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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분자 식초를 이용한 장어딥핑소스의 제조의 최적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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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eel dipping sauce adding bokbunja(Rub coreanus Miquel) vinegar and investi-
gated the physicochemical and quality properties of eel dipping sauce for optimization. To accomplish the 
objective, eel dipping sauce was created by adding bokbunja vinegar. The findings are as follows. Among the 
composition, moisture and crude fiber content increased as more bokbunja vinegar was added. As for crude 
protein and crude ash, however, their content decreased as more bokbunja vinegar was added. In terms of crude 
fa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addition group. As for pH, the content decreased 
as more bokbunja vinegar was added. Also. the following properties declined as more bokbunja vinegar was 
added: titratable acidity; sugar content; salinity; viscosity. In terms of chromaticity, however, the brightness(L), 
redness(a), and yellowness(b) all increased. The overall acceptability was as follows: 0% < 5% < 10% < 20% 
< 15% Therefore, the proper content of bokbunja vinegar to add in eel dipping sauce is approximately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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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식생활은건강과기능학적면이강조되고

있고, 영양분섭취와질병예방차원에서각종과
실및이를이용한여러가지가공품에대한소비

및 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Jeong CH et al 2008), 또한 건강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천연소재의 전통발효식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꾸준한 증가세를보이고있다(Lee 
SH & Kim JC 2009 ; Kim et al 1994). 
복분자(Rubus coreanus Miq.)는장미과에 속하

는 산딸기의 일종으로, 검붉은색 열매를 맺는 반
구형의 다년생 식물이다(Kim MS et al 1997). 제
주도및남부지역이주요산지이며, 우리나라에서
는 복분자의 검붉은 열매를 초여름에 수확하여

식용하고있다(Park YS & Chang HG 2003). 한방
에서는 미성숙 열매를 건조시킨 것을 복분자라

일컬으며, 예로부터 한약재로사용되어지고있다
(Kwon KH et al 2006). 피로로인한간손상을억
제하고이뇨제의효능이 있으며, 눈을 밝게하고, 
유정, 정액부족, 발기부전등의치료 및성기능을
향상시키고, 몸을 덥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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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GH 2000). 복분자는폴리페놀성분인 antho-
cyanin, flavonoid, phenolic acid 등이 풍부하고

(Yoon I et al 2003), 항균효과(Cha HS et al 2001), 
항산화 효과(Lee SM et al 2012), 항암 효과

(Choung MG & Lim JD 2012)등의생리활성이보
고되고 있으며, 복분자즙을 이용한 드레싱(Jung 
SJ et al 2008), 복분자의기능성을이용한식초의
제조 및 그 항산화 효과가 연구된 바 있다(Hong 
SM et al 2012). 하지만 복분자는 수확시기가 짧
고, 저장이 용이하지 않아 냉동이나 가공품의 형
태로 저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존기간을

길게할수있는발효가공품의형태로식품에이

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장어류(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먹장어)는 단

백질, 고도불포화지방산 및 비타민 A의 함량이
높고맛이좋으며(Kim HY & Lim YI 2003), 비타
민 A와 E의 성분이 항산화성과 노화방지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알려져있어 보양식으로 많이 이

용되고 있다(Choi JH et al 1986). 장어류의 가공
형태는대부분고추장으로양념되어가열하여먹

는 비가열제품으로 제조되어 시판되고 있으며

(Kim KS 1984), 일식요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리야끼소스가장어구이에일반적으로많이사

용되고 있다(Kim KM et al 2010). 
데리야끼 소스(Teriyaki sauce)는 타레(Tare)라

고불리우며원래일본에서개발되었으며, 지방이
많고살이두꺼운갯장어, 방어, 참치와같은생선
류와 닭고기 같은 가금류에 양념간장 소스로 사

용한다(Oh HS & Park WB 2003). 데리야끼소스
의 주재료는 간장과 장어의 부산물인 장어뼈와

닭뼈, 대구뼈 등을 주재료로 데리야끼 소스를 제
조하고 (Song CR & Choi SK 2009), 부재료로파, 
양파, 생강고추, 향신료를첨가하여장시간끓여
서 걸죽한 농도를 가지며, 단맛과 짠맛을 가지는
간장 소스로(Song CR 2009), 보존기간이길고한
번만들어두면오랜기간사용할수있다는장점

