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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분자 분말 첨가 장어 소스의 이화학적 성분 및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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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physicochemical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eel sauce added with bokbunja powder were evaluated. 
Crude protein, crude fat, crude ash, and crude fiber contents increased in eel sauce with increasing amount of bokbunja pow-
der. The lowest pH and salinity were observed in eel sauce added with 80% bokbunja powder, whereas the solid content, 
titratable acidity, and viscosity were the highest. Regarding Hunter's color results, lightness L and redness a values in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s of bokbunja, and the red colo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each sample. In the sensory evalua-
tion results, the color, bokbunja flavor, bokbunja taste, salty taste, and moistnes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higher amount 
of bokbunja powder. Overall acceptability from 80%<60%<40%<0%<20% sequence supplemented with 20% in group symbols 
7.08 to higher. Eel sauce added with 20% bokbunja powder produced the most desirable characteristics compared to other 
amounts of added bokbunja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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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의 식생활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질

좋은 영양분 섭취와 신체의 질병 예방 차원에서 각종 과실, 
생리활성 기능을 가진 천연재료 및 이를 이용한 여러 가지

가공품에 대한 소비 증대 및 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Jeong et al 2008).
복분자 딸기(Rubus coreanus Miquel)는 장미과(Rosaceae)에

속하는낙엽활엽성 관목으로, 학명은 Rubus coreanus Miquel, 
영명은 Korean raspberry, Korean bramble, 한자명은 복분자
(覆盆子), 교맥포자(蕎麥抛子), 마루(馬瘻), 목매(木梅)이다(농촌
진흥청 2003). 복분자라는 이름은 이 열매를 먹으면 요강이
뒤집힐 만큼 소변줄기가 세어진다는 민담에서 유래되어 엎

어질 복(覆), 요강 분(盆), 아이 자(子)라는 이름을 얻었다(배
종진 2007). 한방에서는 복분자의 덜 익은 열매인 미성숙 과
실을 피로로 인한 간과 신을 보하고 눈을 밝게 할 뿐만 아니

라 폐의 허한증을 낫게한다. 또한 기운을 돕고, 몸을 가볍게

하며, 성기능을 높이고, 속을 덥게 하며, 발모를 촉진함과 동
시에 머리가 희어지지 않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약리성이

탁월한과실로이미알려져 있다(Jeong & Sin 1996). 이 밖에
도 과로나 몸이 허약해지면서 생기는 빈뇨증에 효과가 있으

며, 피를 맑게 하여 기운을 돕고 몸을 가볍게 만들며,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또한 신장에 좋으며, 간을 보호하고, 폐
질환에도 좋은 양기를 일으킨다고 하였다(Heo J 1994).
복분자 딸기의 용도는 식용 및 약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

는데, 특히 열매는 식용 및 청량 음료제와 다류 등으로 이용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류의 원료로서 크게 각광 받고 있
다(Alcohol Beverage News 2001).
현재 시중에는 복분자 주, 복분자 식초, 복분자 요구르트

등 다양한복분자를이용한가공제품이유통중이다. 최근복
분자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복분자주, 복분자 식초, 음료, 과
자, 떡, 고추장, 차 등 다양한 가공 식품이 개발되고 있다(한
국농어촌신문 2006). 복분자를 이용한 식품 연구로는 식빵의
제조에복분자열매추출물을이용한연구(Kwon et al 2004), 
복분자 유산균 발효유 제품(Park & Jang 2003), 복분자 추출
물을 첨가하여 두부의 저장성을 향상한 연구(Oh et al 2002), 
복분자를 첨가한 초콜릿의 최적배합비에관한연구(Yu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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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복분자를 첨가하여 설기떡의 저장성을 향상시킨 연구
(Cho et al 2006) 등이있으며, 기능을가진천연재료를활용
한 새로운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상품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전 세계 소스시장의 규모는 3,0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있으며, 국내소스시장도더불어확대되고있다(Seo 
& Kim 2007). 최근 외식업계는 소스전쟁이 한창이다. 주재
료가 아닌 소스가창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말이 나올 정도

