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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he physicochemical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Bulgogi sauce added with 
concentrated Curcuma longa L.. Increasing the amount of concentrated Curcuma longa L. in the Bulgogi 
sauce tended to increase the pH values, lightness(L), redness(a) and yellowness(b) values. It also tended to 
increase DPPH radical activity, but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Bulgogi sauce added with concentrated 
Curcuma longa L.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all the samples. In sensory evaluation, Bulgogi sauce 
added with 10% concentrated Curcuma longa L. had an excellent score in sensory taste, but Bulgogi sauce 
added with 20% concentrated Curcuma longa L. had an excellent score in overall preference. Seasoned 
roasted beef addition with 20% concentrated Curcuma longa L. had an excellent score in sensory preference. 
Therefore, this results suggest that 20% concentrated Curcuma longa L. should be applied to Bulgogi sauce 
for high sensory preference. 

Key words: Curcuma longa L., Bulgogi sauce, total polyphenol content,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sensory characteristic

Ⅰ. 서  론

울 (鬱金)은 생강과의 울 속(Curcuma)에 속

하는 다년생 식물로 인도가 원산지이며 만, 인
도네시아, 일본 등에서 재배되고 있다(Choi SK 
2007, Kang SK․Hyun KH 2007). 우리나라에서

는 을 , 걸 , 옥 , 심황이라 불리었으며 최근 

남부지역 진도에서 재배가 증가되고 있다(Joo 
SM․Hong KW 2011, Kim HJ 등 2011). 

울 은 진한 황색을 띄고 특유한 향기가 있으

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한약재, 향신료  식용

으로 이용되고 있다(Kang SK․Hyun KH 2007, 
Joo SM․Hong KW 2011). 울 의 뿌리, 기의 

성분은 항산화와 세포보호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

성분은 curcumin과 demethoxycurcumin, bisdeme-
thoxycurcumin 등이 알려져 있다(Ahn BJ 등 2006, 
Choi HY 2009, Chae YB 등 2012). 특히 curcumin
은 간보호기능(Choi SK 2004, Kim YJ 등 2012), 
항산화효과(Ahn BJ 등 2006, Choi SK 2007, Jung 
YS 등 2012), 항암효과(Han SY․Choi SC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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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 효과(Han SY․Choi SC 2002), 콜
스테롤 수치 하효과(Kim TH 등 2008, Yun SJ 
등 2009), 소  응집억제 효과(Kang SK 2007), 
비만억제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

목받고 있다(Kang SK․Hyun KH 2007, Song S
H․Jung HS 2009, Choi SH 2012). 그에 따라, 최
근 울 은 분말화시켜 환으로 제조하는 등 약용, 
식용으로 섭취되고 있으며(Kim SB 등 2011) 일
본의 경우, 숙취 제거용 드링크제로 시 되는 등 

각종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Yang CY 등 2011) 신약소재로서의 개발  식품 

산업분야에서의 주요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Kang SK․Hyun KH 2007).
울  련 연구로는 항염증효과(Kim SB 등 

2011), 간 보호 효과(Kim YJ 등 2012), 항산화효

과(Ahn BJ 등 2006, Choi SK 2007, Jung YS 등 

2012), 항바이러스 효과(Han SY․Choi SC 2002), 
콜 스테롤 수치 하효과(Yun SJ 등 2009, Kim 
TH 등 2008), 비만억제효과(Yang CY 등 2011) 등 

