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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Use Test를 적용한 고추장 소스의 관능 및 활용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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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assessing Kochujang sauces(BBQ & Chicken) using a Home Use Test(HUT) focused on 
England food consumer. To achieve of the purpose, 58 England food consumers were selected by CCFRA's customer 
database. The qualification of the sample was responsible for the households' main grocery shopping, cooking Oriental/ 
Far Eastern cuisines at home, enjoying hot/spicy chilli based food and would be willing to buy hot chilli based Oriental 
sauce. 3 times of HUT were accomplished. The test was continued during 3 weeks, and each test was continued during 
one week. To check the sensory evaluation results on these sauces, 9 point hedonic scale and JAR(Just About Right) 
were used. The frequency analysis was adopted for the study. The results of a study were as followed. The overall 
satisfaction(upper 7point) on BBQ sauce was 60%, and the chicken sauce was 55.1%. The sweetness, hot taste, and 
BBQ aroma were suitable as a upper 40% using JAR scale. On purchase intention, BBQ & Chicken was slightly increased. 
These sauces were proper lunch & Dinner time. Also, good for dip, stir fry, and marinade. The result of put to use the 
sauces on food material as followed. BBQ sauce was proper Chicken(45.5%), vegetable(29.9%), and turkey(19%) in the 
order named. In case of the chicken sauce was ordered chicken(46.2%), vegetable(27.5%), beef(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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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난 몇 년간 한국 전통식품 회사들은 국내 소비자를 

주고객 시장으로 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해외로 눈길을 돌

리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국 중심의 
민족성을 살린 고요함에서 벗어나 표적 시장의 소비자들

의 시각의 제품을 접근하려는 노력이 요구되어진다(Lee 
KA와 Bae HJ 2006). 세계 식품 시장은 2006년 기준 약 4
조 달러로 추정되었고, 2020년까지 6.3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품의 소비는 편리성과 건강 및 
맛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으며 특히 웰빙

과 건강의 열풍, 식품 안전 등 고품질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의 급증과 새로운 식품을 적극적으로 경험하려는 

욕구로 이국 식품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농촌경제연구원 2008). 영국 식품 시장에서도 
이국 식품 특히 아시아 식품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데, 동양/아시아 소스류 시장 규모는 2006년 기준 2～
2.5억 파운드(한화 3,700～4,600억원)로 추정하고 있으

며, 할인마트(슈퍼마켓)에서는 아시아 전문, 아시아 요

리용 소스류, 바비큐 및 절임용 등으로 소분류하여 전용 
판매대를 형성하고 있다(CCFRA 2007).

고추장을 대상으로 한 주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제조 방법에 관한 연구와 고추장에 부재료와 기능성 재료

를 참가하여 제조한 고추장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Lim 
SI 등 2006, Oh JY 등 2005, Kim YS 등 2003), 우리나라 
홍고추를 활용한 한국식 핫소스의 제조방법에 대한 연구

가 있었고(Kwon DJ 등 1998), 중국음식에 고추장을 적

용하여 기호도 조사한 연구가 있었다(Kim EM 등 2005). 
고추장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을 시도한 연구로는 전통

고추장을 이용한 소스의 제조 및 특성에 대한 연구(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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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등 2004)가 있으며, 고추장 소스를 활용한 메뉴개발

(Han KS 등 2008) 연구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고추장에 대한 연구들은 제조 특성을 중심으로 진행

이 되어져 왔으며, 고추장을 활용하여 개발된 제품에 대

한 시장조사나 소비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며,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양적으로

도 거의 없으며, 기존의 연구들도 선호도 검사 수준에 그

치고 있다.
본 연구에 적용한 Home Use Test(HUT)는 소비자 검사

의 일종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선발하여 1～2개
의 검사물을 각 가정에 보내 실제로 사용하면서 평가하

는 방법이다. 시간을 두고 사용하는 동안 평가하기 때문

에 안정된 검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품 개발의 마

지막 단계에서 적용하는 방법이다. HUT에서 가장 권장하

고 있는 방법은 면접원이 가정에 직접 한 개의 검사물

과 검사표를 배달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용하게 한 다음, 
두 번째 방문 때는 첫 번째 검사물과 검사표를 수거하면