이며, 전문가들은 “차별화된소스는 음식매출을 좌우하는 것
은 물론이고, 직접 판매도 가능해 앞으로 음식점 경쟁력 강
화의 필수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조선일보 2007). 소스
(sauce)의 어원은 ‘소금을 기본으로 한조미용액’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Salsa’에서 부터 유래되었으며(Cousminer JJ 1996),  
소스는 요리에 첨가되어 음식의 맛과 냄새, 색상을 좋게 하
여 식욕을 증진시키며, 영양가를 높일 뿐 아니라(Kim et al 
2002), 요리의 수분 첨가로 재료들의 조화로 인한 요리 전체
의 외관을 좋게 하여 음식의 품질을 높이며, 소화 촉진 등의
역할을 한다(Thorner Manning 1983). 동양의 소스는 각종 장
류를 이용한소스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경우 불고기소

스, 초고추장 소스, 겨자채 소스 등이 있고, 중국의 경우 굴
소스, 두반장을 이용한 칠리 소스가 있으며, 일본의 경우 스
끼야끼 소스, 데리야끼 소스, 폰즈 소스 등 특별소스라고 하
여 하나의 소스군으로 분류되어 있다(최수근 2004). 데리야
끼 소스에 대한 국내 연구를살펴보면 시판간장의 종류를달

리한 chicken teriyaki sauce의 향과 맛 비교(Park WB 2001), 
국산 및 일본간장을 이용한 닭고기 데리야끼 소스의 제조에

관한연구(Oh & Park 2003), 데리야끼소스의 제품 응용성에
관한 연구(Park et al 2006), 데리야끼(teriyaki) 조미액을 이용
한 송이 데리야끼 절임의 품질 특성(Park et al 2007), 석류
농축액을첨가한데리야끼소스의품질특성(Sung & Ko 2010) 
등이 있으나,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장어구이는 주로 양념간장 소스(teriyaki sauce)를 바르면

서 구워, 광택이 나게 조리하는 구이요리이다. 데리야끼 소
스와 잘 어울리는 요리 재료인 장어류(뱀장어, 갯장어, 붕장
어, 먹장어)는일반어류와달리단백질, 고도불포화지방산및
비타민 A와 비타민 E의 함량이 높아(국립수산과학원 2010)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수산가공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오늘날 수산자원으로서 이용가치가 매우 높다
(농림수산식품부 2010). 양념간장 소스 이용 제품은 날로 증
가하고 있으나 주로 장어와 닭고기의 구이요리에 한정되어

사용하고 있다. 양념간장 소스는 맛이 진하며 어느 정도 장
시간 보존이 가능하여 외출용 도시락에도 잘 이용되며, 응용
가능성이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Park et al 2006). 
따라서본연구에서는장어소스제조시복분자분말을첨

가하여 기능성을 가진 천연 재료 장어 소스를 제조하고, 복

분자 첨가량에 따른 장어 소스의 이화학적 성분 및 품질 특

성을 비교 분석하여 맛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복분자 장어 소스의 상품
화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험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복분자는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에서

2010년 6월에 수확한 완숙된 열매를 구매하여 20℃ 냉동고
에서 저장하면서 사용하였다.
장어뼈는 충무산 장어를 구입하여 손질하고 남은 뼈를 사

용하였다. 설탕은제일제당의정백당, 청주는롯데주류의백화
수복, 미림은롯데칠성의롯데미림, 경기도이천농장의대파, 
충북 음성 농장의 생강, 간장은 샘표의 양조간장 501을 2010
년 7월에 의정부 롯데마트에서 일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복분자 분말 제조
복분자분말은 복분자 열매를 3회수세한 후 60℃의냉동

기에서 24시간 급속 냉동시킨 후 동결 건조기(FD-5518, 
Ilshin Lab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50℃에서 96시간 동
안 건조하였다. 건조된 복분자를 분쇄기(HALLDE VCB-61, 
Kista, Sweden)로 마쇄하여 2분간 갈아 20 mesh 체에 내려
제조된 복분자 분말은 para film으로 밀봉하여 20℃에 냉동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3. 복분자 분말 첨가 장어 소스의 제조
복분자 분말 첨가 장어 소스의 제조는 장어구이 맛으로