생리활성 효과에 한 연구가 있으며, 울 을 식

품 가공에 활용한 연구로는 울  첨가 어묵(Choi 
SH 2012), 울  분말 첨가 매작과(Choi SN 등 

2013), 울 분말 첨가 쿠키(Choi SH 2012), 울
분말 첨가 식빵(Jeon TG 2010) 등이 있으나, 울  

특유의 쓴맛과 향 때문에 여 히 울 의 식품가

공소재로서의 활용도는 미흡한 실정이다(Chu Y
J․Soh HO 1996, Kim SB 등 2011). 이러한 시

에서 울 의 능  단 을 보완한 다양한 가공

식품 제조에 활용하여 울 의 소비증   건강

증진효과를 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소스는 풍미 증진을 목 으로 식품의 조

리시, 는 조리 후에 사용되는데(Oh HS․Kim 
JH 2006), 그 에서도 불고기 양념소스는 간장을 

기본으로 한 각종 양념(마늘, , 참깨 등)을 혼합

한 것으로써, 우리 고유 식품인 불고기에 맛과 향

을 부여하기 해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이

용한 불고기는 한국 통음식 의 하나이자, 외
국인들이 선호하는 표 인 한국음식으로 알려

져 있다( Cho SH 등 2002, 삼성출 사 편집부 

2006, Lee SH 등 2010, Lim YI 등 2013). 최근에

는 불고기 소스에 한 심 증가와 소비자의 건

강지향 추세에 따라 산사와 를 이용한 돈육 

불고기양념(Lee SH 등 2009), 오디를 첨가한 불

고기 양념(Cho JL 등 2011), 오미자즙 첨가 불고

기소스(Nam JS 등 2010), 당귀 추출액과 매실 염

임액 첨가 불고기소스(Lee SH 등 2010), 인삼

사포닌 첨가 불고기소스(Cho SH 등 2002) 등 기

능성을 부가한 불고기  육류용 간장소스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일반

인 불고기 소스가 아미노산의 구수한 맛, 당분에 

의한 단맛, 소 에 의한 짠맛 등이 조화된 진한 

맛의 간장을 주재료로 하고 있어(Yin HF 등 

2011), 기능성의 부재료를 정량 첨가하는 것이 

능 으로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 유

익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리활성 효과가 뛰어나고 

울 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Han HS 등 

2010), 울  특유의 쓴맛과 향으로 인해 식품가공 

측면에서의 활용도가 낮은 울 을 한국의 표

인 소스이자, 다양한 부재료의 첨가가 용이한 불

고기 소스의 제조에 활용하 다. 한, 울  농축

액 첨가비율별 불고기 소스의 품질특성 측정  

능평가를 실시하여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의 제품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 다.

Ⅱ. 재료  방법

1. 실험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울 은 2012년 11월~12월경

에 수확하여 온 장한 남 진도산 생울 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울  농축액 첨가 소스를 

제조하기 한 재료인 간장(㈜삼화, 염도 3.62%), 
청주(㈜ 두산 백화수복), 정백당(㈜ 제일제당), 생
수(㈜ 농심 삼다수), 물엿(맥아 물엿, ㈜ 백설), 통
후추(㈜ 코스트코 코리아, 인도), 마늘은 구시 

소재 형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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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s of Bulgogi sauce added with concentrated Curcuma longa L.
(g)

Addition rate 
Ingredient

Control
(0%)

10% 20% 30% 40%

Soy sauce 300 300 300 300 300
Water 600 540 480 420 360

Concentrated Curcuma longa L. - 60 120 180 240
Rice starch syrup 200 200 200 200 200

Sugar 100 100 100 100 100
Rice wine 100 100 100 100 100

Sliced garlic 50 50 50 50 50
Whole pepper  5  5  5  5  5

평가용 쇠고기는 호주산 등심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2. 시료의 제조

1) 울  농축액의 제조

울  농축액 제조방법은 선행연구(Kim HJ 등 

2011, Jung YS 등 2012)를 참고하 으며 생울

(500 g)을 깨끗이 세척을 한 후, 잘게 다져서 4배
량(2,000 L)의 증류수를 가한 다음, 교반기(BS-11 
shaking mixer, JEIO Tech., Korea)를 사용하여 8
0℃에서 6시간동안 추출하 다(최종 추출액 

1,500 mL). 추출액을 Whatman No. 4 여과지로 여

과하고 여과된 건더기 부분을 취하여 와 동일

한 방법으로 2회 반복하여 추출하 다. 추출액을 

감압농축기(ELYLA Rotary evaporator, Japan)를 

사용하여 농축시켜 사용하 다(최종 농축량 500 
mL, Brix 3.7%).