을 지니고 있다(Kim KM et al 2010).
데리야끼 소스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은 시판

간장의종류를달리한 chicken teriyaki sauce 비교
(Park WB 2001), 국산 및일본 간장을이용한닭
고기 데리야끼 소스의 품질특성(Oh HS & Park 
WB 2003), 데리야끼 소스의 제품응용성에 관한
연구(Park HN et al 2006), 데리야끼 조미액을 이
용한송이데리야끼절임의 품질특성(Park ML et 
al 2007), 복분자를 첨가한 데리야끼 소스(Sung 
KH & Lee JH 2009), 석류농축액을 첨가한 데리
야끼소스(Sung KH & Ko SH 2010) 등으로기능
성이 있는다양한첨가물을넣어 장어를 구울때

양념의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이러한 형태의 소스는 염도와 당도가 높아
건강과기능적인면이강조되는현대인의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못하고 있는 반면, dipping 소스
형태의 장어소스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성분을 다량 함유

하고있는복분자식초의첨가량을달리한장어딥

핑소스를 개발하고, 기존데리야끼소스의 짠맛과
단맛을대체하며, 다양한방법으로장어소스를소
비하며, 소스의 맛과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이화학적 분석, 항산화성을 규명하고, 이를
장어딥핑소스로활용하여현대인의다양한수요

를 충족할수 있는장어 딥핑소스 제조의 최적화

조건을 제시하고 하였다.

Ⅱ. 실험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실험에사용한복분자식초는전라북도고창

군에서수확한복분자를이용하여제조한식초를

4℃에서 보관하면서 사용하였고, 장어와 장어뼈
도충무산장어를구입하여사용하였으며, 설탕은
정백당(제일제당)과 청주는 백화수복(롯데 주류), 
미림은 롯데미림(롯데칠성), 간장은 양조간장(샘
표 501), 생강과 대파는 고창군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였다.

2. 복분자 식초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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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Additional ratio (%)
Teriyaki sauce

(mL)
Bokbunja vinegar

(mL)

Eel dipping 
sauce 

0 1,000 0

5 950 50

10 900 100

15 850 150

20 800 200

<Table 2> Formulas of eel dipping sauce added with bokbunja vinegar

Sample
Eel bone

(g)
Water
(mL)

Rice wine
(mL)

Milim
(mL)

Leek
(g)

Ginger
(g)

Soy sauce
(mL)

Surgar
(g)

1,000 2,000 3,000 1,000 250 100 3,000 1,500

<Table 1> Formulas of Teriyaki sauce

복분자식초의제조는복분자와설탕을혼합하

여 24 °Brix를 맞추고, 1%의 효모를 넣어 28℃에
서 10일간 알코올 발효를 한 후 즙만 걸려 효모
0.1%를 넣고 25℃에서 30일간 초산발효를 한다. 
초산발효가 끝나면 용기에 담아 4℃에서 보관하
며 사용한다.

3. 데리야끼 소스의 제조

장어 소스의 제조는 장어뼈를 손질하고, 상온
에서 8시간수침하며피를완전히제거하여 200℃
로 예열한 오븐에 넣어 10분간 구은 후, 뒤집어
다시 10분간 굽고, 기름제거 후 상온에서 1시간
식힌다. 물 2,000 mL, 청주 3,000 mL, 미림 1,000 
mL, 대파 250 g, 생강 100 g를 넣고 30분간끓인
후 장어뼈 1,000 g을 넣고, 85±5℃에서 4시간 동
안끓인후기름을제거한다. 기름을제거한장어
뼈끓인물에간장 3,000 mL와설탕 1,500 g을넣
고중불로줄여내부온도가 85±5℃가되도록 2시
간 동안 끓이면서 거품을 제거하여 약 6,000±60 
mL의 데리야끼 소스를 완성한다.

4. 장어 딥핑소스의 제조

장어 딥핍소스의 제조는 예비실험을 통하여

색, 신맛, 짠맛을기호도를평가하고, 그 결과 5% 

이상 첨가하였을 때 대조군과의 차이를 보였고, 
첨가군사이의차이가 5% 이상일 때 기호도가 유
의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완성
된 장어소스 대비 복분자 식초를 0, 5, 10, 15, 
20%(v/v) 비율로첨가하여혼합하고, 30분간끓여
복분자 식초를 첨가한장어딥핑소스를 제조하며, 
배합비는 <Table 2>와 같다.

