈와 새로움이 40% 이상의 선호 인자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시료별 선호요인에 대한 대응일치분석에서 

90.09%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시료별 선호요인들을 살펴

보면 Control 시료는 오일 향과 친숙한 맛, 전통적임과 구

운 맛, 달콤한 맛 등과 밀접한 위치에 있었으며, B-YG 

시료는 색상과 독특한 향, 세반 향미와 밀접하였다. B-RY 

시료는 사이즈와 먹기 편리함, 촉촉함과 밀접하였으며, 

B-GB 및 B-WY 시료는 선호 인자로 단면 색과 향미, 바

삭바삭 함, 외관과 관련이 있었고, B-GB는 새로움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CATA 기법과 대응일치분석을 이용한 시판 백년초 

유과의 비선호인자

CATA 기법과 대응일치분석을 이용한 시판 백년초 유

과의 비선호인자에 대한 내용은 Table 6과 Fig. 4에 제시

하였다. 

첫 번째로 CATA 기법 결과에서 30% 이상의 비선호 

인자들을 살펴보면 Control 시료와 B-YG 시료는 찐득거

림과 사이즈의 요인들이 나타났다. B-RY 시료는 비선호 

인자들이 3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B-WY 시료는 부서

짐이, B-GB 시료는 맛과 친숙하지 않음과 부서짐이 비선

호 인자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시료별 비선호 인자의 대응일치분석에서 

87.12%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시료별 비선호 인자로 

Control 시료는 찐득거림, 기름진 향, 평범함 등과 밀접하

였고, B-YG 시료는 단단함, 먹기 불편함 및 사이즈와 밀

접하였다. B-RY 시료는 색상과 밀접하였으며, B-WY는 

부서짐, 세반 향미, 단맛이 비선호 인자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와 JAR rating에서 B-WY 시료의 단맛 강도가 

6.54/9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던 결과들을 종합해보

면 단맛이 많이 느껴지는 것은 소비자들이 좋아하지 않

는 이유 중 하나로 생각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인 Lee 

JY 등(2013)의 연구에서도 역시 한과의 단맛은 적당한 단

맛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

에서 단맛이 적당한 B-RY 시료와 Control 시료가 재 구

매 의향과 추천 의도에서 높은 점수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향후 유과 제품 개발 시 단맛에 대한 고려는 반

영되어야 할 요인 중 하나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B-GB 시료는 비선호 인자로 친숙하지 않

음, 맛, 신맛 등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선행 연구인 Cho 

AR & Kim NY(2013)의 백년초를 첨가한 스펀지케이크

의 품질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맛의 기호도를 살펴보면 

1%, 3% 백년초 첨가구의 스펀지케이크 기호도가 가장 

높았고, 5% 첨가구는 백년초의 신맛으로 인해 오히려 낮

은 기호도로 보고되었다. B-GB 시료의 비선호 인자 중 

하나가 신맛이고, 백년초의 함량이 다른 시료보다 높은 

8%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 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종

합해 보면 백년초를 많이 첨가한 처리구의 경우 신맛으

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된다. 제품 개발 시 이들 퓨전화된 시료들의 경우, 선호 

인자인 사이즈와 바삭바삭 함 등을 유지하면서 비선호 

인자인 부서짐과 세반 향미, 신맛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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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B-YG B-RY B-WY B-GB
p-value

2)

n % n % n % n % n %

Taste 1 2.0 11 22.0 2 4.0 9 18.0 15 30.0 <0.001

Smell 3 6.0 6 12.0 - - 4 8.0 6 12.0 0.133

Appearance 3 6.0 7 14.0 1 2.0 5 10.0 4 8.0 0.246

Size 22 44.0 19 38.0 1 2.0 2 4.0 1 2.0 <0.001

Texture 12 24.0 11 22.0 3 6.0 13 26.0 12 24.0 0.084

Greasy 6 12.0 1 2.0 5 10.0 9 18.0 8 16.0 0.109

Sweetness 4 8.0 5 10.0 5 10.0 13 26.0 12 24.0 0.023

Eating inconvenience 12 24.0 11 22.0 - - - - - - <0.001

Unfamiliar - - - - 1 2.0 11 22.0 22 44.0 <0.001

Oiling smell 5 10.0 6 12.0 5 10.0 2 4.0 4 8.0 0.682

Ordinary 9 18.0 4 8.0 2 4.0 - - - - 0.001

Color 3 6.0 3 6.0 5 10.0 4 8.0 6 12.0 0.778

Crush 5 10.0 7 14.0 3 6.0 17 34.0 21 42.0 <0.001

Stickiness 19 38.0 17 34.0 9 18.0 1 2.0 - - <0.001

Viscosity 11 22.0 3 6.0 3 6.0 3 6.0 2 4.0 0.008

Coating powder smell 1 2.0 3 6.0 2 4.0 1 2.0 8 16.0 0.017

Hard - - 5 10.0 - - 1 2.0 - - 0.003

Sour - - 5 10.0 - - 2 4.0 6 12.0 0.013

1) 
Multiple responses

2) 
p-value by chi-square test

Table 6. The list of disliking attributes regarding the 5 commercial Yugwa samples
1)

