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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외식 산업의 발달로 웰빙(Well-being) 트렌드와 소비
자 니즈를 반영한 식생활의 변화로 이를 반영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출시되고있다. 또한, TV나인터넷등 언론매체
를 통하여 먹는 방송을 일컫는 먹방과 요리하는 방송을 일

컫는 쿡방의 열풍으로 소비자들의 요리에 대한관심이 매우

높다(Kim & Choi, 2017). 따라서 외식 및 식품가공업계는 이

를 반영하여 간단한 요리를 위한 소스제품이나 다양한 맛

및 건강지향적인 소스 제품들이 활발히 출시되고 있다. 소
스(sauce)는 요리의 맛과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어온 액체
또는 반 유동상의 조미료이며 구성되는 재료에 따라 색, 맛, 
풍미, 질감이 달라지고 음식의 영양학적 및 관능적 기호도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Choi, 2010). 식생활의 서구화와 동서
양 음식의 퓨전화로 인하여 음식에 소스를 곁들여 먹게 되

어 다양한 음식에 맞는 여러 가지 소스가 많이 개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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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valuated th physicochemical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teriyaki sauce added with bitter 
melon (Momoridaica charantia L.) roasting powder. Teriyaki sauce containing Momoridaica charantia 
L. roasting powder at concentration of 0% (control), 2% (RMT2), 4% (RMT4), 6% (RMT6), 8% 
(RMT8). Color of teriyaki sauce added with Momoridaica charantia L. roasting powder were lower than 
the control. The pH of the sauce ranged from 4.31±0.01～4.87±0.01. As the amount of added Momori-
daica charantia L. roasting powder was increased, total soluble solid content and viscosity of teriyaki 
sauce increased.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Momoridaica charantia L. added 
teriyaki sauce increased. The sensory evaluation was performed with scoring test s for color, flavor, 
taste, bitter taste, and overall acceptability by 50 professional panelists. In sensory evaluation, teriyaki 
sauce added with 4% Momoridaica charantia L. roasting powder concentrate high score in sensory 
preference. Based on the results, 4% should be recommended as the optimum level of Momoridaica 
charantia L. roasting powder concentrate to be added for the preparation of teriyaki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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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웰빙 트랜드를 통해 천연 재료를 이용한 기능성 소스 관
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Choi & Choi, 2006).  그 중
데리야끼 소스(Teriyaki sauce)는 갯장어, 방어, 참치 등 지방
이 많고 살이 두꺼운 생선이나 닭고기와 같은 가금류 등 조

리 시 사용하는 소스이다(Oh & Park, 2003). 
한편, 여주(Momoridaica charantia L.)는 1년생 박과식물로

특유의 쓴맛과 향미를 가지고 있어(Kim et al., 2013), 예로부
터 생과실로 식용하기 보단 관상용이나 약재로많아 사용하

고 있으며(Beloin et al., 2005), 전세계적으로기능성채소및
약용식물로서 재배되고 있다(Grover & Yadav, 2004). 여주의
경우, glucoside, saponin, alkaloid, oil, terpenoid, protein, 스테
로이드계, 비타민 C, β-carotene, Fe, K 등 다양한 영양성분
을 함유하며(Grover & Yadav, 2004), glycosides, saponins, al-
kaloids, fixed dils, triterpnes, proteins, steroid를 포함하는 다양
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Raman & Lau, 1996). 특히, 과실과
종자에 함유 된 지용성 물질인 카란틴(Charantin)은 췌장의
β-세포에 작용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혈당을 낮춰
당뇨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chmourlo, 
Mendonca-Filho, Alviano, & Costa, 2005; Parkash, Ng, & Tso, 
2002; Rathi, Grover, & Vats, 2002). 여주는 이러한 여러 영양
성분 및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쓴
맛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제품으로 가공 및 활용되지 못해

