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맛취향 매칭분석이란

식품에 있어서 ‘맛’은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시장에안착하기위해서는 ‘우리제품의맛에대한대변인’이되어줄소비자가생겨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제품이라면 이 제품의 맛이 ‘다수를 평균적으로 만족시키는 가?’ 보다는 ‘어떤

취향의 사람을 만족시키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마케팅 전략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의맛취향이너무도다양해서개발단계에서는특정맛취향을타겟으로하기보다는연령,성별,직업,

취식상황 등을 고려하여 타겟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개발단계에서는 특정조건의 타겟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제품에 대한 맛 평가 등을 진행한다. 그러나 시장에 출시하고 나서는 우리 제품에

대해 환호하는, 즉 내 취향이라고 주장하는 자발적 홍보대사 소비자를 어떻게 찾고 확대해 갈 것인가에

집중해서 시장에서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7년의 맛평가 서비스 경험을 축적한 관능검사 전문기관 센소메트릭스는 신제품(또는 인지도 확대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맛취향 매칭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맛취향이 파악된

’각자미식 회원’을 대상으로 한 맛평가 검사로 기본 100명 규모에 100만원(부가세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저비용 고효율 서비스입니다.  각자미식 회원은 ‘맛감각유형검사(SensoType)’를 통해,

(1)어떤 맛을 가장 선호하는지 (예, 부드럽고 달콤한 맛)

(2)얼마나 맛에 민감한지 (예, 완전 민감형)

(3)어떤 식재료에 거부감이 있는지 (예, 채소, 곡류, 육류, 과일, 유제품 중)

가 파악된 소비자 그룹입니다.

‘맛취향 매칭분석’을 통해 어떤 종류의 맛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제품에 만족해하는지(예,만족도가높은

그룹은 담백한 향미와 부드러운 입안느낌 선호그룹, 맛에 민감한 그룹, 채소 선호그룹 그리고 과일

선호그룹)를 파악할 수 있어 긍정반응이 강한 ‘맛취향 그룹’을 자극할 홍보·판매전략 수립의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 푸드앤푸드테크대상에 출품하는 기업 중 ‘맛취향 매칭분석’ 평가를 선택한 경우, 100명규모의

정식 검사는 아니지만 경향파악에는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0명(소비자맛반응평가의최소단위)

규모로 검사를 진행하여 매칭분석 리포트를 제공하고 ‘소비자취향존중지수(다양한 맛취향에 얼마나

긍정적인가에 대한 지표)’에 근거하여 Consumer Choice 제품에 선정됩니다.



주관단체

인간의 오감과 심리분석을 이용한 제품 가치 혁신의 파트너,

센소메트릭스

센소메트릭스는관능검사 및 소비자 조사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관능검사 업무 전산화에 필요한 관능검사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고 있는

국내 유일관능검사 전문기관입니다.



진행 절차

1단계

신청접수 완료(10/12) 후 조선비즈에서 출품 리스트를 제공받아 평가자 모집 게시 및

선정 (1제품 당 맛취향 매칭분석 평가자 30명, 2주소요)

2단계

출품 업체에평가자리스트 (주소/연락처)를제공하여(10/31~11/2예상)출품업체에서

택배비부담하여제품및평가안내서(센소메트릭스에서업체에평가자리스트와함께

제공) 각 평가자에게 발송. 제품 수령 확인 및 평가자 문의 상담은 센소메트릭스에서

담당.

- 맛취향 매칭분석용 샘플 발송 11/1(화)~11/4(금)

3단계

평가자는 제품을 수령하면 1-2일 이내에 안내문에 따라 제품을 시식하고, 안내문에

동봉된 QR코드 이용하여 평가사이트에 접속하여 설문 작성

4단계

설문 완료 후 센소메트릭스에서 결과 취합하여 맛취향 매칭분석 보고서 작성 (1주일

정도 소요)

5단계

조선비즈 측에 결과보고서 전달 후에 조선비즈에서 출품업체 별 보고서 발송

- 맛취향 매칭분석 결과보고서 업체 발송 11/21(월)~11/25(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