2)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의 제조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의 제조방법은 

Song CR(2009), Park HN 등 (2006), Ahn JB 등
(2012)의 방법을 참고하고 수회의 비실험을 통

해 수정하여 설정하 다. 울  농축액 첨가비율

은 물의 양 비 10 %미만의 울  농축액 첨가가 

첨가유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첨가유무에 따른 

변화가 미미하 고 40% 이상의 첨가는 능  

선호도가 불량하여 물의 양(Control 600 g 기 ) 

비 10-40%의 범 로 결정하 으며 울  농축

액의 첨가비율에 따라 물의 첨가량을 감소시켰다. 
제조방법은 울  농축액과 그 외 모든 재료를 배

합비율에 따라 동일한 스텐 스 스틸 소재 냄비

에 넣고 10분간 가열하여 면포에 걸러내어 시료

로 사용하 다.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의 

재료배합비율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3. 실험방법 

1) 일반성분 분석

생울 의 일반성분 분석은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 다

(KFDA 2002). 즉, 수분은 상압가열건조법(105 
℃), 조회분은 550℃ 직  회화법, 조단백은 semi 
micro-Kjeldahl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 조섬

유는 산-알칼리 가수 분해법에 의하여 분석하

고 탄수화물은 시료 체를 100%로 하여 수분, 
조단백, 조지방, 조회분 함량 %를 감한 것으로 탄

수화물 함량(%)으로 하 다. 

2) pH, 색도 측정

울 의 pH와 색도 측정은 시료 10g에 증류수

를 90 mL 혼합하여 30분 방치한 다음, 여과하여 

여액을 사용하고, 울  농축액과 울  농축액 첨

가 불고기 소스의 pH는 시료를 그 로 3회 반복 

측정하 다. 색도 측정은 곱게 마쇄한 생울 , 울
 추출액, 울  농축액  울  농축액 첨가 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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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소스를 페트리디쉬에 부어 color me-
ter(CR-300, Minolta, Japan)를 사용하여 명도(L, 
lightness), 색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
ness)를 3회 반복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구하 다. 
이때 사용한 표  백색 의 색도는 L=94.95, 
a=0.31, b=0.32이었다. 

3) 생리활성효과

(1) DPPH 라디컬 소거능

재료로 사용된 울  추출액과 울  농축액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의 DPPH 라디컬 

소거능은 시료 100 μL에 0.15 mM DPPH 용액 

3,900 μL를 가한 다음, vortex mixer를 사용하여 

10 간 진탕하고 실온에서 30분간 방치 후 518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시료의 DPPH 라
디칼 소거능은 아래식과 같은 방법으로 시료 용액

의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 도 감소율로 나타내

었다. 한 상  활성 비교를 하여 양성 조군

으로 ascorbic acid를 500 μL/mL로 증류수에 녹여 

사용하 다.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측정하 다.

DPPH 라디컬 소거능(%) = (1-
시료 첨가구의 흡 도

)×100
무첨가구의 흡 도

(2) 총 폴리페놀 함량

시료로 사용된 울  추출액과 울  농축액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의 총 폴리페놀함

량은 folin-ciocalteu reagent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Folin 1912). 즉, 시료 200 μL와 folin-ciocalteu 
reagent 1,000 μL를 섞어서 실온에서 3분간 반응

시켰다. 이 반응 용액에 10% Na2CO3 800 μL를 넣

어  후, 이를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키고 반응이 

종료된 액을 76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총 폴리페놀의 표 곡선은 gallic acid를 사용하

으며(y=6.7278x+0.0924, R2=0.9951) 총 폴리페놀 

함량은 sample 당 mg/mL으로 나타내었다. 