5. 실험 방법

1) 유기산 함량 측정

복분자식초의유기산함량은시료 10 mL를취
하여 3,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고,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HPLC(Agilent 
1260, Agilent Technol, Santa Clara, CA, USA)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C18 cartridge(Millipore, Bille-
rica, MA, USA)에 통과시킨 다음 Aminex HPX- 
87H(7.5×300mm, Bio Rad Laboratories, Hercules, 
CA, USA)를 다시 통과시키고, 214 nm로 UV 
derector로분석하였다. 유속은 0.5 mL/min이었고, 
이동상은 5 mM sulfuric acid였다. 

2) 일반성분 분석

복분자 식초의 일반성분의 측정은 수분, 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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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 조지방, 조회분, 조섬유는 AOAC(2000)의
방법에준하여실시하였다. 수분은상압가열건조
법, 조단백질은 micro Kjeldahl 질소함량법, 조지
방은 Soxhlet법, 조회분은 건식화법, 조섬유는 일
반조섬유정량법에따라정량하고, 모든실험은 3
회 반복 실시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 pH 측정

분분자식초와장어딥핑소스의 pH 측정은시
료를 5 mL를취하고, 증류수 45 mL를가하여 1분
간 혼합하여 혼합액 1 mL를취하여 5,000 rpm에
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pH meter (PB-10, Sar-
torias, Germany)를 이용하여 각각의 시료를 3회
반복하여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4) 산도 측정

분분자 식초와 장어 딥핑 소스의 산도의 측정

은시료 5 g에증류수를넣어혼합하고 50 mL 혼
합액을만들고, 이용액에 0.1 N NaOH 용액을가
하여 pH가 8.3이 될 때까지 중화하여 소비된 0.1 
N NaOH의값으로 측정하여 그평균값을 구하였
다.

5) 당도(°Brix) 측정

분분자 식초와 장어 딥핑 소스의 당도 측정은

장어딥핑소스 2 g과 증류수 18 g을 혼합하고, 혼
합액 1 mL를 취하여 5,000 rpm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을 당도계(PR-101, ATAGO, 
Japan)를 이용하여 시료 각각을 3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구하였다.

6) 염도 측정

장어딥핑소스의염도측정은 2 g과 증류수 18 
g을 혼합하고, 혼합액 1 mL를 취하여 5,000 rpm
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염도계(ES- 
421, ATAGO, Japan)를 이용하여 시료 각각을 3
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로 나타내었다.

7) 점도 측정

장어 딥핑소스의 점도의 측정은 60℃ water 
bath에장어딥핑소스 500 mL를 1,000 mL 비커에
넣어 2시간동안방치하여 58±2℃를유지하고, 점
도계(DV-1 Brookfield, USA)를 이용하여 30초간
점도를측정하였고, 예비실험을통하여 장어딥핑
소스가측정가능한범위에있는 S61 spindle를이
용하여 30초간 측정하였다.

8) 색도 측정

장어딥핑소스의색도측정은액상측정용석영

셀에장어딥핑소스 4 mL를넣어액상측정이가능
한 색도계(JS-555, Color Techno system Co., Ja-
pan)를이용하여, L, a, b 값을 3회반복하여 측정
하였고, 이때표준색판의 L값은 98.48, a값은—0.04, 
b값은 —0.48이다.

9) DPPH 라디컬 소거능

장어 딥핑소스의 DPPH는 Blois의 방법(Blois 
MS 1958)으로장어딥핑소스 5 mL과메탄올 45 
mL를 혼합하여 0.2 mL를 취하고 0.2 mM DPPH 
용액을 0.8 mL를가하여혼합하고 10분간방치한
후 525 nm에서 흡광도(UVmini 1240 Shimadzu, 
Japan)를 측정하여 아래의 계산식으로 활성을 산
출하였다. DPPH 라디컬 소거능(%)=[1—(첨가구
의 흡광도/대조군의 흡광도)]×100

10) 기호도 검사

장어딥핑소스의 기호도 검사는 시료를 제조하

여 실온에서 2시간 방치 후 0.8%의 소금을 첨가
한 장어구이(마리당 350±50 g의 장어 사용)와 함
께 제공하여 실시하였다. 관능 검사 요원은 20∼
40대남,녀각각 55명, 45명을기준으로실시하였
다. 9점척도법을이용하여실시하였다. 평가항목
은 색(color), 단맛(sweetness), 신맛(sourness), 촉
촉한 정도(moistureness),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를 평가하고, 대단히 싫음 1, 좋지도
싫지도 않음 5, 대단히 좋음 9로 실시하였다. 

