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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consumption and satisfaction of Takju (Makgeolli) among 
consumers ages 20 to 29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It was found that 86.2% of the respondents 
drank Takju once or twice a month, and the high satisfaction group drank Takju with a frequency of 8 times 
a month (P＜0.01). Respondents selected market (44.4%) and restaurants (34.9%) as the most common place 
of purchase, whereas pub (42.2%) and Takju bar (32.8%) were the drinking places selected. Regarding the 
preferred ingredients, respondents liked pear the most followed by Lycium chinense, corn, pine nuts, ginseng, 
and citrus fruit. The most compatible foods with Takju were identified as Buchimgae (Jeon) (97.4%), Kimchi 
(45.6%), Bokkeum (36.4%), Namul & Muchim (25.0%), and Jjim (21.5%). Pajeon was mentioned as the most 
compatible food with Takju, followed by Bulgogi, Gamjatang, Agwijjim, Dubukimchibokkeum, and 
Ojingeotwigim. Regarding consumers’ satisfaction of Takju, taste was the most highly valued, with color, 
price, alcohol content, function, flavor, diversity of raw materials, and accuracy of label also highly 
considered. Further, to formulate a plan to encourage consumption of Takju, the high satisfaction group de-
cided that promotion of local festivals and events related to Takju, standardization of quality, creation of 
brands, expansion of distribution network, and organization of relevant departments are the most important 
compared to other item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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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탁주는 삼국사기 시대부터 기록되어 있는 역사

가 오래된 술이며, 전통적으로 탁주는 ‘막 거른 술’
이라는 뜻으로 맑은 술을 떠내지 않고 그대로 걸

러 짠 술을 의미한다. 또 술의 빛깔이 희고 탁해 

탁주(濁酒), 농부들이 애용하던 술이라는 뜻으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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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農酒) 등으로 불렸다(이 1994). 탁주는 주로 찹

쌀, 멥쌀, 보리, 밀가루 등을 찐 다음 수분을 건조

시켜 누룩과 물을 섞고 일정한 온도에서 발효시킨 

뒤 그대로 거르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탁주는 

7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 술 소비량의 80%를 차지

하던 서민의 술이었으며, 소주, 맥주 등에 밀리면

서 내리막길을 걸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전후해 서서히 다시 서민주로 복귀한 탁주는 최근 

캔 탁주, 웰빙 퓨전 탁주, 칵테일 탁주, 프리미엄 

탁주 등 다양한 변신을 통해 시장을 넓히고 있으

며, 특히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급성장

세를 보이고 있다. 탁주는 알코올 도수 6∼7%로 

순한 편인데다 쌀이 귀하던 시절의 탁주는 마시면 

머리가 아프기 일쑤였지만, 요즘은 좋은 쌀과 발효

기술로 만들어 먹기도 좋고, 장에도 좋다고 한다. 
최근에는 아예 순 쌀만으로 탁주를 만드는 브랜드

까지 생겨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탁주 시장

이 2010년 5,200억 원 규모에서 2012년엔 무려 1조
원 규모의 거대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ee 2010). 이처럼 탁주 시장이 활성화되고 소비가 

급증하면서 기존에 탁주를 찾지 않던 소비자들도 

탁주를 찾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관심이 장기적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이해

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된다. 
탁주에 대한 연구는 주로 탁주 품질과 관련된 

작업공정 개선(Lee 등 2002)과 당류, 유기산, 아미

노산 등의 맛 성분에 관한 연구(So 1991; Han 등 

1997a) 그리고 전분질 원료나 누룩 종류에 따른 탁

주의 휘발성 향기분석에 관한 연구(Lee 등 1996; 
Han 등 1997b), 탁주의 기능적 성분, 생리활성물질 

탐색, 담금 단계에서의 원료 다양화에 대한 연구

(Song & Park 2003; Seo 등 2008) 등이 있으며, 전

통주를 포함한 주류 마케팅(Choi 1991)과 주류 소

비자 행동(Song 1990; Han 2002) 등 경영 관련, 알

코올 섭취에 따른 영양소 섭취실태(Jun 등 2002; 
Yang 2005)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 민속주

의 실태조사의 선행 연구(Kim 1998)와 전통주 활성

화 방안에 관한 연구(Bae 1999; Kim & Han 2006)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탁주의 이용 현황과 

탁주와 어울리는 한국음식에 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여 소비자들의 건강 추구와 더불어 다양해

지고 있는 욕구에 맞는 탁주 제품 개발 및 탁주와 

잘 어울리는 음식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선행연구들의 성별, 나이와 같은 인구 통계학

적 특성이 아닌 탁주 음주 후 만족도에 따라 군집

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음주 현황과 탁주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대 남, 여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탁주 소비상황과 

탁주와 어울리는 음식, 주원료 및 부원료에 대한 선

호도, 탁주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고 만족도에 따

른 탁주 소비 활성화 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탁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

사도구로서 설문지는 선행연구(Cho & Jang 1999; Cho 
2008; Lee 등 2008; Seo & Lee 2009)를 이용하여 설

문지를 구성하였다. 