4) 능평가

능평가는 ‘식품과 물질의 특성이 시각, 후각, 

미각, 각,  청각을 통하여 감지되는 반응을 측

정 분석  해석하는 과학의 한 분야’라고 정의 

될 정도로 식품 분석에서 일반성분, 기계  특성

과 함께 필수 인 측정 방법의 하나이다(Kim SH 
등 2012). 능 으로 최 인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의 배합비율을 선정하기 하여 울  

농축액 첨가량(0%, 10%, 20%, 30%, 40%)을 달리

한 불고기 소스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

에 인 쇠고기 양념구이의 능평가를 실시하

다. 능검사요원은 구시 소재의 I 특 호텔 조

리부서에 근무 인 남, 여 25명(평균 33세)을 

상으로 하 으며 능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습득 

 반복 훈련 후 실험에 응하도록 하 다. 

(1)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 시료 5종은 70 
mL 투명컵에 50 mL씩 담아 제공하 으며 각 시

료를 평가한 후에는 생수로 입안을 헹군 후 다음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 다. 각 배합비율별로 제

조한 불고기 소스 시료는 색의 진한 정도, 울  

냄새, 이취의 정도, 짠맛, 쓴맛, 구수한 맛 정도의 

항목을 9  정량  묘사 척도법(1=매우 약함, 9=
매우 강함)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 한, 외 , 
냄새, 맛, 반 인 선호도 평가를 해서는 9  

기호도 척도법(1=매우 싫음, 9=매우 좋음)을 사용

하여 평가하 다(김 옥 등 2000).

(2)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 쇠고기 구이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에 여 6시간동

안 냉장 장하여 구운 쇠고기 양념구이는 흰 

시에 담아 제공하 으며 각 시료를 평가한 후에

는 생수로 입안을 헹군 후 다음 시료를 평가하도

록 하 다. 쇠고기 양념구이의 능평가를 한 

모든 시료는 가스 지(ST-10000A, ㈜ 썬터치, 한
국)에 주철 재질의 라이팬(지름 30 cm)을 80±
5℃로 가열한 후, 25×25×3 mm로 자른 양념 쇠고

기를 넣고 앞면을 30 간 구운 후 뒤집어서 뒷면

을 30 를 구워서 능 시료로 사용하 다.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 개발 147

<Table 2> Proximate analysis of raw Curcuma longa L.
(%)

Component Mean±SD
Moisture 75.69±0.73

Crude protein  1.83±0.53
Crude fat  0.69±0.15

Carbohydrates 21.69±0.46
Crude Ash  0.10±0.01

* The value is mean±SD(n=3). 

<Table 3> pH and color value of Curcuma longa L.

Sample pH
Color value

L a b
Raw Curcuma longa L. - 60.25±0.57 15.01±0.81 65.81±0.55

Extracted Curcuma longa L (1:9) 6.56±0.03 46.38±0.44 0.43±0.22 29.41±0.76
Concentrated Curcuma longa L 6.04±0.02 29.09±0.27 2.54±0.52 13.60±0.31

* The value is mean±SD(n=3).

각 시료는 색의 진한 정도, 윤기의 정도, 울  

냄새의 정도, 짠맛, 쓴맛, 구수한 맛의 정도, 고기

의 경도를 9  정량  묘사 척도법(1=매우 약함, 
9=매우 강함)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 한, 각 

시료의 외 , 냄새, 맛, 조직감, 반 인 선호도 

평가를 해서는 9  기호도 척도법(1=매우 싫음, 
9=매우 좋음)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김 옥 등 

2000). 

4. 통계처리방법

반복 측정한 각 실험 결과와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의 능평가결과는 SPSS WIN 14.0 
program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고 

one way ANOVA test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정하 다.