11) 통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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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pH
Total acidity 

(mL)
Sugar content

(°Brix)

 Bokbunja vinegar 2.88±0.011) 5.36±0.26 6.14±0.07
1) mean±S.D.

<Table 3> Comparison of pH, total acidity, sugar content of bokbunja vinegar

Sample
Acetic acid

(mg%)
Citric acid

(mg%)
Malic acid

(mg%)
Succinic acid

(mg%)
Tartaric acid

(mg%)
Oxalic acid

(mg%)

Bokbunja vinegar 4,865.54±24.68 1,004.57±15.48 354.98±9.45 175.42±8.87 21.01±2.49 48.56±1.25
1) mean±S.D.

<Table 4> Contents of organic acid in bokbunja vinegar      

각 실험에서 얻은 실험결과는 SPSS program 
17.0을 사용하여 α=0.05 수준에서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은 3회 반복 실험을 하였고, 분
석방법으로평균과표준편차및분산분석을실시

하였으며, 분산분석을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각시료간의통계적인유의적차이를
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복분자 식초의 pH, 총산도, 당도

복분자식초의 pH, 총산도, 당도를측정한결과
는 <Table 3>과 같다. 복분자 식초의 pH는 2.88, 
총산도는 5.36 mL, 당도는 6.14 °Brix을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식초는 알코올 발효와 초산

발효가 모두 이루어진 식초이고, Kim KO 등
(2013)의 연구에 의한면알코올 발효와 초산발효
가동시에이루어진과일식초의경우 pH는 2.7～
3.03, 총산도는 5.09～5.16 mL, 당도는 5.00～9.15 
°Brix의결과를보여본연구와비슷한연구결과
를 나타냈다. 

2. 복분자 식초의 유기산 함량

복분자 식초의 유기산 함량은 <Table 4>와 같

다. 복분자 식초의 acetic acid의 함량은 4,865.54 
mg%를나타내어가장높았다. Acetic acid는식초

의 주요성분으로양조 과정중 초산균에 의해서

생성된다(Moon SY et al 1997). Acetic acid는
4,865.54 mg%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고, 나머
지 유기산은 citric acid, malic acid, succinic acid, 
oxalic acid, tartaric acid 순으로 각각 1,004.57, 
354.98, 175.42, 48.56, 21.01 mg%을 나타냈다. 
Park SY 등(2012)의 연구에 의하면 acetic acid, 
citric acid, malic acid, succinic acid, oxalic acid, 
tartaric acid는 각각 5,321.71, 348.26, 140.91, 
105.81, 38.81, 23.80 mg%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보였고, Hong SM 등(2012)의연구에서도
acetic acid가가장높은값을 보여유사한경향을
보였다. 

3. 일반성분 분석

복분자 식초의 첨가량을 달리한 장어딥핑소스

의 일반성분은 <Table 5>와 같다. 수분은 복분자
식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조단백질은대조군이 8.32%로
가장높은값을나타냈고, 20% 첨가군이 3.01%로
가장낮은값을나타냈으며, 첨가량이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지방은
0.07∼0.08%로시료사이에유의적차이를보이지
않았고, 함유량도 매우적었다. 이는 장어뼈를굽
고 끓이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름이 제거되고, 
간장과 설탕을 넣고 끓이는 과정에서도 거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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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Additional ratio 

(%)
pH

Titratable acidity
(%)

Eel dipping 
sauce 

0  5.97±0.221)a2) 3.75±0.01e

5 5.16±0.16b 4.29±0.01d

10 4.92±0.09c 4.95±0.01c

15 4.32±0.12d 5.88±0.01b

20 4.00±0.08e 6.48±0.01a

F-value 78.259*** 184.29***

1) mean±S.D.
2) a～e Means within a column not sharing a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 p<0.05, ** p<0.01, *** p<0.001

<Table 6> pH and titratable acidity of eel dipping sauce added with bokbunja vinegar

Sample
Additional 
ratio (%)

Moisture
(%)