유명한 서울시내 특급호텔의 일식당 레시피를 참고로 하여

제조하였다. 장어 뼈를 손질하여 찬물에 5시간 정도 담근 후
핏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실온에서 48시간 건조시킨 후, 살라
만더(DK-K8-017, Rinnai, Korea)에 구우면서 200℃에서 20분
간 뒤집어 가며 기름을 빼내면서 굽는다. 생강은 물에 씻어
껍질을 제거하고, 대파는 살라만더에 노릇노릇하게 구웠다. 
복분자 분말 첨가 장어 소스의 제조는 가스렌지에 알루미

늄 10 L의용기 5개에각각구운장어뼈 500 g과물 700 mL, 
대파 70 g, 생강 30 g을넣고, 청주 1,800 mL와미림 1,000 mL
를넣고끓이면서 알콜을제거한 후장어구이 맛으로유명한

서울 시내 특급호텔 일식당 레시피를 참고로 하였다. 예비실
험을 통하여 배합비율을 수정하여 제조한 복분자 분말을 설

탕 900 g 대비 0, 20, 40, 60, 80% 비율로 복분자 분말을 각
각 0, 180, 360, 540, 720 g을첨가하여처음에는강한불 115℃
로 가열하여 끓기 시작하면 내부 온도 85℃(SK-250WP, Sato 
Keiryoki Mfq Co. Ltd., Japan)의중불로줄여 4시간을끓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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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2,000 mL를 넣고 장어 소스 위에 뜨는 기름과 거품을
제거하며 2시간을 끓인 다음 20 mesh로 걸러 사용하였으며, 
복분자 분말 첨가 장어 소스의 제조 과정과 배합비는 Table 
1과 같다.

4. 실험 방법

1) 일반성분 측정
일반성분 측정에서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조섬

유는 AOAC(1999)의 방법에 준하여 수분 함량은 각각의 장
어 소스를 3 g씩 건조기에서 105℃ 상압가열 건조법에 따라
정량하였고, 조단백질은 micro Kjeldahl 질소함량법, 조지방
은 Soxhlet 추출법, 조회분은 550℃ 건식회화법, 조섬유는 일
반조섬유 정량법에 따라 정량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3회 반
복하여 실험한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2) pH 측정
pH 측정은 장어 소스 각각의 2 g과 증류수 18 mL를 hot 

plate & stirrer(HY-HS11, Hanyang Science Co., Korea)를이용
하여 5분간 섞어 현탁액을 만든 다음 실온에서 1시간 보관
후 pH meter (PB-10, Sartorias, Germany)를 이용하여 각각의
pH를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3) 고형분 함량(°Brix) 측정
고형분 함량 측정은 장어 소스 각각의 2 mL에 증류수 18 

mL를 취하고 섞어준 후 1 mL를 취하여 원심분리기에서

Table 1. Formulas of eel sauce added with bokbunja powder

Sample1) Control EB20 EB40 EB60 EB80

Eel bone (g) 500 500 500 500 500

Soy sauce (mL) 2,000 2,000 2,000 2,000 2,000

Milim (mL) 1,000 1,000 1,000 1,000 1,000

Rice wine (mL) 1,800 1,800 1,800 1,800 1,800

Bokbunja powder (g) 0 180 360 540 720

Sugar (g) 900 720 540 360 180

Leek (g) 70 70 70 70 70

Ginger (g) 30 30 30 30 30

Water (mL) 700 700 700 700 700

1) Control : Eel sauce with added bokbunja powder 0%.
  EB20 : Eel sauce with added bokbunja powder 20%.
  EB40 : Eel sauce with added bokbunja powder 40%.
  EB60 : Eel sauce with added bokbunja powder 60%.
  EB80 : Eel sauce with added bokbunja powder 80%.