식품으로서의 활용성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주에 관
한 선행연구는 항암(Park, Boo, Park, Cho, & Lee, 2007), 항바
이러스(Basch, Gabardi, & Ulbricht, 2003), 혈당 저하(Rathi et 
al., 2002) 등과 관련된 생리활성 연구가 많이 되어 있으며, 
여주를 이용한 가공제품 연구로는 청국장(Cho & Joo, 2015), 
막걸리(Cho, Hwang, Lee, Ahn, & Joo, 2016), 쿠키(Moon & 
Choi, 2014), 머핀(An, 2014) 등이 있으나, 여주 분말 첨가 위
주의 연구이며, 소스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또한 여주의
쓴맛 저감화를 위하여 볶음처리를 실시한 연구(Ahn et al., 
2015)가 있으나, 이를 활용한 가공제품에 관한 연구는 전무
하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다양한생리활성물질을가지고있

음에도 특유의향과 쓴맛 때문에 식품으로 제한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여주의 볶음 공정을 거쳐 쓴맛 저감화 전처리 공

정을 거친 분말을 활용하여 계육용 데리야끼 소스로 개발하

여 부위별 양념계육의 특성과 소비자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여주의 사용빈도를 높일 수 있는 계육 소스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여주는 경북 경주시 성건동 일대에서

2016년 7～8월 사이 재배, 수확하여 3회 세척한 후 천일 건
조한 여주를 왕산농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소스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양조간장(샘표), 증류수, 설탕(CJ 
제일제당), 대파(하나로 마트), 맛술(롯데), 정종(백화수복), 
마늘분말(조아식품), 생강분말(조아식품), 치킨스톡분말(하
멜)을 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2. 여주분말 제조 

여주분말은 여주 300 g을 4～5 mm의 크기로 절단하여 3
일간천일건조를 실시하여일정의 수분함량(약 10%)으로 건
조시킨 후 볶음기(JIS-E10, Jeil Co., Ltd., Seoul, Korea)를 이
용하여 과도하고 탄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설정하였으며, 볶
음 조건은 250℃에서 5분간 실시하였다. 볶음이 완료되면
즉시 실온에서 냉각시켜 수분함량을 측정하였으며, 그 함량
은 3～4%로 하였다. 그 후 분쇄기(Nihonseili, Kaisha Ltd., 
Yamazaki, Japan)를 이용하여 40 mesh로 분쇄 후 4℃에서 냉
장 보관하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여주 분말을 첨가한 데리야끼 소스 제조 

데리야끼 소스의 제조는 Kim et al.(2011)의 연구와, Song 
et al.(2012)의 데리야끼 소스 레시피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
하였으며, 예비실험을통해최적의배합비를설정하였다(Ta-
ble 1). 물 500 g에 치킨스톡분말, 양조간장, 맛술, 정종을 넣
고, 센 불로 끓여 10분간 유지한 뒤 물 2,000 g에 대파, 설탕, 
마늘분말, 생강분말을 넣고, 약한 불에서 80분간 가열한 뒤
체로 걸러낸 뒤, 전 처리한 여주 분말을 각 첨가량에 따라
첨가한 뒤 사용하였다. 

2.4. 색도

색도는시료를페트리디쉬에부어색차계(Colormether, CR- 
200, Minolta Co., Japan)를 이용하여 L (lightness)값, a (+: red-
ness, -: greeness), b (+: yellowness, -: blueness)값을 3회 반
복측정하였다. 이때 사용된 표준백판값은 L=94.50, a= 0.31, 
b=0.32이었다.

2.5. 가용성 고형분 함량 및 염도 

가용성고형분 함량은소스를증류수로 10배 희석하여원
심분리후상등액만을취하여굴절당도계(Hand Refractometer, 
Atago)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염도는 동일한 방법으로
취한 상등액을 염도계(GMK-525N, G-Won Hitech Co. Korea)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6. pH 및 적정산도  

pH는 시료를 증류수에 10배 희석하여 진탕혼합한 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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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for teriyaki sauces with Momordica charantia L. powder (g)

Sample Control RMT2 RMT4 RMT6 RMT8

Roasting treatment of bitter melon powder 0  18.94  37.88  56.82  75.76

Water 2,500 2,500 2,500 2,500 2,500

Chicken base powder 8 8 8 8 8

Cooking wine 500 500 500 500 500

Refined rice wine 500 500 500 500 500

Soy sauce 1,000 1,000 1,000 1,000 1,000

Sugar 700 700 700 700 700

Spring onion 70 70 70 70 70

Garlic powder 50 50 50 50 50

Ginger powder 30 30 30 30 30

Total 5,358 5,378.94 5,399.88 5,420.82 5,441.76

심분리하여 상등액만을 취해 pH meter (HS53, Toledo Gmbh, 
Switzerland)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적정산도는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등액 10 mL에 0.1% phenolphthalein 지
시약을 2～3방울 가하여 0.1N NaOH 용액으로 담녹색이 나
타날 때까지 중화 적정하여 소비된 양을 acetic acid로 환산
하여 표시하였다.