서 두 번째 검사물과 검사표를 배달하고, 일정기간이 지

난 후 다시 한번 방문하여 검사물과 검사표를 수거하는 

방법이다.
HUT방법은 실제로 제품이 소비되는 조건에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동안 사용 후 평가하는 것이므로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간과 비용에 대

한 부담이 높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김광

옥 등 1993, Stone H와 Sidel J 1993).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내 식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 내에서 고추장 바비큐소스와 고추장 치킨소스

를 직접 사용한 후(Home Use Test) 소스들의 관능적 특

성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와 소스들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용도에 대해 알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및 준비

HUT(Home Use Test)에 적용할 고추장 소스는 영농법

인 문옥례가에서 고추장을 모체로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

여 시판 중인 고추장 바비큐소스와 고추장 치킨소스였다. 
시판되고 있는 브랜드명은 “Hot & Joy”이며, 각각의 소

스의 용량은 290 g이였다. 소스의 외관적 특성(디자인, 브
랜드, 포장재질, 포장용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판단 오

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시판 중인 디자인의 용

기가 아닌 소스 테스트용 전용용기에 제품의 코드명만 부

착하여 준비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 되고 있는 고추

장 BBQ 소스와 고추장 치킨소스는 뿌려먹는 개념이나 

찍어먹는 용도(Dipping sauce) 용도로 제시되고 있다. 고
추장 바비큐소스에는 077코드명을 주었으며, 고추장 치킨 
소스에는 494의 코드명을 부여하였다.

Fig. 1. HUT Process.

2. 실험 절차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되어진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총 3회에 걸쳐서 반복 실험을 실시하였

다. 1차 HUT(Home Use Test)는 실험 시작 첫 번째 주에 
시행하였으며, 실험 참여자 57명에게 077소스(고추장 BBQ 
소스), 494소스(고추장 치킨소스)와 평가지를 배분하였다. 
2차 HUT는 두 번째 주에 시행되었으며, 실험 참가자들

이 직접 방문하여 1차 실험 결과물을 반납한 후, 1차 실

험 참여자 중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들에게 077
소스(고추장 BBQ소스), 494소스(고추장 치킨소스)와 평가

지를 다시한번 배분하였다. 3차 HUT는 세 번째 주에 실

험 시작 세 번째 주 일주일동안 시행하였으며, 2차 실험 

결과물을 반납하게 한 후 실험 참가자 중에서 2명을 제외

한 나머지 참가자들에게 077소스(고추장 BBQ소스), 494
소스(고추장 치킨소스)와 평가지를 배분하였다. 실험 기

간은 총 3주가 소요되었다.

3. 실험 대상

본 연구는 영국 식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고추장

을 이용한 제품 개발 후 가정 내에서 활용 가능성의 여

부를 조사하고, 가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메뉴의 조리법

을 알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CCFRA(Campden and Chorleywood Food Re-
search Association)의 고객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하

였다1). 본 조사에서는 CCFRA사의 16,000명의 소비자가 

모집단으로 선정 되었다. CCFRA의 사이트를 통해서 HUT
에 참여할 지원자 50명을 기본단위로 구성하였으나, 실제 
실험 참가 희망자는 58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1차 HUT
에서는 전원이 참석하였고, 2차 HUT에서는 1명이 탈락

했으며, 3차 HUT에서는 2명이 탈락하였다. 첫째, 가정 내

에서 주로 식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소비자. 둘
째, 가정 내에서 아시아 음식을 조리하는 소비자. 셋째, 
매운 음식을 즐기고 칠리가 들어간 아시아 소스를 구매

하기를 꺼려하지 않는 소비자였다.

