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의 소맥 맛을 찾아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소맥 최적 조합 찾기숭실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 공학과
강준혁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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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분석을 한 결과 유의수준을 5%로 놓았을때
소주 종류의 p값은 0.227로(0.227≮0.05)
소주요인자체가 소맥의 만족도 점수 변화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소주와의 교호작용들은
모두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연구 목적
현재 소맥(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폭탄주)는 대한민국 회식자리에서
가장 애용되는 주류중 하나이며 수많은 제조 공식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제조자 마다 기준을 다 다르게 얘기할 뿐더러 어떤 주류를
어떻게 섞어야 맛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다.

즉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맥주종류, 비율,소주와 맥주의 교호작용,
소주종류와 비율의 교호작용,
맥주종류와 비율의 교호작용

따라서 이번 실험을 통하여 어떤소주와 어떤 맥주를 어떤 비율로섞어야
가장 맛있는 조합이 나오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5가지가 소맥 만족도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실험 전 사전조사
실험을 시작하기 전, 109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맥을 제조할 때 어떤 소주와 어떤 맥주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설문 조사 자료>
109명 중에 소주는 참이슬
후레쉬를 이용하는 사람이
86명, 맥주는 카스 후레쉬를
이용한다는 사람들이 98명이
나왔다.

R-제곱 값도 86.73%로 잘 적합된 모형임을 확인
할 수 있고, 4개의 잔차그림에서도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성을 띄고, 랜덤화 조건을 만족한다.
즉, 실험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주효과도를 이용한 최적조합 찾기>
주효과도를 확인해 볼 때, 소주요인은 분산분석에서
유의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은것과 같이 변동없이
거의 기울기 0에 가까운 직선형태를 띄지만,
분산분석에서 유의했던 요인들은 급격한
기울기 변화를 나타낸다.

<국내 소주, 맥주 시장 점유율(2017)>
국내 소주시장에서는 참이슬
이 50.8%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였고, 국내 맥주 시장
에서는 카스가 45.8%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맥주와 비율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주효과도에 따라 준비한 실험 하에서
최적의 만족도를 뽑아낼 수 있는조합은
1.소주: “처음처럼(부드러운)” 2.맥주: “하이트 엑스트라 콜드” 3.비율(맥주의 비율): “80%”
이 3가지를 조합했을 때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설문 조사 결과물과 문헌 자료를 통하여 사람들이 제조하는 소맥 조합이 시장 점유율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조금 더 다양한 조합을 통하여 만족도가 높은 소맥 조합을
찾기 위한 실험을 계획해 보았다.

3.실험 요인, 수준 설정 및 실행
<요인 및 수준, 반응 값>
요인: 소주, 맥주, 소주와 맥주의 비율 / 수준: 각각 5수준
소주:참이슬 후레쉬, 처음처럼 (부드러운),좋은데이, 참이슬 오리지널, 처음처럼 순한맛
맥주: 카스 후레쉬, 하이트엑스트라콜드,클라우드프리미엄,클라우드피츠, 맥스 프리미엄
비율(맥주의 비율): “90%”, “80%”, “70%”, “60%”, “50%”
반응 값: 1~5점까지의 만족도 점수

5.재현,그리고 정량적 분석
반복이 없는 3원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주효과도를 이용하여 최적조합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합이 얼마나 정량적인지를 확인하기 휘하여 2^3요인설계를 실시한 후
재현 실험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준

+수준

소주종류

좋은데이

처음처럼

맥주종류

클라우드
프리미엄

하이트
엑스트라콜드

맥주의 비율

50%

80%

주효과도를 기반으로 소주종류, 맥주종류,
맥주의비율에서 가장 높은 구간을 (+)수준,
가장 낮은 구간을(-)수준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설계하고 재현 하였다.

→실험데이터가 범주형 데이터이고, 반응 값이 연속형 데이터이므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귀무가설, 대립가설 설정>
귀무가설: 실험에서 설정한 요인, 교호작용들은 유의하지 않다.
대립가설: 실험에서 설정한 요인, 교호작용들은 유의하다.
요인 파레토 차트
요인의 귀무가설 대립가설

잔차 파레토 차트

파레토 차트에서 빨간선을 넘으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이고 그렇지 못하면 유의한 요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요인 파레토 차트에서 유의한 요인은 3원 분산
분석을 실시했을 때와 같은 결과가 나왔고, 잔차 파레토에
서는 어떤 항도 빨간선을 넘지 못했고, R^2(수정)값이
97.9%로 재현실험이 이상치가 없이 잘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교호작용의 귀무가설 대립가설

<실험방법 및 실행>

2^3요인 분석

소맥제조

재료준비

시음 후 만족도 기록

코드화된 계수에서 계수항을 이용하여 회귀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준비물:소주 5종류와 맥주 5종류, 계량컵, 수저, 종이컵, 생수, 만족도 기록지,뻥튀기
1.소주와 맥주, 비율을 랜덤으로 선택한 후, 비율에 맞게 계량컵에다 실험자 1명 당
100ml 제조한다.(이때 수저를 이용하여 소주와 맥주가 잘 섞일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요인설계 결과와 회귀 방정식을 이용하여 잔차를 최소화 하는 최적 만족도를 구하면

2.실험 대상자들에게 시음을 하게 한 후 1~5점까지의 만족도를 부여하도록 한다.
(소수단위 허용하였음)
3.만족도를 기록한 후에 대상자들은 물양치를 2번 실시하고 실험자는 물로 계량컵을
씻겨 잡음인자를 없앤다. 뻥튀기 안주를 준비하여 빨리 취하지 않게 조치하였다.
※실험자들의 평균 한 모금이 대략 30ml~50ml였기 때문에 1조합 수준당
2~3모금을 마셔서 좀 더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였다.

4. 데이터 분석하기

⦙

소주종류, 맥주종류, 맥주의 비율이
소맥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각 수준의 조합의 점수를 수집하고
3원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각 요인이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때 만족도 점수는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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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종류: 처음처럼(부드러운)
맥주종류: 하이트 엑스트라 콜드
맥주비율: “80%”

이 3가지를 조합했을때 만족도가 가장 크게 나오며,
그때의 값은 잔차를 최소화 했을 때 5점 만점에
3.95점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제조사가 어떤 공법, 어떤 성분을 이용하여 소주, 맥주를 제조하였는지 알 수 있다면
소맥을 맛있게 하는 공법 및 재료성분까지 알아 낼 수 있을것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