2.7. 점도  

점도는 상온(27℃)에서 측정하였으며, 점도계 (DV-Ⅱ+RV 
Viscometer, Brookfield)로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측정 조건은 spindle number 4, speed 2.5 rpm으
로 15초 간 측정하였다.

2.8. DPPH 라디칼 소거활성  

Blois (1958)의 방법에 따라 시액 0.2 mL에 0.4 mM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용액 0.8 mL를 가하여 10분간
방치한 다음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계산식, 
electron donating ability(%) = 100 - [(OD of sample/OD of 
control)×100]에 의하여 활성도를 산출하였다. 

2.9. ABTS 라디칼 소거활성 

Re et al.(1999)의 방법에 따라 7.4 mM ABTS 2,2'-azino-bis 
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와 2.6 
mM potassium persulfate를 혼합하여 실온․암소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하여 radical을 형성시킨 다음, 실험 직전에 ABTS 
용액을 732 nm에서흡광도가 0.700±0.030이되도록 phosphate 
buffer saline(PBS, pH 7.4)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희석된

용액 950 μL에추출물 50 μL를가하여암소에서 10분간방
응시킨후 732 nm에서흡광도를측정하였으며, 계산식,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y(%) = 100 - [(OD of sample/OD of 
control)×100]에 의하여 활성을 산출하였다.

2.10. 관능검사   

관능검사 경험이 있는 27～54세 서울 소재 A대학교 조리
외식경영학과 대학원생 50명(남성 25명, 여성 25명)을 대상
으로 전처리 방법을 달리한 여주의 첨가량을달리한 데리야

끼 소스 5종에대해 각각 소비자 기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료의 제시는 50 mL 용량의 투명한 플라스틱컵을 사용하
여 20 g씩 상온(18～21℃)으로 제시하였으며, 페트리디시를
뚜껑으로 사용하여 향이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각각의
시료 평가 시 입안을 헹구기 위해 생수와 비스킷을 제공하

였으며, 플라스틱 숟가락을 함께 제공하였다. 시료는 3자리
난수표로 코드화하여 랜덤하게 제시하였다. 시료의 평가는
제시되는 샘플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항목은색상(color), 향(flavor), 맛(taste), 쓴맛(bitter taste),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는 7점 기호도 척도(1: 대단히 싫다, 4: 보통, 7: 대단히
좋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2.11.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SPSS 프로그램(SPSS 22.0 for windows, SPSS 
Inc.)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각 측
정 평균값 간의 유의성은 p<0.05 수준으로 Duncan의 다중범
위시험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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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고찰

3.1. 색도

여주분말을 첨가한 데리야끼 소스의 색도를 나타낸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여주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데리야끼 소
스의밝기를 나타내는 L값은 8.31,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5.29, 황색도를나타내는 b값은 15.61로나타났다. Roasting 여
주분말을 첨가한 데리야끼 소스의 색도는 첨가량이 증가함

에 따라 L값과 a값은 감소하였으며, b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Yoon et al. (2016)의 보고에 따르면 여주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설기떡의 L값은 감소하고, a값과 b값
은 증가하였으며, An (2014)의 연구에서도 여주분말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L값은 감소하고, a값과 b값은 증가하였

Table 2. Color of teriyaki sauces added Momordica 
charantia L. roasting powder

Samples1)
Hunter's color value

Lightness(L*) Redness(a*) Yellowness(b*)

Control   8.31±0.232)a3) 5.29±0.12a 15.61±0.54c

RMT2 8.10±0.38ab 4.33±0.20b 16.54±1.00bc

RMT4 7.56±0.48b 2.71±0.26c 17.02±0.11b

RMT6 6.57±0.39c 2.19±0.16d 18.86±0.26a

RMT8 5.23±0.22d 1.81±0.21e 19.56±0.31a

F-value 38.430***4) 171.977*** 27.515***

1) Refer to the legend in Table 1.
2) Mean±S.D. 
3)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4) *** p<0.001.