1) CCFRA는 소비자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2000년에 ISO 

9001인증을 받은 소비자 조사 기관으로, 2007년 10월 기준 16,000

의 소비자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등록이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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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Statement Scale

Sensory evaluation &
purchasing intention

overall acceptance, appearance, aroma, flavor 9 scale Hedonic
sweetness, hot, BBQ Aroma, purchasing intention JAR(Just About Right)

proper meal time Breakfast, Lunch, PM Snack, Dinner,
EVE Snack, Other, Multi Selection

Nominalproper cooking method Marinade, Stir fry, Cook in sauce, Add stew/cassrole,
Accompaniment, Dip, Other, Multi select

proper food material Chicken, Beef/steak, Lamb, Pork/gammon/bacon, Turkey,
Meat ALT, Vegetable, Rice, Fish/sea food, others

postscript using BBQ sauce & Chicken sauce open handed

4. 평가 항목 및 분석

소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문
항별 특성에 따라 전체적인 만족도, 외관, 향, 맛은 9점 

선호도 척도를 적용하였고, 단맛의정도, 매운맛의 정도, 
바비큐 향, 구매 의도는 JAR척도를 적용하였다. 가정 내 

사용용도에 대한 문항들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 식사

시간, 잘 어울리는 조리법, 잘 어울리는 식재료는 명목척

도로 구성하였으며, 실험 참가자들의 개인의견을 쓸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두었다.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은 기술 통계만을 적용하였다. 기술 통계만을 

적용한 이유는 실험 참가자의 수가 58명 정도였으며, 인
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여성 집단의 크기는 통계분석의 기

준(최소 30명)을 만족을 시켰으나, 남성 집단의 크기가 

통계분석을 위한 최소 샘플 수의 필요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채서일 2006) 또한 연령대별로 세분하여 집단별 

차이를 보기위해서는 샘플 수가 너무 작아 기술 통계만

을 적용하였다.

III. 결과 분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총 58명이 3차에 걸친 HUT 실험에 참여하였다. 여성

이 36명이었으며, 남성이 22명이었다. 연령대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18～24세 2명, 25～34세가 8명이었으며, 35～44
세가 23명, 45～54세가 10명, 55～65세가 15명이었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N(%) Characteristic N(%)

Gender
Male 22(37.9)

Age
18～24 2(3.4)

Female 36(62.1) 25～34 8(13.8)
Total 58(100) 35～44 23(39.7)

45～54 10(17.2)
55～65 15(25.9)
Total 58(100)

2. 고추장 소스(BBQ & Chicken)의 관능평가

고추장 소스의 관능평가를 위해 소스의 품질적 특성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BBQ 소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극도로 좋다”가 5.3%였으며, “매우 좋다”와 “적당하게 

좋다”가 전체 참여자의 56%였고, 외관은 “극도로 좋다”
는 5.3%였으며, “매우 좋다”와 “적당하게 좋다”가 64.9%
였다. 향은 “극도로 좋다”는 5.3%였고, “매우 좋다”와 “적
당하게 좋다”가 63.1%였으며, 맛은 “극도로 좋다”가 5.3%
였고, “매우 좋다”와 “적당하게 좋다”가 49.5%였다. BBQ
소스의 선호도 결과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은 BBQ소

스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높았다. 세부 문항별 선호도

를 비교해 보면 맛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특성(전체적인 

만족도, 외관, 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치킨

소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만족도에서는 “극
도로 좋다”가 8.6%였으며, “매우 좋다”와 “적당하게 좋다”
가 전체 참여자의 46.5%였고, 외관은 “극도로 좋다”는 6.9%
였고, “매우 좋다”와 “적당하게 좋다”가 65.5%였다. 향은 
“극도로 좋다”가 3.5%, “매우 좋다”와 “적당하게 좋다”가 
60.3%이었으며, 맛은 “극도로 좋다”가 6.9%, “매우 좋다”
와 “적당하게 좋다”가 51.8%였다. BBQ 소스와 치킨소스

를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인 만족도와 향에서는 BBQ 소
스이 선호도가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맛에서는 치킨소스

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외관에 대한 선

호도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적합척도(JAR 척도)는 각 소비자의 기준에 의해 특성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 검사에 해당하는 방법

으로 제품의 품질유지, 제품의 품질 향상과 최적화, 신상

품 개발, 판매 가능성 분석을 위해 수행되어진다. 본 연

구에서는 제품의 품질의 최적화를 판단하기 위해 JAR척
도를 적용하였으며(Civille et al 1991), 일반적으로 JAR은 
척도의 간격이 균일하지 않거나 불균형하기 때문에 평