Crude protein
(%)

Crude fat
(%)

Crude ash
(%)

Crude fiber
(%)

Eel dipping 
sauce

0 61.25±0.021)e2) 8.32±0.01a 0.07±0.01a 4.88±0.02a 0.19±0.01e

5 63.43±0.05d 6.35±0.01b 0.08±0.01a 4.29±0.01b 0.32±0.01d

10 66.16±0.05c 5.28±0.01c 0.08±0.01a 3.11±0.02c 0.41±0.01c

15 71.33±0.08b 4.11±0.01d 0.08±0.01a 2.84±0.02d 0.49±0.01b

20 75.11±0.09a 3.01±0.02e 0.07±0.01a 2.68±0.01e 0.68±0.01

F-value 125.36*** 98.95*** 1.28 68.21** 5154.59***

1) mean±S.D.
2) a～e Means within a column not sharing a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 p<0.05, ** p<0.01, *** p<0.001.

<Table 5> Composition of eel dipping sauce added with bokbunja vinegar 

제거하는과정을거치면서대부분의기름이제거

되기 때문이다. 조회분은대조군이 4.88%로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20% 첨가군이 가장 작은
2.68%이었으며, 복분자 식초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유의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조섬유
는복분자식초의첨가량이증가할수록유의적으

로증가하는 경향을보였으나, 대조군이 0.19%로
가장낮은값을보였고, 20% 첨가군에서 0.68%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4. pH와 산도

복분자 식초를 첨가량을 달리한 장어딥핑소스

의 pH와 산도의 결과는 <Table 6>과 같다. pH는
대조군이 5.97로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20% 첨
가군인 4.00으로가장낮은값으로나타나복분자
식초의첨가량이증가할수록 pH 값이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도 또한, 대조군이 3.75%로 가장 적은 값을

나타냈고, 20% 첨가군이 6.48%로가장높은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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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Additional ratio 

(%)
Sugar content

(°Brix)
Salinity 

(%)
Viscosity

(cp)

Eel dipping 
sauce 

0 9.77±0.031)a2) 1.78±0.02a 48.08±0.99a

5 8.07±0.02b 1.25±0.01b 41.32±0.87b

10 7.19±0.03c 0.99±0.01c 35.06±0.55c

15 6.45±0.01d 0.80±0.01d 30.69±0.41d

20 5.61±0.01e 0.73±0.01e 25.55±0.53e

F-value 102.58*** 245.37*** 423.14***

1) mean±S.D.
2) a～e Means within a column not sharing a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 p<0.05, ** p<0.01, *** p<0.001.

<Table 7> Sugar content, salinity and viscosity of eel dipping sauce added with bokbunja vinegar

나타냈으며, 첨가량이증가할수록산도가유의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복분자 식초
의 pH가 약 2.88±0.01로 데리야끼 소스의 5.86보
다 상대적으로 낮아 복분자 식초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pH는 감소하고, 적정산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Yin XF et al (2011) 연구
에 사과농축액을 첨가한 간장 소스와 유사한 경

향을 보였다. 

5. 당도, 염도, 점도

복분자 식초를 첨가한 장어딥핑소스의 당도, 
염도, 점도의결과는 <Table 7>과같다. 당도는대
조군이 9.77 °brix로가장높은값을나타냈고, 복
분자식초의첨가량이증가할수록약 1 °brix씩유
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염도는대조군이 1.78%로가장높은값을나타

냈으며, 5% 첨가군과 10% 첨가군은 약 1%를나
타냈으며, 20% 첨가군은 0.73%를 나타내어첨가
량이증가할수록염도가유의적으로감소하는경

향을 보였다. 이는 모두 상대적으로 당도와 염도
가 낮은 복분자식초의첨가로 인하여 각각의 값

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복분자 장어딥핑
소스의점도는대조군이 48.08 cp로가장높은값
을 나타냈고, 복분자 식초의 첨가량이 증가하여

유의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이는복분자
식초의 점도는 S61 spindle로는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값을 나타내어 복분자 식초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대조군에 비하여 낮은 점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6. 색도

복분자 식초를 첨가하여 제조한 장어딥핑소스

의색도는 <Table 8>과같다. 명도(L)값은대조군
이 18.34로가장낮은값을나타냈고, 첨가량이증
가할수록약 2～3씩유의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
보였고, 이는 복분자 식초의 L값이 37.26으로 상
대적으로 복분자 장어딥핑 소스에 비해서 높은