1. 조사대상 및 기간

타당성 있는 설문조사를 위해 조사내용과 관련

한 예비설문지를 이용하여 2010년 2월 1일에서 2
월 28일까지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수

정, 보완하여 2010년 3월 10일∼3월 31일까지 면접

조사 방법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

지 316부 중에서 20대 연령층이 전체 설문지 중에

서 80%를 초과하여 연령대별 케이스 수가 불균일

하여 20대 연령의 239부 중 불완전 응답을 제외한 

232부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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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graphics Frequency (N) Percent (%)

Gender
Male  90 38.8

Female 142 61.2

Education

College student 152 65.5

College graduate  73 31.5

Others  7  3.0

Occupation

Professional worker 19  8.2

Office worker 22  9.5

Student 180 77.6

Others  11  4.7

Year income
(1,000 won)

Below 15,000 170 73.3

15,000∼25,000  25 10.8

25,000∼30,000   8  3.4

30,000∼40,000   6  2.6

Over 40,000   4  1.7

Do not report  19  8.2

Total 232    100

Table 1. Demographics of respondents.

2. 조사내용

설문지의 문항은 일반사항, 탁주 소비상황, 탁주 

활성화 방안, 탁주와 어울리는 음식에 관한 소비자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1)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력, 직업, 소득수준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2) 탁주 소비 상황에 관한 문항은 음용 횟수, 구

매 장소, 구매 기준, 음용 장소, 선호하는 탁주 주원

료 및 부원료, 음용 후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탁

주 음용 후 만족도는 맛, 향기, 색, 알코올 함량, 가
격, 상표 디자인, 용기 디자인, 기능성, 원료의 다양

성, 표시사항의 정확도에 관한 항목을 5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로 측정하였다.

3) 탁주 활성화 방안에 관한 문항은 품질, 유통, 
홍보, 디자인에 관한 방안 등에 대한 중요한 정도

를 5점 척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5점: 매우 

중요함)로 조사하였다.  
4) 탁주와 어울리는 음식에 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고자 전류, 탕류, 고기류, 생선류, 볶음류, 튀
김류에 각각 5개의 음식 보기를 제시하여 어울리

는 정도를 5점 척도(1점: 전혀 어울리지 않음∼5점: 
매우 어울림)로 조사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12.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

도(N)와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탁주 음용 후 

만족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저 만족도군, 중 만

족도군, 고 만족도군에 따른 탁주 소비상황, 음용 

후 만족도, 어울리는 음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일

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교차분석(χ2-test)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일반사항

설문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성별로 보면 남자 90명(38.8%), 여자 142명
(61.2%)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학력은 대학 

재학 152명(65.5%), 대학 졸업 73명(31.5%), 기타 순

이었으며, 직업은 학생이 180명(77.6%), 사무직 22명
(9.5%), 전문직 19명(8.2%)으로 나타났다. 연간 소득

은 1,500만원 미만 170명(73.3%), 1,500만원∼2,500만
원이 25명(10.8%), 2,500만원∼3,000만원이 8명(3.4%) 
순으로 조사되었다. 

2. 탁주에 대한 만족도

Table 2는 응답자의 탁주에 대한 만족도 점수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집단 케이스 수를 비슷하게 

하여 나누어 구분한 후 저 만족도 집단(20∼33점, n= 
74), 중간 만족도 집단(34~37점, n=83), 고 만족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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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Level of satisfaction

Total (n=232) Low group (n=74) Middle group (n=83) High group (n=75)