Ⅲ. 결과  고찰

1. 주재료의 특성

1) 일반성분

본 실험에 사용된 생울 의 수분, 조단백, 조지

방, 탄수화물, 조회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

에 제시하 다. 수분 함량은 75.69%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조단백질 1.83%, 조지방 

0.69%, 탄수화물 함량 21.69%, 조회분 0.10%으로 

나타났다(Table 2). 농림수산식품부의 연구보고

서(2009)에서의 울 의 일반성분은 수분함량 

82.03%, 조단백질 2.52%, 조지방 1.26%, 조회분 

1.82%으로 발표하 으며, 본 연구에 사용한 시료 

성분의 함량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생산지, 생산시기 등에서 오는 차이인 것으로 

단된다. 

2) pH와 색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울 , 울  추출액, 울  

농축액의 pH와 색도 측정값은 <Table 3>에 제시

하 다. pH는 울  추출액이 6.56, 농축액의 pH
가 6.04로 울  추출액의 pH가 약간 높았다. 

생울 의 색도는 L값 60.25, a값 15.01, b값 

65.81이었고, 울  농축액의 색도(L값; 29.09), a
값; 2.54, b값; 13.60)는 울  추출액(L값; 46.38, 
a값: 0.43, b값; 29.41)에 비하여 L값과 b값이 낮았

다. 생울 과 울  추출액, 울  농축액의 색도 차

이는 물에 의한 추출과 농축과정에 의하여 차이

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 본 연구에 사용

한 생울 의 색도 측정한 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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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value is mean±SD(n=3).

<Fig. 1>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xtracted Curcuma longa L. and concentrated Curcuma longa L.

의 연구보고서(2009)의 가을 울 의 L값이 

56.60-64.23, a값은 8.63-20.52, b값은 62.36-75.49
의 범 로 측정되었고  울 의 L값이 

65.52-69.42, a값이 2.72-4.07, b값이 55.54-61.56
의 범 로 측정되었음을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하 다.

3) 생리활성효과

(1) DPPH 라디컬 소거능

DPPH의 분자 내 라디칼은 다른 유리라디칼과 

결합하여 안정한 complex을 만들기 때문에 항산

화활성이 있는 물질과 만나면 라디칼이 소거되어 

짙은 자색이 감소된다. DPPH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항산화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며(Sohn 
HY 등 2010) 본 연구의 시료로 사용된 울  추출

액과 울  농축액의 DPPH 라이컬 소거능 측정결

과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울  추출액의 자공여능은 7.8%로 매우 낮

았으나, 울  농축액의 경우, 자공여능은 

66.9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 조구로 

사용한 ascorbic acid(500μg/mL) 87.51%보다는 낮

은 수치 으나, 울 을 추출하여 농축을 함으로

써 항산화 활성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향후 울

을 이용한 조리나 가공식품을 개발할 경우에는 

추출액을 사용하는 것보다 농축액을 사용하는 것

이 항산화 활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

으로 단된다. 이러한 결과와 련하여 Chae YB 
등(2012)은 울  열수추출물이 DPPH 라디컬 소

거능이 없음을 보고하 는데, 이는 매우 낮은 농

도를 사용하여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단이 된

다. 반면, Oh HI 등(2010)과 Kim KB 등(2006)의 

연구에서 울  추출액이 1000 μg/mL에서 82.2%
와 86.40%의 DPPH 라디컬 소거능이 있었으며 양

성 조구로 사용한 ascorbic acid보다는 약간 활

성이 낮았다고 보고한 결과와 본 연구결과는 유

사하 다.

(2)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폴리페놀이란 산야 류, 과채류 등의 주요 성

분  하나로 항산화 등의 효과가 인정되고 있는 

한 분자내에 2개 이상의 phenolic hydroxyl기를 

가진 방향족 화합물들을 가리킨다(Kim HG 등 

1995, Choi SH 2012). 본 연구의 시료로 사용된 

울  추출액과 울  농축액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측정결과는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울  추출액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11.29 mg%, 
울  농축액은 54.73 mg%으로 나타났으며, 울  

농축액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비교  높았다. 이
와 련하여 Kim HJ 등(2011)의 연구에서는 울

의 total polyphenol 함량이 43.07 mg%로 측정되

었음을 보고하 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연구보고

서(2009)에서 울   울  물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이 각각 3.01 mg%, 3.02 mg%로 측정되어 본 

연구결과보다 다른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사

용된 시료, 추출조건, 측정조건 등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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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extracted Curcuma longa L. and concentrated Curcuma longa L. 
(mg%)

Sample 
Item

Extracted
Curcuma longa L.