균을 기준으로 결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각 

항목의 응답비율을 낸 후, 카이스퀘어(χ2) 검정을 실시한

다(김광옥 등 1993). 그러나 JAR 결과 해석 시 가장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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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duct attribute Using a hedonic scale
BBQ
N(%)

Chicken
N(%)

BBQ
N(%)

Chicken
N(%)

Overall
satisfaction

Like extremely 3(5.3) 5(8.6)

Aroma

Like extremely 3(5.3) 2(3.5)
Like very much 16(28) 13(22.4) Like very much 21(36.8) 18(31.0)
Like moderately 16(28) 14(24.1) Like moderately 15(26.3) 17(29.3)

Like slightly 4(7.0) 8(13.8) Like slightly 8(14.0) 8(13.8)
Neither like or dislike 4(7.0) 2(3.4) Neither like or dislike 2(3.5) 2(3.4)

Dislike slightly 5(8.8) 7(12.1) Dislike slightly 5(8.8) 6(10.3)
Dislike moderately 3(5.3) 2(3.4) Dislike moderately 1(1.8) 1(1.7)
Dislike very much 3(5.3) 4(6.9) Dislike very much 2(3.5) 2(3.5)
Dislike extremely 3()5.3 3(5.3) Dislike extremely 0(0) 2(3.5)

Total 57(100) 58(100) Total 57(100) 58(100)

Appearance

Like extremely 3(5.3) 4(6.9)

Flavor

Like extremely 3(5.3) 4(6.9)
Like very much 17(29.8) 20(34.5) Like very much 17(29.8) 15(25.9)
Like moderately 20(35.1) 18(31.0) Like moderately 11(19.3) 15(25.9)

Like slightly 5(8.8) 6(10.3) Like slightly 8(14.0) 6(10.3)
Neither like or dislike 5(8.8) 6(10.3) Neither like or dislike 4(7.0) 2(3.4)

Dislike slightly 5(8.8) 1(1.8) Dislike slightly 4(7.0) 7(12.1)
Dislike moderately 1(1.7) 1(1.8) Dislike moderately 4(7.0) 2(3.4)
Dislike very much 1(1.7) 2(3.4) Dislike very much 3(5.3) 3(5.2)
Dislike extremely Dislike extremely 3(5.3) 4(6.9)

Total 57(100) 58(100) Total 57(100) 58(100)

Table 4. Product attribute's Using a JAR scale

Classification sauce Not nearly
sweet enough(%)

Not quite
sweet enough(%)

Just About Right
(%)

Slightly too sweet
(%)

Much too sweet
(%)

Sweetness
BBQ 55(100) 3(5.5) 11(20) 37(67.3) 3(5.5) 1(1.8)

Chicken 55(100) 2(3.6) 14(25.5) 37(67.3) 2(3.6) 0(0.0)

Classification Not nearly hot 
enough(%)

Not quite hot 
enough(%)

Just About
Right(%)

Slightly too hot
(%)

Much too hot
(%)

Hot 
BBQ 2(3.5) 31(54.4) 11(19.3) 13(22.8)

Chicken 1(1.8) 28(49.1) 22(38.6) 6(10.5)

Classification Much too low
(%)

Slightly too low
(%)

Just About Right
(%)

Slightly too high
(%)

Much too high
(%)

BBQ Flavor
BBQ 5(8.8) 9(15.8) 23(40.4) 17(29.8) 3(5.3)

Chicken 0 0 0 0 0

있고 편한 해석은 %이고, 그 밖에는 카이스퀘어(χ2) 검정

이나 분산 분석으로 부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김광옥 

등 1993).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해석인 퍼센트(%)
를 기준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Lee EJ 2004). 소스의 품