Taste 3.91±0.911) 3.20±0.84 3.98±0.70 4.53±0.66

Flavor 3.56±0.95 2.95±0.84 3.54±0.77 4.17±0.84

Color 3.89±0.80 3.42±0.76 3.83±0.64 4.41±0.68

Alcohol content 3.84±0.82 3.18±0.67 3.92±0.63 4.41±0.68

Price 3.87±0.94 3.30±0.86 3.89±0.83 4.41±0.79

Trademark design 2.99±0.90 2.43±0.80 2.90±0.67 3.64±0.80

Container design 2.99±0.95 2.42±0.83 2.93±0.73 3.61±0.90

Function (well-being) 3.74±0.76 3.27±0.67 3.76±0.62 4.17±0.74

Diversity of raw material 3.48±0.76 3.19±0.57 3.41±0.66 3.84±0.87

Accuracy of label 3.11±0.80 2.72±0.65 3.14±0.74 3.47±0.83
1) Mean±SD

Table 2. Overall satisfaction of Takju.

단(38∼50점, n=75)으로 나누어 세 만족도 집단에 따

라 맛, 향기, 색, 알코올 함량, 가격, 상표 및 용기 

디자인, 기능성, 원료 다양성, 표시사항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응답자 전

체의 만족도는 맛에 대한 만족도가(3.91)가 제일 높

게 나타났으며, 색 ＞ 가격 ＞ 알코올 함량 ＞ 기능

성 ＞ 향 ＞ 원료 다양성 ＞ 표시사항 정확도 순이

었다. 그리고 탁주 병 디자인(2.99)과 상표 디자인

(2.99)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만족도

를 분석한 10개 항목에 대해 세 만족도 집단 간에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3. 만족도에 따른 탁주 소비 현황

탁주 만족도에 따른 탁주 소비 현황을 분석한 결

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과거와 최근의 음주 횟

수, 최근 탁주 소비 증가 이유, 탁주 구매 장소와 

음주 장소, 탁주 선택 기준, 탁주 부재료 선호도 등

을 조사하였다. 과거 탁주 한 달 평균 음주 빈도를 

조사한 결과 월 1∼2회가 200명(86.2%)으로 가장 많

았으며, 월 3∼4회가 21명(9.1%), 월 8회 이상 7명
(3.0%), 월 5∼7회가 4명(1.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탁주 만족도에 대한 응답자 평균점수에 따른 저 만

족도군, 중간 만족도군, 고 만족도군의 과거 탁주 

음주 빈도는 고 만족도군이 월 8회 이상, 월 5∼7회 

음주하는 빈도가 다른 만족도군보다 높았다(P＜0.01). 
응답자 전체의 최근 탁주 음주 횟수는 과거 음주 

횟수와 유사하였으며, 만족도군에 따라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다. 최근 막걸리 소비가 증가한 이유는 맛

이 좋아져서(46.1%)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건강상 좋을 것 같아서(19.0%), 주변사람들의 권유

(14.7%) 등의 순서였으며, 저 만족도군은 맛이 좋아

져서(40.5%)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주변사

람들의 권유(21.6%), 건강상 좋을 것 같아서(18.9%) 
순서로 최근 막걸리 음주 횟수가 증가하였다고 응

답하였다. 응답자 전체는 탁주 구매 장소로 대형 마

트라고 답한 응답자가 103명(44.4%)으로 가장 많았

으며 음식점 81명(34.9%), 편의점 24명(10.3%) 순서

로 나타났고, 마트에서 구매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고 만족도군(54.7%)이 가장 많았고, 음식점에

서 구매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저 만족도군

(37.8%)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 전체의 탁주 구입 시 

선택 기준은 ‘본인의 선호 브랜드에 따라’가 37.2%
로 가장 많았고, ‘함께 간 사람이 선택’(27.7%), ‘진
열대 특정 상품 선택’(15.2%) 순서로 나타났다. 응답

자 전체의 탁주를 즐겨 마시는 장소는 주점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98명(42.2%)으로 가장 많았고, 탁주 

전문점 76명(32.8%), 기타 48명(20.7%), 한식당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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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Level of satisfaction

χ2-value
Low group (n=74) Middle group (n=83) High group (n=75)

Past frequency of drinking

17.551**
df=6

  1∼2 times a month  200 (86.2)1) 71 (95.9) 71 (85.5) 58 (77.3)

  3∼4 times a month  21 ( 9.1)  3 ( 4.1) 10 (12.0)  8 (10.7)

  5∼7 times a month   4 ( 1.7)  0 ( 0.0)  1 ( 1.2)  3 ( 4.0)

  Over 8 times a month   7 ( 3.0)  0 ( 0.0)  1 ( 1.2)  6 ( 8.0)