3,000 rpm으로 25분간 원심분리 후 당도계(PR-101, °Brix 0～
45%, Nippon-optical works Co., Japan)를 이용하여 각각의 당
도를 3회 반복측정하여 그평균값을구하였고, °Brix%로 표
시하였다. 

4) 적정산도 측정
적정산도 측정은 장어 소스 각각의 시료 2 g에 증류수 38 

mL를 넣어 용해시킨다. 이 용액을 0.1N NaOH 용액으로 pH 
8.2가 될 때까지 중화하여 소비된 0.1N NaOH 양으로부터
citric acid로 정량하였고,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
타내었다.

적정산도(g/L)=

소비된 NaOH(mL) × 0.0064 × NaOH factor
×100

시료량(g 또는 mL)

* 0.0064 : N/10 수산화나트륨용액 1 mL에 해당하는 유기
산량(구연산) 

5) 염도 측정
염도 측정은 장어 소스 각각의 2 mL에 증류수 18 mL를

취하고 섞어준 후 1 mL를 취하여 원심분리기에서 3,000 rpm
으로 30분간 원심분리 후 염도계(ES-421, ATAGO, Japan)를
이용하여 각각의 염도를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구
하였고, %로 표시하였다. 

6) 점도 측정
점도측정은각각의장어소스를 1,000 mL 비이커에 600 mL

를 넣어 점도계(DV-I, Brookfield, USA)를 이용하여 spindle= 
S61, rpm=100, 60℃에서 30초간 작동시켜 각 시료 당 3회 측
정하여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7) 색도 측정
색도 측정은 색차계(JS-555, Color Techno System Co., Ja-

pan)에액상측정용사각형셀에 80%를담아 ∅25렌즈를끼우
고 ∅25 시료대를 올려 사용하여 각 시료의 L(명도), a(적색
도), b(황색도)를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L, a 
및 b 값은 98.48, 0.02 및 0.43으로 보정하였다.

8) 관능검사
관능적 특성 평가는 특급호텔 일식 전문 조리사 15명을

선정하여 본 실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능검사 방법과
평가 특성을 교육시킨 후에 각 시료를 흰색 그릇에 담아 제

공하여한개의시료를먹고난후반드시입안을헹군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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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질문지에 관능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수를 표시하도록 하여 강도 특

성 검사를 9점 강도 측정으로 실시하였다(1점: 매우 약하다, 
5점: 보통, 9점: 매우 강하다). 관능검사의 평가 항목은 장어
소스의 색(color), 복분자향(bokbunja flavor), 단맛(sweetness), 
복분자맛(bokbunja taste), 짠맛(salty taste), 촉촉한정도(moist-
ness),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acceptability)를 평가하도록

하였다(김 & 구 2001).

9) 통계처리
각 실험에서 얻은 실험결과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SAS 

program을사용하여통계처리분석하였으며, 모든실험은 3회
반복실험을 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평균과 표준편차 및 분
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각 시료간의 통계적인 유의적인 차이를 p<0.05 수준에서 검
증하였다(SAS 1988).

결과 및 고찰

1. 일반성분 측정
복분자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장어 소스의 일

반성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조섬유 함량은 복분자 분말 첨

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각 시료 간에 유의적 차이
가 강하게 나타났다.
수분 함량은 대조구에서 71.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복분자 분말이 첨가될수록 수분 함량은 감소하여 80% 첨가
군에서 66.50%로가장낮게나타났으며, 각 시료간에 유의적
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복분자 분말의 수
분 함량이 13.98%로 낮기 때문에 복분자 분말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수분 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단백질
함량은 대조구가 5.21%였으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조단백

Table 2. General comparison of eel sauce added with bokbunja powder (Unit:%, W/W)

Samples1)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at Crude ash Crude fiber