질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JAR 평가 결과 “딱 좋다”는 

문항이 전체 백분율의 40% 이상이 나오면 인정이 된다

고 볼 수 있다(Stone H와 Sidel J 1993). 단맛의 정도에서 
BBQ 소스와 치킨소스 모두 67.3%로 단맛의 정도에 대해

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적인 응답결과를 살

펴보면, BBQ 소스는 단맛이 너무 강하다 1.8%, 단맛이 

강한편이다 5.5%, 단맛이 약하다 20%, 단맛이 너무 약

하다 5.5%였다. 치킨소스는 단맛이 강한편이다 3.6%, 단
맛이 약하다 25.5%, 단맛이 너무 약하다 3.6%였다. 단맛

의 강도는 통계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나, 단맛

이 약하다는 의견도 비교적 높았고, 또한 최근의 매운맛 

소스들 중에서 단맛이 강한 소스들의 인기도가 높은 점

을 감안한다면, 단맛의 강도를 단맛이 강한 매운 소스와 

단맛이 적정한 매운 소스로 구분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방

안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매운맛의 강도에서는 “딱 좋다”가 BBQ 소스는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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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duct attribute's Using a JAR scale.

치킨소스는 49.1%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매운

맛의 정도에 대한 세부적인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BBQ 
소스는 “너무 맵다”가 22.8%, “약간 맵다” 29.8%였으며, 
“매운맛이 약간 약하다” 15.8%, “매운맛이 너무 약하다” 
8.8%였다. 치킨소스는 “너무 맵다”가 10.5%, “약간 맵다” 
38.6%였으며, “매운맛이 약간 약하다” 11.8%였다. 전체적

인 결과는 적정하다로 판단이 되지만 약간 맵다는 의견

의 비율도 적지는 않으나 최근의 트랜드가 매운맛을 선

호하며, 강해지는 경향으로 볼 때 매운맛에 대한 조절보

다는 매운 맛을 더 부각 시키면서, 그 외 기타 단맛이나 

양념 맛을 첨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한다. BBQ 소
스의 향에서는 “딱 좋다” 40.4%로 통계적인 비율을 간신

히 넘어 섰다. “약간 강한 편이다”의 의견이 29.8%로 높

게 나타나 BBQ 향에 대한 조절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되었다.

3. 회차별 소스 전체적인 만족도 변화 추이

BBQ소스와 치킨소스이 전체적인 만족도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족도에 대한 변화 추이

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척도의 변화에 대해 고

려할 필요성이 있다. 58명이라는 많지 않은 소비자들이 

참여한 결과로 의견이 분산되어 9점 척도로는 만족도의 

변화에 대한 사항이 선명하게 구분되어지기가 쉽지않아 

9점 선호도 척도를 5점 선호도 척도로 변형하였다. “극
도로 좋다”와 “매우 좋다”를 “매우 좋다(5점)”으로 변형

하였고, “적당히 좋다”와 “약간 좋다”는 “좋다(4점)”로, 
“좋지도 싫지도 않다”는 “보통이다(3점)”으로, “약간 싫다”
와 “적당히 싫다”는 “싫다(2점)”으로, “매우 좋지 않다”와

Table 5. BBQ & Chicken sauce overall satisfaction using 9 
hedonic scale according to Number of HUT

Classification Scale
Num. of HUT

1st HUT
N(%)

2nd HUT
N(%)

3rd HUT
N(%)

BBQ
sauce

Like extremely 4(7.0) 3(5.4) 4(7.4)
Like very much 18(31.6) 15(26.8) 16(29.6)
Like moderately 12(21.1) 15(26.8) 12(22.2)

Like slightly 5(8.8) 6(10.7) 6(11.1)
Neither like or dislike 4(7.0) 4(7.1) 6(11.1)

Dislike slightly 5(8.8) 7(12.5) 7(13.0)
Dislike moderately 4(7.0) 3(5.4) 1(1.9)
Dislike very much 2(3.5) 1(1.8) 2(3.7)
Dislike extremely 3(5.3) 2(3.6)

Total 57(100) 56(100) 54(100)

Chicken
sauce

Like extremely 3(5.2) 3(5.3) 5(8.9)
Like very much 15(25.9) 17(29.8) 14(25.0)
Like moderately 15(25.9) 11(19.3) 14(25.0)

Like slightly 7(12.1) 5(8.8) 8(14.3)
Neither like or dislike 3(5.2) 5(8.8) 3(5.4)