Recent frequency of drinking

11NS

df=6

  1∼2 times a month 190 (84.4) 66 (93.0) 69 (86.3) 55 (74.3)

  3∼4 times a month  23 (10.2)  4 ( 5.6)  8 (10.0) 11 (14.9)

  5∼7 times a month   4 ( 1.8)  0 ( 0.0)  1 ( 1.3)  3 ( 4.1)

  Over 8 times a month   8 ( 3.6)  1 ( 1.4)  2 ( 2.5)  5 ( 6.8)

Reason for recent increase of beverage consumption

12.377NS

df=10

  For health  44 (19.0) 14 (18.9) 16 (19.3) 14 (18.7)

  Good taste 107 (46.1) 30 (40.5) 38 (45.8) 39 (52.0)

  Advice of people around  34 (14.7) 16 (21.6) 13 (15.7)  5 ( 6.7)

  Price cheaper than other liquor  11 ( 4.7)  1 ( 1.4)  6 ( 7.2)  4 ( 5.3)

  For promotion of rice consumption   5 ( 2.2)  1 ( 1.4)  1 ( 1.2)  3 ( 4.0)

  Others  31 (13.4) 12 (16.2)  9 (10.8) 10 (13.3)

Purchase place

15.863*
df=8

  Market 103 (44.4) 29 (39.2) 33 (39.8) 41 (54.7)

  Convenience store  24 (10.3) 10 (13.5) 13 (15.7)  1 ( 1.3)

  Department store   1 ( 0.4)  0 ( 0.0)  0 ( 0.0)  1 ( 1.3)

  Restaurant  81 (34.9) 28 (37.8) 26 (31.3) 27 (36.0)

  Others  23 ( 9.9)  7 ( 9.5) 11 (13.3)  5 ( 6.7)

Selection criteria

14.834NS

df=10

  The specific items on the shelves  35 (15.2)  7 ( 9.5) 16 (19.5) 12 (16.0)

  By recommendation of seller  10 ( 4.3)  3 ( 4.1)  4 ( 4.9)  3 ( 4.0)

  By accompanying person  64 (27.7) 28 (37.8) 22 (26.8) 14 (18.7)

  By recommendation of family or people around  30 (13.0) 13 (17.6)  7 ( 8.5) 10 (13.3)

  Preferred brand  86 (37.2) 20 (27.0) 32 (39.0) 34 (45.3)

  Others   6 ( 2.6)  3 ( 4.1)  1 ( 1.2)  2 ( 2.7)

Drinking place

7.204NS

df=6

  Korean restaurant  10 ( 4.3)  3 ( 4.1)  3 ( 3.6)  4 ( 5.3)

  Takju bar  76 (32.8) 18 (24.3) 31 (37.3) 27 (36.0)

  Pub  98 (42.2) 38 (51.4) 28 (33.7) 32 (42.7)

  Others  48 (20.7) 15 (20.3) 21 (25.3) 12 (16.0)

Source of information about Takju

4.900NS

df=10

  Television  83 (36.1) 27 (36.5) 30 (37.0) 26 (34.7)

  Newspaper   8 ( 3.5)  1 ( 1.4)  4 ( 4.9)  3 ( 4.0)

  Magazine   4 ( 1.7)  1 ( 1.4)  2 ( 2.5)  1 ( 1.3)

  Family or friend 114 (49.6) 36 (48.6) 38 (46.9) 40 (53.3)

  Internet   4 ( 1.7)  2 ( 2.7)  2 ( 2.5)  0 ( 0.0)

  Others  17 ( 7.4)  7 ( 9.5)  5 ( 6.2)  5 ( 6.7)

Table 3. The status of drinking of Takju based on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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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Level of satisfaction

χ2-value
Low group (n=74) Middle group (n=83) High group (n=75)

The most favorite ingredient of Takju

11.380NS

df=10

  Pear  73 (38.2) 26 (42.6) 29 (42.0) 18 (29.5)

  Lycium chinense  37 (19.4) 16 (26.2) 11 (15.9) 10 (16.4)

  Corn  31 (16.2)  7 (11.5) 10 (14.5) 14 (23.0)

  Ginseng  23 (12.0)  4 ( 6.6)  9 (13.0) 10 (16.4)

  Pine nuts  20 (10.5)  6 ( 9.8)  6 ( 8.7)  8 (13.1)

  Citrus fruit   7 ( 3.7)  2 ( 3.3)  4 ( 5.8)  1 ( 1.6)
1) N (%), NS: not significant
*P＜0.05, **P＜0.01

Table 3. Continued.