Control 71.54±0.532)a 5.21±0.02e 0.25±0.01e 7.14±0.02e 0.13±0.01e

EB20 70.34±0.06b 5.64±0.02d 0.33±0.01d 7.81±0.04d 0.21±0.01d

EB40 68.95±0.06c 5.71±0.04c 0.37±0.02c 7.94±0.02c 0.26±0.02c

EB60 67.48±0.05d 5.88±0.06b 0.46±0.03b 8.08±0.04b 0.36±0.01b

EB80 66.50±0.03e 6.01±0.03a 0.53±0.04a 8.17±0.02a 0.41±0.02a

1) Sample 0, 20, 40, 60, 80 : Eel sauce with added bokbunja powder 0, 20, 40, 60, 80%.
2) Values are mean±S.D.
3) a～e Mean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질 함량은 증가하여 80% 첨가군에서 6.01%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또한 조지방은 대조군이 0.25%이며, 복분자 분말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조지방도 증가하여 80% 첨가군은 0.53%
로 가장 높았으며, 각 첨가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
났다. 조회분 함량은 대조구가 7.14%이었으며, 첨가량이 증
가함에 따라 조회분도 증가하여 80% 첨가군에서 8.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섬유 함량은 대조구가 0.13%이었으
며, 복분자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조섬유도 증가하여

80% 첨가군에서 0.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첨가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2. pH와 고형분 함량 측정
복분자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장어 소스의 pH, 

고형분 함량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pH는대조구가 4.74로나타났으며, 첨가량이증가할수록감

소하여 80% 첨가군에서 4.42으로가장낮게나타났으며, 60% 
첨가군 이상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Chicken과 Beef Consomme 연구(Kim et al 
2004, Kim & Jang 2003)와 조미액을 이용한 송이 데리야끼
절임 연구(Park et al 2007)에서 데리야끼 제조 시 가열시간
이 길어짐에 따라 pH가 낮아졌다는 결과와 같은 경향을 나
타냈다. 장어 소스 제조 시 가열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분
이 증발하면서 장어 소스가 농축되어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

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고형분 함량은 대조구에서 6.93 °Brix%였고, 복분자 분말

첨가량이증가할수록 고형분함량은 증가하여 80% 첨가군에
서 7.77 °Brix%로가장높게났으며, 각시료간에는유의적차
이가 나타났다. 이는 복분자 분말의 고형분 함량이 48.56 
°Brix%로 높기 때문에 복분자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고
형분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복분자 분말
을 첨가한 장어 소스는 고형분 함량이 높아 기호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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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 soluble solid content of eel sauce added 
with bokbunja powder

Samples pH °Brix %

Control 4.74±0.01a 6.93±0.06e

EB20 4.55±0.04b 7.33±0.10d

EB40 4.49±0.02c 7.47±0.06c

EB60 4.45±0.02cd 7.63±0.06b

EB80 4.42±0.03d 7.77±0.06a

1) Sample 0, 20, 40, 60, 80 : Eel sauce with added bokbunja 
powder 0, 20, 40, 60, 80%.

2) Values are mean±S.D.
3) a～e Mean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적정산도와 염도 및 점도 측정
복분자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장어 소스의 적

정산도와 염도 및 점도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적정산도는 대조구에서 3.21 g/L이었고, 복분자 분말이 증

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80% 첨가군에서 5.04 g/L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각시료간에유의적인차이가나타
났다. 이처럼 복분자 분말 첨가량에 따라 적정 산도가 증가
하는 것은 복분자 분말 자체의 적정 산도가 19.43 g/L로 가
장 높기 때문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적정 산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염도는대조구가 0.88%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감소하는경향을띠어, 80% 첨가군에서 0.7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점도는대조구가 13.63cP이었고, 복분자분말의첨가량이증

가함에 따라 점도가 증가하여 80% 첨가군에서 51.40cP로 가

Table 4. Titratable acidity (T.A.), salinty and viscosity of 
eel sauce added with bokbunja powder

Samples T.A.(g/L) Salinty(%) Viscosity

Control 3.21±0.04e 0.88±0.02a 13.63±0.25e

EB20 4.17±0.08d 0.82±0.04b 20.03±0.12d

EB40 4.58±0.03c 0.79±0.01bc 28.53±0.65c

EB60 4.87±0.02b 0.77±0.01c 32.57±0.50b

EB80 5.04±0.02a 0.76±0.01c 51.40±1.05a

1) Sample 0, 20, 40, 60, 80 : Eel sauce with added bokbunja 
powder 0, 20, 40, 60, 80%.