Dislike slightly 6(10.3) 6(10.5) 5(8.9)
Dislike moderately 4(6.9) 3(5.3)
Dislike very much 1(1.7) 4(7.0) 5(8.9)
Dislike extremely 4(6.9) 3(5.3) 2(3.6)

Total 58(100) 57(100) 56(100)

“극도로 좋지 않다”는 “매우 싫다”(1점)으로 변형하였다. 
BBQ 소스는 “매우 좋다”가 1회 실험에서는 38.6%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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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urchase intention on BBQ & Chicken sauce according to number of HUT
Classification sauce 1st HUT 3rd HUT

Purchase
intention

wouldn't buy(%) Neither(%) would buy(%) wouldn't buy(%) Neither(%) would buy(%)
BBQ 22(17.5) 22(38.6) 25(43.9) 18(32.1) 12(25.4) 26(46.4)

Chicken 18(32.1) 12(21.4) 28(46.4) 15(25.9) 15(25.9) 28(48.3)

Fig. 3. The changing of hedonic rate on BBQ & chicken sauce.

Table 6. BBQ & Chicken sauce overall satisfaction changing 
into 5 hedonic scale depend on occasions

Classification
Num. of Occasion

1st HUT
N(%)

2nd HUT
N(%)

3rd HUT
N(%)

BBQ

Like very 22(38.6) 18(32.2) 20(37.0)
Like 17(29.8) 21(37.5) 18(33.3)

Neither like or dislike 4(7.0) 4(7.1) 6(11.1)
Dislike 9(15.8) 10(19.9) 8(14.9)

Dislike very 5(8.8) 3(5.4) 2(3.7)
Total 57(100) 56(100) 54(100)

Chicken

Like very 18(31.1) 20(35.1) 19(33.9)
Like 22(38.0) 16(28.1) 22(39.3)

Neither like or dislike 3(5.2) 5(8.8) 3(5.4)
Dislike 10(17.2) 9(15.8) 5(8.9)

Dislike very 5(8.6) 7(12.3) 7(13.5)
Total 58(100) 57(100) 56(100)

마지막 실험에서는 37%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좋다”는 1
회에서는 259.8%에서 3회에서는 33.3%로 증가하였다. 치
킨소스의 경우는 “매우 좋다”가 1회 실험에서는 31.1%에서 
3회에서는 33.9%였으며, “좋다”가 38.%에서 39.3%였다.

4. 소스의 구매의도

총 3주간의 바비큐 소스와 치킨소스 사용 후 구매의도

를 1차 HUT와 3차 HUT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BBQ 소
스는 1차에서는 43.9%였으나, 3차에서는 46.4%로 소폭 상

승을 가져 왔다. 치킨소스의 경우는 1차에서 46.4%였으

며, 3차에서는 48.3%로 두 제품 모두 구매의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BBQ 
소스는 17.5%에서 32.1%로 상승하였고, 치킨소스의 경우

는 32.1%에서 25.9%로 감소하였다.
BBQ 소스에서 구매의도가 소폭 상승하였는데, 그 원

인으로는 제품에 대한 용도와 사용경험 없는 소비자들이

었으므로 실험 초기에는 잘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실험이 진행되면서 잘모르겠다는 의견들이 일부는 구매

의도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나, 대부분은 구매의도 하

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결론적으로 BBQ 소스에 대한 

구매율은 상승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늘어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치킨소스

의 경우는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32.1%에서 25.9%로 
하락하였으나,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1.4%에서 25.9%로 
상승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매의도가 상승하였다는 결론의 도출 

보다는 구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기준으로 결과를 살

펴보면 치킨소스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은 긍정적인 방향

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Fig. 4. The changing of purchase intention between 1st and 
3rd H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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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스 사용이 적정한 식사시간

본 실험에 참가자들은 동일한 소스를 3회에 거쳐 제공

을 받았고, 총 3회에 거쳐서 적정한 식사시간, 적정한 조

리법, 적정한 식재료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들이 

명목척도로 평가되었으므로 평균 산정은 의미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명이 3회에 거친 평가를 모두 샘