Food Total
Level of satisfaction

χ
2-value

Low group (n=71) Middle group (n=82) High group (n=75)

Buchimgae & Jeon  222 ( 97.4)1)   68 ( 95.8)  81 ( 98.8)  73 ( 97.3) 1.342NS

Guk & Jigae  29 ( 12.7)   11 ( 15.5)  10 ( 12.2)   8 ( 10.7) 0.797NS

Bokkeum  83 ( 36.4)   26 ( 36.6)  30 ( 36.6)  27 ( 36.0) 0.996NS

Myeon & Mandu  23 ( 10.1)    7 (  9.9)  10 ( 12.2)   6 (  8.0) 0.766NS

Namul & Muchim  57 ( 25.0)   14 ( 19.7)  26 ( 31.7)  17 ( 22.7) 3.242NS

Kimchi  104 ( 45.6)   33 ( 46.5)  40 ( 48.8)  31 ( 41.3) 0.907NS

Hoe   12 (  5.3)    7 (  9.9)   2 (  2.4)   3 (  4.0) 4.559NS

Tteok  29 ( 12.7)    9 ( 12.7)  11 ( 13.4)   9 ( 12.0) 0.071NS

Jjim  49 ( 21.5)   16 ( 22.5)  20 ( 24.4)  13 ( 17.3) 1.223NS

Jeotgal   6 (  2.6)    0 (  0.0)   3 (  3.7)   3 (  4.0) 2.805NS

Total  614 (100.0)  191 (100.0) 233 (100.0) 190 (100.0)
1) N (%), NS: not significant

Table 4. Classification of well matched-foods with Takju.

(4.3%) 순서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군에 따른 큰 차이

는 없었다. 응답자 전체의 탁주에 대한 정보는 ‘가
족 또는 지인’, ‘TV’에서 대부분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전체가 탁주 부재료 중 가장 선호

하는 것은 ‘배’(38.2%)였고 ‘구기자’(19.4%), ‘옥수

수’(16.2%). ‘인삼’(12.0%) 순서였으며, ‘감귤’(3.7%)이 

가장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4. 만족도에 따른 탁주와 어울리는 음식

탁주 만족도에 따라 탁주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

하는 음식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

내었다. ‘전, 부침류’는 전체 응답자 중 222명(97.4%)
이 선택하여 탁주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 조

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김치류’ 104명(45.6%), ‘볶음

류’ 83명(36.4%), ‘나물, 무침류’ 57명(25.0%), ‘찜’ 49
명(21.5%), ‘국, 찌개류’와 ‘떡류’는 29명(12.7%)씩, 
‘회류’는 12명(5.3%)이었고, ‘젓갈류’ 6명(2.6%)이 가

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5는 탁주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음식 전류 5개, 고기류 5개, 탕류 5개, 생

선류 6개, 볶음류 6개, 튀김류 5개 총 32가지 보기 

문항에 대한 어울리는 정도를 ‘전혀 어울리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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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Level of satisfaction

F-value
Low group (n=74) Middle group (n=83) High group (n=75)