2) Values are mean ± S.D.
3) a～e Mean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장높게나타났으며, 각시료간에강한유의적인차이를나타냈
다. 이는 가열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도가 증가한다는 선
행 연구(Kim et al 2004, Kim & Jang 2003, Park et al 2007)
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가열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도
가 증가하는 것은 가열 시간에 따라 수분이 감소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적당한 농도의 장어 소스의
제조를 위해서는 가열 시간의 조절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4. 색도 측정
복분자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장어 소스의 색

도 측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색도 측정에서 명도 L값은 대조구가 18.6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복분자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 80% 첨가군에서 22.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시료들 간에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적색도 a
값은 대조구가 0.12이었고, 명도 L값과 같은 결과로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띠어 80% 첨가군에서 0.42
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60% 이상의 첨가군 간에는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황색도 b값은 대조구에서 80% 첨
가군 사이가 0.06～0.09로 나타났으며, 각 시료들 간에 유의
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석류 분말을 첨
가한 식빵의 품질 특성(Shin & Shin 2008), 석류 외피 분말을
첨가한 우리밀생면의 조리 특성(Park et al 2009), 석류와 천
년초 분말을 첨가한 젤리의 품질 특성(Cho & Choi 2009)에
서는 석류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는 감소하고, 적
색도와 황색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는 결과와 다른

경향을 나타냈지만, 이는 복분자 분말이 검붉은 색을 띠고

Table 5. Hunter's color values of eel teriyaki sauce added 
with bokbunja powder 

Samples
Hunter's color values

L a b

Control 18.63±0.04e 0.12±0.01d 0.06±0.01b

EB20 20.42±0.06d 0.24±0.02c 0.08±0.01ab

EB40 21.09±0.04c 0.32±0.03b 0.07±0.01ab

EB60 21.51±0.05b 0.38±0.03a 0.09±0.02a

EB80 22.01±0.03a 0.42±0.02a 0.08±0.03a

F-value 2,480.244*** 91.795*** 2.935

1) Sample 0, 20, 40, 60, 80 : Eel sauce with added bokbunja 
powder 0, 20, 40, 60, 80%.

2) Values are mean±S.D.
3) a～e Mean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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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명도와 적색도가 높기 때문에, 복분자 분말을 첨가한
장어 소스의 색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5. 관능검사 평가
복분자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장어 소스의 관

능검사 평가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색(color), 복분자 향(bokbunja flavor), 복분자 맛(bokbunja 

taste), 짠맛(salty taste), 촉촉한 정도(moistness)는 복분자 분
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5). 
색(color)은 대조구에서 7.47로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약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띠어 80% 첨가
군에서 3.73으로가장 약하게 나타났으며, 각시료 간에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5). 
복분자 향(bokbunja flavor)은 대조구가 1.60이었고,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강하게 나타나 80% 첨가군이 7.67로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각 시료 간에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되었
으나(p<0.05), 20, 40% 첨가군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단맛(sweetness)은대조구가 3.27이었고, 40% 첨
가군에서 4.33으로가장강하게 나타났으나, 각시료간에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복분자 맛(bokbunja taste)은
대조구가 1.47이었고, 20% 첨가군에서 7.54로가장강하게나
타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띠어, 80% 첨가군에서는 3.93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분자 분말의 첨가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높
은 점수는 얻었으나, 어느 정도 이상 첨가할 경우에는 오히
려 복분자맛을반감시켜낮은점수를 받았다는연구(Jung et 
al 2008)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복분자 분말을 첨가한
장어소스의 짠맛(salty taste)은대조구가 6.73으로 가장강하
게 나타났으며, 복분자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짠맛이 감
소하여 80% 첨가군에서 4.27로가장약하게나타났으며, 20%

Table 6. Sensory intensities1) of eel teriyaki sauce added with bokbunja powder

Samples2) Color Bokbunja flavor Sweetness Bokbunja taste Salty taste Moistness Overall-acceptability