Table 3. pH, total soluble solids, saltinity and viscosity of teriyaki sauces added Momordica charantia L. roasting powder

Samples1) pH Total soluble solids(Brix%) Saltinity(%) Viscosity(cP)

Control 4.98±0.01a 28.53±0.07e 3.08±0.06a 134.68±0.51a

RMT2 4.87±0.01b 30.21±0.06d 2.88±0.01b 139.10±0.48b

RMT4 4.71±0.01c 32.37±0.32c 2.64±0.01c 143.10±0.49c

RMT6 4.53±0.02d 34.86±0.26b 2.54±0.01d 148.89±0.29d

RMT8 4.31±0.01e 37.35±0.27a 2.34±0.01e 154.95±0.61e

F-value 2,430.962***4) 746.598*** 354.617*** 808.380***

1) Refer to the legend in Table 1.
2) Mean±S.D. 
3)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4) *** p<0.001.

다. 그러나 Moon and Choi (2014)의 연구에서는 여주분말을
첨가할수록 쿠키의 L값과 a값이 감소하고, b값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이는 시료 및 부재료의 차이로 인한
경향으로 판단된다. 

3.2. 이화학적 특성

여주분말을 첨가한 데리야끼 소스의 이화학적 특성을 나

타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Roasting 처리한 여주분말을 첨
가한 데리야끼 소스의 pH는 4.31～4.87의 범위를 나타내었
으며, roasting 처리한 여주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
는 저하되었으며, 이는 염도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고
형분 함량의 경우는 여주 분말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높아졌

으며, 8% 첨가한 데리야끼 소스의 경우 37.35%로 나타났다. 
점도를 측정한 결과, 여주 분말의 첨가량이 높아질수록 점
도도 높아졌으며 roasting 처리한여주분말 8% 첨가구에서는
154.95 cP로 가장 높은 점도를보였다. Sung and Ko (2010)의
연구에 따르면 데리야끼 소스는 수분함량이 감소할수록 농

도가 진해져 점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roasting 처리한 여주분말은 수분
함량이낮고, 첨가량이증가할수록가용성고형분함량이높
아지면서농도가높아져점도또한증가한것으로판단된다. 

3.3. 항산화 활성 

250℃에서 5분간 roasting을 실시한 여주 분말을 각각 2%, 
4%, 6%, 8%씩첨가한데리야끼소스의 DPPH 및 ABTS 라디
칼 소거활성은 Table 4와 같다. 여주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control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7.01%로 나타났으며, 여
주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거활성 또한 증가하였

으며, 8% 첨가한 RMT8에서는 9.63%로가장높은활성을보
였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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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T8에서는 36.23%로 가장 높았다. Moon, Hong, Lee, and 
Park (2015)의 보고에따르면 사물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데리야끼 소스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Lee, 
Hong, and Cho(2015)의 연구에서는 여주분말을 첨가하여 양
갱을 제조하였을 때 roasting시킨 여주 분말에서 항산화 효
과가 더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3.4. 관능평가 

Roasting 처리를 실시한 여주분말을 첨가한 데리야끼 소
스의 관능평가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소스에 대한 기호
도는 7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였다. 색에 대한 기호도를 평가

Table 4.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of teriyaki 
sauces added Momordica charantia L. roasting powder

(%)

Samples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Control 7.01±0.12e 23.00±0.50e

RMT2 7.96±0.06d 27.10±0.41d

RMT4 8.34±0.10c 29.28±1.00c

RMT6 9.07±0.16b 32.51±0.15b

RMT8 9.63±0.08a 36.23±0.48a

F-value 257.520***4) 229.935***

1) Refer to the legend in Table 1.
2) Mean±S.D. 
3)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4) *** p<0.001.