Jeon

Kimchjeon 4.36±0.921),a 4.50±0.67a,b 4.68±0.58b 3.349*

Pajeon 4.66±0.53a 4.69±0.56a 4.92±0.28b 6.421*

Haemuljeon 4.54±0.69a 4.71±0.56a,b 4.88±0.37b 6.777***

Gamjajeon 4.19±0.87 4.26±0.84 4.42±0.88 1.333NS

Bindaetteok 4.20±0.97 4.19±1.05 4.47±0.77 2.165NS

Gogi

Bulgogi 3.15±0.92 3.21±0.92 3.34±1.00 0.808NS

Galbi 2.82±0.94a 2.99±0.89a,b 3.28±0.99b 4.329*

Samgyeopsal 2.46±0.95a 2.78±0.84b 2.96±1.03b 5.827**

Chicken 2.11±0.84a 2.40±1.00a,b 2.51±1.05b 3.449*

Hunjeori 2.49±0.99a 2.88±1.06b 2.96±1.13b 4.148*

Tang

Samgyetang 2.72±0.99 2.77±1.01 3.04±1.21 1.939NS

Maeuntang 2.65±1.08 2.76±1.07 2.86±1.21 0.658NS

Seollengtang 2.36±0.89a 2.28±0.95a 2.74±1.09b 4.604*

Galbitang 2.31±0.78a 2.32±0.98a 2.69±1.02b 3.953*

Gamjatang 2.72±1.03 2.86±1.01 3.07±1.21 1.959NS

Saengseon

Godeungeogui 2.85±1.00a 3.23±1.00b 3.32±1.16b 4.131*

Saengsenhoe 2.53±1.21 2.52±0.99 2.75±1.12 1.040NS

Samchigui 2.89±1.06 3.20±0.93 3.17±1.08 2.058NS

Agwijjim 3.08±1.04 3.11±1.02 3.43±1.10 2.401NS

Hongeohoe 3.36±1.22 3.31±1.20 3.38±1.32 0.064NS

Galchijorim 2.58±0.91 2.73±1.01 2.89±1.09 1.692NS

Bokkem

Sundaebokkeum 3.31±1.07a 3.68±0.87b 3.89±0.95b 6.918**

Dubukimchibokkeum 4.11±0.87 4.35±0.83 4.22±0.87 1.562NS

Nakjibokkeum 3.69±0.91 3.80±1.02 3.99±0.87 1.923NS

Ojingeobokkeum 3.65±0.90 3.75±1.03 3.92±0.87 1.477NS

Jeyukbokkeum 3.51±1.02 3.61±1.09 3.89±0.85 2.802NS

Dakbokkeum 3.20±1.05a 3.34±0.97a 3.66±0.93b 4.132*

Twigim

Saewootwigim 2.55±1.11 2.45±1.03 2.85±1.15 2.640NS

Tangsuyuk 2.22±0.96a 2.33±1.03a 2.81±1.08b 6.872**

Ojingeotwigim 2.28±0.93a 2.60±1.14a,b 2.85±1.15b 5.009**

Gamjatwigim 2.19±0.96 2.27±1.10 2.53±1.01 2.168NS

Tonkatsu 2.07±1.01 2.06±1.06 2.38±1.11 2.102NS

1) Mean±SD, NS: not significant
*P＜0.05, **P＜0.01, ***P＜0.001
a,b: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Well matched-foods with Takju based on satisfaction.

다’, ‘어울리지 않는다’, ‘보통이다’, ‘어울린다’, ‘매
우 어울린다’의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이다. 전류 

중 ‘김치전’, ‘파전’, ‘해물전’은 유의적으로 고 만족

도 집단이 저 만족도 집단보다 가장 높게 나타나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기류에서 ‘불고기’를 제외한 ‘갈비’, ‘삼겹살’, ‘치
킨’, ‘훈제오리’ 4가지 음식에 대한 어울리는 정도는 

세 만족도 집단 간에 유의차를 보여 고 만족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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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s
Level of satisfaction

F-valueLow group
(n=74)

Middle group
(n=83)

High group
(n=75)

Quality

Upgrade quality of Takju 4.03±0.911) 4.08±0.89 4.08±0.88 0.097NS

Development of various products 4.15±0.72 4.20±0.85 4.24±0.88 0.234NS

Standardization of quality  3.88±0.88a 4.23±0.79b 4.40±0.70b 8.456***

Extension technology of shelf life 3.76±0.99 3.84±1.04 4.11±0.82 2.720NS

Creation of brand  4.07±0.83a 4.05±0.92a 4.39±0.82b 3.723*

Distribution
Organization of relevant department  3.56±0.90a   3.77±0.81a 4.20±0.74b 11.906***

Expansion of distribution network  3.78±0.82a   4.00±0.85a,b 4.24±0.75b 5.970**

Promotion

Promotion of functional value 4.14±0.78  4.28±0.79 4.45±0.76 2.955NS

Activation of local festival and events related to Takju  4.04±0.84a  4.06±0.85a 4.44±0.84b 5.395**

Development of combined products of local traditional liquor and food 4.16±0.79 4.17±0.94 4.43±0.76 2.441NS

Development of well-matched food 4.18±0.82 4.25±0.95 4.20±1.00 0.145NS

Increasing exports 4.32±0.78 4.47±0.69 4.53±0.78 1.539NS

Design
Creation of trademark design 3.97±0.92 3.92±0.90 4.19±0.87 1.963NS

Creation of design package and container  4.15±0.81 4.10±0.90 4.24±0.88 0.542NS

1) Mean±SD, NS: not significant
*P＜0.05, **P＜0.01, ***P＜0.001
a,b: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Invigoration strategy of Takju based on satisfaction.