플 수로 산정하였다. 예를 들어 1차에서 58명이 참여 하

였지만 식사시간과 적정한 조리법, 적정한 식재료에 대

한 평가에서는 샘플 수가 160개 이상으로 빈도 분석을 실

시하였다.
두 가지(BBQ & 치킨) 소스를 가정 내에서 사용할 때 

언제가 가장 적절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BBQ 소스는 저녁용 64.7%, 점심용 10.2%, 오
후 간식용 5.4%, 아침용 1.2% 순으로 나타났다. 치킨소

스는 저녁용 645.5%, 오후 간식용 21.1%, 점심용 8.8%,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서양의 식사 패턴은 아침은 
아주 가벼운 음식으로2) 시작해서 저녁은 육류 등의 무거

운 음식으로3) 진행이 된다. 제시된 소스가 저녁용으로 적

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이유는 소스가 매운 소스라는 특

성 때문에 저녁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유

추해 볼 수 있다.

6. 소스에 적정한 조리법

두 가지 소스를 가정 내에서 소스를 일주일씩 총 3주 

사용한 후 적정한 조리법을 항목에 체크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BBQ 소스는 찍어먹는 용 
22.2%, 볶음용 18.6%, 식탁용 15%, 마리네이드 14.4%순

이었다. 치킨소스는 찍어먹는 용 24.6%, 볶음용 18.7%, 스
튜용 16.4%, 마리네이드 14.6%, 식탕용 11.1%순이었다. 
BBQ 소스와 치킨소스 모두 찍어먹는 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용도라는 응답은 낮게 나타났다.

Table 8. Proper meal time on BBQ & Chicken sauces
Meal time N(%) Meal time N(%)

BBQ

Breakfast 2(1.2)

Chicken

Breakfast
Lunch 17(10.2) Lunch 15(8.8)

PM Snack 9(5.4) PM Snack 5(2.9)
Dinner 108(64.7) Dinner 112(65.5)

EVE Snack 29(17.4) EVE Snack 36(21.1)
Other 1(0.6) Other 1(0.6)

Multi Selection 1(0.6) Multi Selection 2(1.2)
Total 167(100) Total 171(100)

2) 소화가 되기 쉬운 음식. 부드러운 음식들로 구성이 됨

3) 소화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들로 식재료 면에서는 

육류를 주로 하며, 조리법으로는 굽거나 튀김 & 볶음음식이 많

으며, 소스가 아침식사에 비해 다양하게 사용이 된다.

Table 9. Proper cooking method for the suggested sauces
Cooking method N(%) Cooking method N(%)

BBQ

Marinade 24(14.4)

Chicken

Marinade 25(14.6)
Stir fry 31(18.6) Stir fry 32(18.7)

Cook in sauce 17(10.2) Cook in sauce 16(9.4)
Add stew/cassrole 21(12.6) Add stew/cassrole 28(16.4)

Accompaniment 25(15.0) Accompaniment 19(11.1)
Dip 37(22.2) Dip 42(24.6)

Other 10(6.0) Other 3(1.8)
Multi select 2(1.2) Multi select 6(3.5)

Total 167(100) Total 171(100)

7. 소스에 적정한 식재료

두 가지(BBQ&치킨) 소스를 가정 내에서 소스를 일주

일간 여러 종류의 식재료에 조리를 시도해 보도록 한 다

음에 각각의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BBQ 소스의 용도로 치킨 45.5%, 야채 29.9%, 거위 19%, 

쇠고기 13.8%, 돼지고기 9.0%, 쌀 7.8%, 양 4.8%, 생선 0.6% 
순이었다. BBQ 소스는 치킨 및 가금류와 야채류에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소스의 용도로 치킨 46.2%, 
야채 27.5%, 쇠고기 17.5%, 돼지고기 5.3%, 쌀 7.6%, 거

Table 10. Proper food material on BBQ & Chicken sauce
Food

material N(%) Food 
material N(%)

BBQ

Chicken
No 91(54.5)

Chicken

Chicken
No 92(53.8)

Yes 76(45.5) Yes 79(46.2)

Beef/steak
No 144(86.2)

Beef/steak
No 141(82.5)

Yes 23(13.8) Yes 30(17.5)

Lamb
No 159(95.2)

Lamb
No 170(99.4)

Yes 8(4.8) Yes 1(0.6)