Table 5. Sensory evaluation of teriyaki sauces added Momordica charantia L. roasting powder

Samples1) Color Flavor Taste Bitter taste Overall acceptability

Control 5.10±0.74 4.70±0.48ab 4.90±0.57 1.80±0.42b 4.50±0.53bc

RMR2 5.40±0.52 4.60±0.52ab 5.00±0.67 1.90±0.32b 4.80±0.42ab

RMR4 5.50±0.53 4.80±0.42a 5.20±0.63 2.10±0.74b 5.10±0.57a

RMR6 5.20±0.63 4.20±0.79bc 4.80±0.63 2.20±0.42ab 4.60±0.52bc

RMR8 4.60±0.84 3.70±0.67d 4.50±0.71 2.70±0.82a 4.20±0.42c

F-value 5.839**4) 3.666* 4.623*

1) Refer to the legend in Table 1.
2) Mean±S.D. 
3)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4) * p<0.05, ** p<0.01.
7-pt hedonic scale(1: extremely dislike, 7: extremely like).

한 결과, 여주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control에서 5.10으로
나타났으며, 여주분말 4%를 첨가한 RMR4에서 5.50으로 가
장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었으며, 6% 첨가구부터 기호도가
낮아지더니 8% 첨가한 RMR8에서 4.60으로 색에 대한 기호
도가가장낮았다. 향과맛에대한기호도또한색에대한기
호도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어 여주분말을 4% 첨가한 RMR4
에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 쓴맛에 대한 기호도는 쓴
맛을 느끼는 정도를 점수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여주 분
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쓴맛을 느끼는정도가 높아져

여주분말을 8% 첨가한 RMR8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적인
기호도에서는 여주분말을 4% 첨가한 RMR4에서 5.10으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였으며, 여주분말 8% 첨가한 RMR8
이 4.20으로 가장 낮은 기호도를 보였다. 여주 분말을 첨가
한 머핀(An, 2014)은 3%, 6% 첨가까지 높은 기호도를 나타
내고 유의적인 차이가 없고, 여주분말을 첨가한 쿠키(Moon 
& Choi, 2014)의 경우, 3% 첨가구에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 따라서 여주 분말 첨가 시 식품의 제조방법에 따라
첨가량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roasitng 처리한 여주 분말의 첨가 수준은 4%로 설정하는 것
이 색, 맛, 향, 쓴맛 및 전체적으로 우수한 데리야끼 소스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특유의 향과 쓴맛 때문에 식품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여주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roasting 처리를 실시하여
여주의 쓴맛을 저감화시킨 후여주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

여 데리야끼 소스를 제조하였다. 여주분말을 첨가한 데리야
끼 소스의 색도는 분말의첨가량이 증가하면서 L값과 a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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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 b값은 증가하였다. 데리야끼 소스의 pH는 4.31～
4.87의 범위를 보였으며, 여주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는 낮아졌으며, 이는 염도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고
형분 함량의 경우 여주분말 첨가량이증가함에따라 높아져

여주분말 8% 첨가한 데리야끼 소스(RMR8)에서는 37.38%
로 나타났다. 소스 점도의 경우, 여주분말 첨가량이 증가함
에 따라 점도는 높아졌으며, RMR8에서는 154.95 cP로 가장
높았다. 여주분말을 첨가한 데리야끼 소스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여주분말 첨가시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이증가하였으며, 여주분말의첨가량이가장높은 RMR8
의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각각, 9.63%, 36.23%
로 나타났다. 데리야끼 소스의 관능평가는 7점 척도법을 이
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색, 맛, 향, 쓴맛 및 전체적인 기호도
에서 여주분말을 첨가하였을 때 기호도가 높아짐을 확인하

였으며, 특히 4% 첨가구에서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었다. 따
라서 본 연구를 통해 생리활성은 높지만, 쓴맛으로 인해 활
용성이 낮은 여주를 roasting 처리하여 쓴맛을 감소시켜 이
를 활용하기 위해 데리야끼 소스를 제조하였으며, roasting 
처리한 여주분말을 4% 수준으로 첨가하는 것은 품질 및 기
능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roasting 처리는 여주의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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