명도값을 나타내어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

으로그값이증가한것으로사료된다. 복분자식
초의적색도(a)값은 1.25를나타냈고, 복분자장어
딥핑소스의 a값은대조군이 0.22로가장낮은값
을 나타냈고, 20% 첨가군은 0.72로 가장 높은 값
을 나타냈다. 황색도(b)값은 대조군이 0.05로 가
장 낮은 값은 나타냈고, 10% 첨가군까지는 증가
하였으나유의적인차이는보이지않았으며, 20% 
첨가군은 0.17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적색
도와 황색도는 복분자 식초가 검붉은 색을 보이

고, a값과 b값도 높아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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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Additional ratio (%) DPPH radical scavenging (%)

Eel dipping sauce 

0 48.15±0.151)e2)

5 51.26±0.49d

10 55.42±0.51c

15 58.38±0.27b

20 60.21±0.11a

F-value 201.45***

Bokbunja vinegar - 67.23±1.25
1) mean±S.D.
2) a～e Means within a column not sharing a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 p<0.05, ** p<0.01, *** p<0.001.

<Table 9> DPPH radical scavenging of eel dipping sauce added with bokbunja vinegar 

Sample Additional ratio (%) L a b

Eel dipping 
sauce 

0 18.34±0.081)e2) 0.22±0.01e 0.05±0.02b

5 21.48±0.04d 0.40±0.01d 0.06±0.02b

10 23.31±0.09c 0.48±0.01c 0.07±0.02b

15 26.47±0.03b 0.59±0.02b 0.12±0.01ab

20 29.88±0.01a 0.72±0.04a 0.17±0.01a

F-value 459.12*** 356.74*** 58.04**

Bokbunja 
vinegar

- 37.26±0.12 1.25±0.26 0.86±0.15

1) mean±S.D.
2) a～e Means within a column not sharing a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 p<0.05, ** p<0.01, *** p<0.001.

<Table 8> Hunter's color values of eel dipping sauce added with bokbunja vinegar 

소스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고, 
L, a, b값모두복분자식초의첨가량이증가할수
록 그 값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석류 농축액을 첨가한 장어 데리야끼 소스

(Sung KH & Ko SH 2010)에서는 L, a, b값이증가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7. DPPH 라디컬 소거능

DPPH는 비교적 안정화된 자유라디컬로 항산

화제, 방향족 아민류 등에 환원되어 탈색되는데
(Cha HS & Park MS 2001; Hong SM et al 2012), 
높은 환원력을 가지는 물질은 흡광도의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Shine J et al 2008). 
복분자식초와 장어딥핑 소스의 DPPH 라디컬

소거능의 <Table 9>에제시하였다. 복분자식초의
DPPH 라디컬소거능은 67.23%로높은수치를보
였다. 이는 Hong SM et al (2012)의 65%보다약간
높은 값을 보였고, Cha HS & Park MS (200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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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Additional 
ratio (%)

Color Sweetness Sourness Moistureness
Overall 

acceptability

Eel 
dipping 
sauce 

0 5.23±1.652)c3) 5.50±1.45a 4.24±1.61c 5.15±1.47b 5.01±1.88c

5 4.92±1.75d 5.15±1.47a 4.80±1.52c 5.67±1.49ab 5.26±1.75c

10 6.66±1.25ab 5.12±1.35a 5.55±1.25b 6.33±1.24a 6.08±1.25b

15 6.95±1.59a 4.88±1.26a 6.89±1.19a 6.55±1.18a 7.25±0.96a

20 5.21±1.54c 4.82±1.33a 5.35±1.29b 5.95±1.58a 6.99±1.25a

F-value 152.48*** 95.15*** 235.21*** 92.58*** 325.69***

1) 9 point hedonic scale (1: extremely dislike, 5: dislike & like, 9: extremely like).
2) mean±S.D.
3) a～e Means within a column not sharing a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 p<0.05, ** p<0.01, *** p<0.001.