단이 저 만족도 집단보다 더 잘 어울린다고 응답하

였다. ‘설렁탕’과 ‘갈비탕’도 고 만족도 집단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다른 집단에 비해 잘 어울리는 음

식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어구이’와 

‘순대볶음’, ‘닭볶음’, ‘탕수육’, ‘오징어튀김’도 고 만

족도 집단이 저 만족도 집단보다 더 잘 어울린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만족도에 따른 탁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

탁주에 대한 만족도 집단에 따른 탁주 활성화 방

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Table 6) ‘탁주 품질 표준

화’에 대하여 고 만족도 집단(4.40)이 저 만족도 집

단(3.88)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탁주 브랜드화’에서도 고 만족도 집

단(4.39)이 중 만족도 집단(4.05) 그리고 저 만족도 

집단(4.07)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탁주 산업 종합관리조직 구축’ 항목은 만족

도 집단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고 만족

도 집단(4.20)이 중 만족도 집단(3.77)과 저 만족도 

집단(3.56)보다 중요하게 조사되었으며, ‘유통 경로 

체계화’ 항목에 대해서도 고 만족도 집단(4.24)이 저 

만족도 집단(3.78)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탁주 관련 축제나 이벤트 활성화’가 탁주 

활성화 방안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만족도 집단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고 만족

도 집단(4.44)이 중 만족도 집단(4.06)과 저 만족도 

집단(4.04)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고 찰

본 연구에서 232명의 20대 남녀를 탁주 만족도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한 후 탁주 소비 현황을 분

석한 결과, 과거 탁주 음주 횟수와 탁주 구매 장소

는 만족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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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군이 월 8회 이상 음주하는 빈도가 다른 만족

도군보다 높았으며, 대형 마트에서 탁주를 구매하는 

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2004)의 

연구에서 탁주 구입 장소로 수퍼마켓 구입률이 

62.3%로 가장 높은 결과와 비슷하였으며, 탁주에 전

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집단은 대형 마트에서 쉽

게 구매하여, 탁주 음용 횟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

다. 탁주 소비가 증가한 이유에 관하여 남녀 차이 

없이 ‘맛이 좋아져서’(46.1%), ‘건강에 좋을 것 같아

서’(19.0%), ‘주변사람들의 권유’(14.7%) 순서로 나타

나 Seo & Lee(2009)의 전통주와 한국 음식과의 조화

에 관한 연구에서도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39.3%), 맛
이 좋아서(35.7%) 전통주를 선택한다는 결과와 비슷

하였으며, Kim & Han(2006)의 연구에서도 전통주를 

선호하는 이유를 맛이 좋아서가 가장 높았고, 그 다

음이 향이 좋아서였으며, Choi(2005)의 연구에서도 

전통주 선택속성 중 맛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

타났다. 탁주를 즐겨 마시는 장소는 주점, 탁주 전문

점, 기타, 한식당 순서로 나타났으며, 명(2004)의 탁

주 브랜드 리뉴얼전략 모형설계 연구에서 탁주 음

용 장소 조사 결과 음식점 및 술집이 34.2%로 가장 

높게, 구멍가게 또는 수퍼마켓(22.4%), 가정(21.8%) 순

서로 나타났으며, Kim & Han(2006)의 연구에서는 

전통주 마시는 장소에 대한 결과 남자는 전문점

(39%), 식당(30.3%), 집(15.9%) 순으로 나타나 남자가 

집 외에서 술을 마실 기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탁주 음용 후 만족도 결과 남성은 탁주의 맛에 대

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4.07±0.78), 여성은 색에 대한 

만족도(3.98±0.8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 

(2004)의 연구 결과 탁주의 제품 속성 중에 음용 후 

느낌을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꼽았으며, 깨끗한 맛, 
위생 상태를 그 다음으로 평가하였는데, 뒤끝이 좋

다(19.4%), 단맛(16.6%), 용기 디자인(14.0%), 독특한 

맛(12.4%) 등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탁주 음주 경험이 많은 남성

이 맛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복분자, 청매실, 오디 등을 첨가하여 분홍

색, 초록색, 붉은색을 내는 컬러 탁주와 탁주 칵테

일 등의 퓨전 탁주가 등장하여 여성들을 소비층으

로 끌어 들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연구(Kim 
2010)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탁주와 어울리는 음식류로 ‘전, 부침류’ > ‘김치