Fig. 4. Correspondence analysis between the drivers of disliking 

attributes and the 5 commercial Yugwa samples.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백년초를 첨가한 시판 유과류에 대한 

관능적 특성 및 소비자 선호/비선호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능성 식품이 첨가된 한과류

의 시장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에서 성별은 남성이 24명, 

여성이 26명으로 각각 48.0%, 52.0%씩 분포하고 있었으

며, 연령은 20세~29세가 30명(60.0%)으로 가장 높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22명(44.0%)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의 경우, 미혼

이 39명(78.0%), 기혼이 11명(22.0%)의 비율을 보였다.

일반적 사항과 한과의 소비 횟수(한 달에 1회 이상, 1

년에 3~4회, 1년에 1~2회, 1년에 1회 미만) 간의 연관성

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 대응일치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

장 높은 빈도인 한 달에 1회 이상 한과를 소비하는 집단

의 경우 기혼이며, 40대 이상, 가구소득 200~300만원인 

소비자들과 밀접한 위치에 있었다. 그다음으로 높은 빈도

인 1년의 3~4회 소비하는 집단은 주로 여성 소비자들이

며, 가구소득은 300만원 이상, 기혼이고, 연령은 30대인 

소비자들로 분석되었다. 

시판 5가지 백년초 유과 시료에 대한 기름진 정도, 단

맛 정도, 느끼함 정도, 이에 붙는 정도, 적당한 크기, 세반 

및 유과의 부스러짐 정도의 JAR rating에 대한 분석 결과

에서 기름진 정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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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었다.

시판 백년초 유과 시료에 대한 재 구매 의향 및 추천 

의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B-RY 시료가 재 구매 의향

(6.3/9)과 추천 의도(6.24/9)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

다. 그리고 B-WY 시료는 재 구매 의향(5.14)과 추천 의

도(5.20)에서 평균 점수는 시료들 중에 중간 정도의 점수

로 나타났으나 표준편차 값이 평균의 절반에 가까운 

2.45, 2.35로 나타나 선호하는 소비자 집단과 비선호하는 

집단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CATA 기법과 대응일치분석을 이용한 시판 백년초 유

과의 선호/비선호인자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CATA 기법 결과에서 Control 유과 시료의 선호 인자는 

구운 맛과 질감, 단맛, 전통적, 친숙한 맛 등이 40%의 높

은 선호인자로 나타났으며, B-YG 시료는 색상이, B-RY 

시료는 외관, 사이즈, 먹기 편리함이, B-WY 시료도 사이

즈와 먹기 편리함이 B-RY와 동일하였고, 바삭바삭 함이 

기타 선호요인으로 나타났다. B-GB 시료는 사이즈와 새

로움이 40%이상의 선호 인자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CATA 기법 결과에서 30% 이상의 비선호 인자들을 살펴

보면 Control 시료와 B-YG 시료는 찐득거림과 사이즈가, 

B-RY 시료는 모든 비선호 인자가 30% 미만으로 나타났

으며, B-WY 시료는 부서짐이, B-GB 시료는 단맛, 친숙

하지 않음 및 부서짐이 비선호 인자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5종의 시료 중 B-RY 시

료가 재 구매의도와 추천 의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나

타났다. 전통적인 유과인 Control 시료가 그다음으로 높

게 나타났다. 이들 시료들에 대한 선호 인자를 살펴보면 

먹기 편리함과 사이즈, 전통적, 친숙한 맛과 연관성이 있

었고, 적당한 기름진 정도, 단맛, 적당한 크기 등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백년초를 첨가한 유과 제품 개발 시 전통적인 방

식으로 제조된 제품(B-YG, B-RY)의 경우 전통적인 맛과 

친숙함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들이 먹기에 간편한 사이즈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B-WY 시료

와 같이 퓨전화된 유과의 경우에는 재 구매 의향과 추천 

의도에서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호 인자에 대한 대응일치분석에서 나타난 

사이즈와 먹기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비선호 인자와 밀접

한 연관성이 있는 단맛과 텍스쳐, 부서짐 등을 보완한다

면 퓨전화된 유과의 재 구매 의향 및 추천 의도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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