Pork/bacon
No 152(91.0)

Pork/bacon
No 162(94.7)

Yes 12(9.0) Yes 9(5.3)

Turkey
No 135(81.0)

Turkey
No 162(98.8)

Yes 32(19.0) Yes 9(1.2)

Meat ALT
No 165(98.8)

Meat ALT
No 163(95.3)

Yes 2(1.2) Yes 8(4.7)

Vegetable
No 117(70.1)

Vegetable
No 124(72.5)

Yes 50(29.9) Yes 47(27.5)

Rice
No 154(92.2)

Rice
No 158(92.4)

Yes 13(7.8) Yes 13(7.6)

Fish/sea 
food

No 166(99.4) Fish/sea 
food

No 170(99.4)
Yes 1(0.6) Yes 1(0.6)

others
No 138(82.6)

others
No 136(94.2)

Yes 29(17.4) Yes 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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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2%, 양과 생선은 6% 순이었다. 두 가지 소스 모두 

치킨 야채가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내 식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 내에서 고추장 바비큐소스와 고추장 치킨소스

를 직접 사용한 후(Home Use Test) 소스들의 관능적 특성

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와 소스들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

는 용도에 대해 알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1. BBQ 소스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적당하게 좋다 이

상(7점 이상)”이 61.3%였으며, 외관은 70.2%였으며, 향은 
68.4%, 맛은 54.4%였다. 치킨소스의 전체적인 만족도에서

는 “적당하게 좋다 이상 55.1%, 외관 72.4%, 향 63.8%였

으며, 맛은 58.7%였다.
2. JAR 평가 결과 단맛의 정도에서 BBQ 소스와 치킨

소스 모두 단맛과 매운맛의 강도는 적정하였다. BBQ 소
스의 향은 통계적인 비율을 간신히 넘어 섰다.

3. HUT 횟수 진행에 따른 소스의 만족도는 BBQ 소
스와 치킨소스 중에서 실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치킨

소스의 선호도에 대한 증가 폭이 BBQ 소스보다 큰 것으

로 나타났다.
4. BBQ 소스는 1차 43.9%에서 3차에서는 46.4%였다. 

치킨소스는 1차에서 46.4% 3차에서는 48.3%였다.
5. BBQ 소스와 치킨소스 모두 적정 사용 시간대 저녁

용, 점심용 순이었다. 용도에 대한 질문에서 BBQ 소스와 
치킨소스 모두 찍어먹는 용, 볶음용순이었다.

7. BBQ 소스의 용도로 치킨 45.5%, 야채 29.9%, 거위 
19%, 쇠고기 13.8%, 돼지고기 9.0%, 쌀 7.8%, 양 4.8%, 
생선 0.6% 순이었다. BBQ 소스는 치킨 및 가금류와 야

채류에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소스의 용도로 
치킨 46.2%, 야채 27.5%, 쇠고기 17.5%, 돼지고기 5.3%, 
쌀 7.6%, 거위 1.2%, 양과 생선은 6% 순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소스의 용도에 따른 단맛의 강도 변화 : 본 연구의 

결과 두 가지 소스 모두 찍어먹는 용, 마리네이드, 볶음

용도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볼 때 소스들은 조리법에 따

라 맛에 대한 조성이 달라져야 한다. 마리네이드 용이나 

볶음용의 경우 조리과정 중에 향은 없어지게 되며, 단맛

이나 짠맛을 상승하게 되므로, 찍어먹는 용도의 제품과 

마리네이드 및 볶음용으로 제품의 다양화를 시도할 필요

가 있다. 찍어 먹는 용도는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것 같이 

단맛을 상승시키거나, 매운맛을 약간 줄여서 제품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2. 아침 식사용으로의 개발 : 아침 식사용으로 적당하

지 않은 이유가 맛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
스의 맛을 부드럽게 할 식재료 예를 들어 크림류 등을 

첨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본 연구는 외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한 소

스를 직접 사용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한 초기 연구인 
것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고

추장 소스제품 개발의 다양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

로 하여 소스를 활용한 동반 음식의 제시를 위한 표준 레

시피 개발이 향후 연구 과제로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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