<Table 10> Mean preference score1) for eel dipping sauce added with bokbunja vinegar

의하면 복분자 식초는 폴리페놀 및 안토시안과

같은 항산화 성분에 의해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장어딥핑소스의 DPPH 라
디컬 소거능은 20% 첨가군이 60.21%로 가장 높
은값을나타내어높은항산화수치를보였고, 무
첨가군은 48.15%로 가장 적은 값을 나타냈으며, 
복분자식초의첨가량이증가할수록값이유의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8. 기호도 검사

복분자 식초를 첨가한 장어딥핑소스의 기호도

검사결과는 <Table 10>과같다. 색은 5% 첨가군
이 4.92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고, 0%와 20% 
첨가군은 5.23와 5.21로 유사한 값을 보였으며, 
15% 첨가군이 6.95로가장높은값을나타냈으나, 
10% 첨가군과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맛은 4.82～5.50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나, 대조군이가장높은값을 나타냈다. 신맛은
대조군이가장낮은 4.24을 나타냈으나, 5% 첨가
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10%와
20% 첨가군도유의적인 5.55, 5.35로유의적인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15% 첨가군이 6.89로 가
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촉촉한 정도는 대조군이

5.15로가장작은값을나타냈으며, 10～20% 첨가
군이 5.95～6.33으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나, 15% 첨가군이 6.55로 가장 높은값을 나타
냈다. 전체적인기호도는 0% < 5% < 10% < 20% 
< 15% 순이었고, 15% 첨가군은 7.25로가장높은
값을나타냈고, 20% 첨가군에서그값이다소감
소하였으나 서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복분자 식초의 첨가량이 0∼15%까지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20% 첨가군은 15%첨가군과유의적차이는 없지
만, 그 값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으로 보여, 장어
딥핑소스의복분자식초의첨가량은 20% 이하적
당하고 15∼20% 첨가가분분자 식초로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연구에서는다양한기능성이함유된복분자

를 식초의 형태로 첨가하여 데리야끼 소스의 제

조하고, 복분자 식초 첨가량에 따른 장어소스의
이화학적품질특성을조사하고, 제품을개발하고
자 하였으며, 첫째, 복분자 식초의 pH는 2.88, 총
산도는 5.36, 총가용성 고형분은 6.14 °Brix를 보



복분자 식초를 이용한 장어딥핑소스의 제조의 최적화 연구 75

였고, 유기산으로 acetic acid, citric acid, malic 
acid, succinic acid, oxalic acid, tartaric acid이검출
되었으며, acetic acid가 가장 높았고, tartaric acid
가가장낮았다. 둘째, 일반성분중수분과조섬유
는첨가량이증가할수록증가하는경향을보였고, 
조단백질과 조회분은 감소하는 경향을보였으며, 
조지방은 대조군과 첨가군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셋째, pH는복분자식초의첨가량이증가
할수록감소하고, 총산도, 가용성고형분함량, 염
도, 점도는감소하였다. 넷째, 복분자식초의 DP-
PH 라디컬소거능은 67.23%로높은수치를보였
고, 복분자 식초를 첨가한 장어 딥핑 소스 DPPH 
값은 48.15～60.21%를 나타냈으며, 복분자 식초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그 값이 유의적으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색도는 명도(L), 
적색도(a), 황색도(b)값 모두 증가하였고, 마지막
으로 전체적인기호도는 0% < 5% < 10% < 20% 
< 15% 순이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복분자
식초를 첨가한 찍어 먹는 장어소스의 식초 첨가

량은 약 15～20%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저장에 제한이 있는 복분자를 식

초로가공하여식품에이용할수있으며, 기존장
어 구이에 이용되었던 데리야끼소스 대신 찍어

먹는 장어딥핑소스를 개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소스의 맛과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글 초록

본 연구에서는 복분자 식초를 첨가하여 장어

소스를제조하고, 장어소스의이화학적품질특성
을 조사하고,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일반성
분 중 수분과 조섬유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

가하는경향을보였고, 조단백질과조회분은감소
하는경향을보였으며, 조지방은대조군과첨가군
사이에차이를보이지않았다. pH는복분자식초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총산도, 가용
성고형분함량, 염도, 점도는감소하였다. 색도는

명도(L), 적색도(a), 황색도(b)값모두 증가하였고, 
전체적인 기호도는 0% < 5% < 10% < 20% < 
15% 순이었다. 따라서 복분자 식초를 첨가한 장
어딥핑소스의식초첨가량은약 15～20%가적정
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장어, 복분자(Rub coreanus Miquel), 복
분자 식초, 딥핑소소, 기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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