Control 7.47±0.833)a4) 1.60±0.51d 3.27±0.70d 1.47±0.52d 6.73±0.88a 7.13±0.92a 6.09±0.75b

EB20 6.13±0.64b 4.67±0.62c 3.60±0.74bc 7.54±0.70a 5.67±0.49b 5.79±0.58b 7.08±1.73a

EB40 5.60±0.63c 4.93±0.70c 4.33±0.72a 5.93±0.74b 5.33±1.05b 5.13±0.92b 5.92±1.12b

EB60 4.47±0.52d 5.73±0.70b 3.93±0.80ab 4.53±1.10c 5.07±0.70b 4.47±0.99b 5.31±1.37c

EB80 3.73±0.46e 7.67±0.82a 3.67±0.62bc 3.93±0.96c 4.27±0.80c 4.13±1.13c 4.02±1.28d

F-value 82.671***5) 152.718*** 4.895** 96.347*** 17.602*** 22.943*** 48.671***

1) 9 pt intensity scale(1 : very week, 5 : moderate, 9 : very strong).
2) Sample 0, 20, 40, 60, 80 : Eel sauce with added bokbunja powder 0, 20, 40, 60, 80%.
3) Values are mean ± S.D. (n=15).
4) a～e Mean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 p<0.01,   *** p<0.001.

이상의 첨가군에서 짠맛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0.05). 촉촉한 정도(moistness)는 대조구가 7.13으로 가장
높게 났으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약하게 나타났으며, 20% 
이상의 첨가군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촉촉한 정도
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점도 측정에서 점도가 높아진 것과

수분이작아진것과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전
체적인 기호도(overall-acceptability)는 복분자 분말 첨가 80% 
< 60% < 40% < 0% < 20%의 순서로 20% 첨가군에서 기호도
가 7.08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모든시료간에유의적인차
이가 나타났다(p<0.001). 따라서 복분자 분말을 첨가하여 장
어 소스를 제조할 경우 복분자 분말 20% 첨가가 최적 배합
비로 사료되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어 소스 제조 시 복분자를 분말의 형태

로제조첨가하여 기능성을 가진 천연재료장어소스를 제조

하고자 하였으며, 복분자 첨가량에 따른 장어 소스의 이화학
적 성분 및 품질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맛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관능적 품질 특성을 실시하여
복분자 장어 소스의 상품화에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여

복분자 분말을 0, 20, 40, 60, 80%로 첨가하여 제조한 장어
소스의 이화학적 성분과 품질 특성은 다음과 같다.
복분자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장어 소스의 일

반성분에서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조섬유 함량은 복분자
분말첨가량이증가함에따라증가하고, 각시료간에유의적
차이가있었다. 수분함량은 대조구에서 71.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복분자 분말이 첨가될수록 수분 함량은 감소하
여 80% 첨가군에서 66.50%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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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간에유의적인차이가크게나타났다. pH는대조구가 4.74
로 나타났으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80% 첨가군
에서 4.42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고형분 함량은 복분자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고형분 함량은 증가하여 80% 첨
가군에서 7.77 °Brix%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정산도는 복분자 분말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80% 

첨가군에서 5.04 g/L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염도는 80% 첨가군에서 0.76%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점도는 복분자 분말의 첨가량
이 증가함에 따라 점도가 증가하여 80% 첨가군에서 51.40cP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
타냈다. 복분자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장어 소스
의 색도 측정 결과, 명도 L값은 80% 첨가군에서 22.01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색도 a값은 명도 L값과 같은 결과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띠어 80% 첨가군에
서 0.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황색도 b값은 각 시료들간
에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복분자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장어 소스의 관능검사 평가 결과, 색(color), 
복분자 향(bokbunja flavor), 복분자 맛(bokbunja taste), 짠맛
(salty taste), 촉촉한 정도(moistness)는 복분자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복분자 분말
을 첨가하여 장어 소스를 제조할 경우, 복분자 분말 20% 첨
가가 최적 배합비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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