류’ > ‘볶음류’ > ‘나물, 무침류’ > ‘찜’ > ‘국, 찌개

류’, ‘떡류’ > ‘회류’ > ‘젓갈류’ 순서로 나타났으며, 
전류 중에서 ‘파전’이 4.92±0.28로 전체 음식 32개 

보기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Seo & Lee(2009)의 연구에서 탁주가 해물

파전(17.7%), 두부김치(14.2%), 김치전(11.7%), 도토리

묵무침(6.0%), 홍어회무침(5.2%) 순으로 ‘부침류’ 및 

‘김치류’에 대하여 뚜렷한 선호도를 나타낸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탁주와 어울리는 안주로 도토리묵무

침, 빈대떡, 두부김치라고 보고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결과와 Kim & Han(2006)의 연구에서 전, 김치, 찌개 

순으로 나타난 결과 등을 해석해 보면 탁주의 안주

로는 수분이 적으며, 기름기가 많고 자극성이 없는 

음식이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탁주 인기를 지속하기 위하여 ‘탁주 관련 축제나 

이벤트 활성화’, ‘탁주 품질 표준화’, ‘탁주 브랜드

화’, ‘유통 경로 체계화’, ‘탁주 산업 종합관리조직 

구축’의 순서로 고 만족도 집단이 중간 만족도 집

단, 저 만족도 집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탁주 시장의 확대에 장애가 되는 요

인으로 소비자가 탁주를 음용하기 불편하고, 음용 

후의 느낌이 좋지 않은 술로 인식하고 있으며, 탁주 

이미지는 제품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상태, 즉 

제품 차별화나 특정 브랜드 선호가 없는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인식 개선과 특히 신규 수요 

확대를 위해 새로운 타깃, 즉 젊은층 확보가 중요하

며, 탁주 시장 확대를 위한 업체 공동의 노력과 특정 

브랜드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명 2004), 
본 연구에서 음주 후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탁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품질 관련 ‘탁주 품질 표준

화’, ‘탁주 브랜드화’, 유통 관련한 ‘탁주 산업 종합

관리 조직 구축’, ‘유통 경로 체계화’ 그리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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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탁주 관련 축제나 이벤트 활성화’ 등을 유의

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만

족도 집단에 비하여 문제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최근 탁주가 주목받으면서 제품의 품질 개선과 

패키지 다양화, 유통기한 확대 등 업계의 노력이 계

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탁주 제품 개발 및 탁

주와 잘 어울리는 음식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탁주 소비 현황과 탁주와 어울리는 한국

음식 그리고 탁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인식을 파악

하기 위하여 탁주 음주 후 만족도에 따라 군집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음주 현황과 탁주 활성화 방안

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1. 과거 탁주 음주 빈도는 고 만족도군이 월 8회 이

상, 월 5∼7회 음주하는 빈도가 다른 만족도군 

보다 높았다. 최근 막걸리 소비가 증가한 이유는 

‘맛이 좋아져서(46.1%)’, ‘건강상 좋을 것 같아서

(19.0%)’, ‘주변사람들의 권유(14.7%)’, 기타 순서

로 응답하였다. 탁주 구매 장소로는 대형 마트 > 
음식점 > 편의점 > 기타 순서였으며, 탁주 구입 

시 선택 기준은 ‘본인의 선호 브랜드에 따라’, 
‘함께 간 사람이 선택’, ‘진열대 특정 상품 선택’ 
순서로 나타났다. ‘가족 또는 지인’ 그리고 ‘TV’
에서 탁주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알게 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탁주 부재료로 배 > 구기자 > 옥
수수 > 인삼 > 감귤의 순서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탁주와 어울리는 음식으로 ‘전, 부침류’ > ‘김치

류’ > ‘볶음류’ > ‘나물, 무침류’ > ‘찜’ > ‘국, 찌
개류’, ‘떡류’ > ‘회류’ > ‘젓갈류’ 순서로 나타났

다. 32가지 음식 문항 중에서는 파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으로, 불고기, 감자탕, 아귀찜, 두부김

치볶음, 오징어튀김 등도 각각 음식류 중에서 탁

주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 나타났다. 
3. 최근의 탁주 인기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인식 결과 만족도 집단 간 차이 없이 ‘탁주 수출 

증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관련 축제나 이벤트 활성화’ > ‘품질 표준

화’ > ‘브랜드화’ > ‘유통 경로 체계화’ > ‘관련 

조직 구축’ 등을 탁주 활성화 방안으로 유의적으

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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