Concentrated 
Curcuma longa L.

Total polyphenol contents 11.29±1.05 54.73±1.16
* The value is mean±SD(n=3).

<Table 5> pH and color values of Bulgogi sauce added with concentrated Curcuma longa L. 

Item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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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4.99±0.01c 19.89 ±0.05c 1.14±0.11c 1.68±0.16e

10% 5.00±0.01c  20.31 ±0.11c 1.19±0.05bc 2.51±0.01d 
20% 5.05±0.01b 21.98 ±0.07b 1.34±0.23bc 3.07±0.09c 
30% 5.05±0.01b 22.27 ±0.34ab 1.40±0.03ab 3.85±0.02b 
40% 5.08±0.01a 22.49 ±0.12a 1.59±0.10a 4.43±0.10a 

F-value 111.30*** 148.65*** 6.21** 415.21***

* Mean±SD(n=3).
* **p<0.01, ***p<0.001
* a-eMeans with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울  농축액을 첨가한 불고기 소스의 

품질 특성

1)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의 pH, 

색도

울  농축액을 첨가한 불고기 소스의 pH 측정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울  농축액의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유의

으로 높아져 울  농축액 40% 첨가구가 가장 높

은 것으로 측정되었다(p<0.001). 이는 본 연구의 

시료로 사용된 울  농축액의 pH가 6.04로 울  

무첨가구의 pH(4.99)보다 높아, 울  농축액의 첨

가비율 증가에 따라 pH가 높아진 것으로 단된

다. 이러한 결과와 련하여 울 분말을 첨가한 

매작과 반죽과 매작과의 pH가 울 분말이 증가

할수록 높아짐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Choi SN 등 2013).
울  농축액을 첨가한 불고기 소스의 색도 측

정결과는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울  농축액의 첨가비율이 증가

할수록 높아져 울  농축액 40% 첨가구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p<0.001).이와 련하여 울 분

말 첨가 매작과, 울 분말 첨가 식빵, 강황 첨가 

두부에 한 연구에서의 L값은 울 분말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졌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

과와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Min YH 등 2007, 
Jeon TG 등 2010, Choi SN 등 2013). 이는 각 연

구에서 사용된 울 분말의 L값이 울 분말 무첨

가구에 비해 낮아 울 분말의 첨가비율이 증가할

수록 L값이 낮아졌으며 본 연구의 시료로 사용된 

농축 울 액의 L값이 29.09으로 울  농축액 무

첨가구(19.89)보다 명도가 높아 울  농축액의 첨

가비율이 높아질수록 불고기 소스의 L값이 높아

진 것으로 사료된다. 
색도를 나타내는 a값과 황색도를 나타내는 b

값 한 울  농축액의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울  농축액 40% 첨가구가 가장 높게 측

정되었다(p<0.01, p<0.001). 이는 본 연구의 시료

로 사용된 울  농축액의 a값과 b값이 각각 2.54, 
13.60으로 울  농축액 무첨가구(a값; 1.14, b값; 
1.68)보다 높아, 울  농축액의 첨가비율이 증가

할수록 a값과 b값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a값 

측정결과와 련하여 울 분말 첨가 매작과(Choi 
SN 등 2013), 울 분말 첨가 식빵(Jeon T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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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value is mean±SD(n=3).

<Fig. 2>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Bulgogi sauce added with concentrated Curcuma longa L. 

2010)에 한 연구에서는 울 분말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색도가 높아졌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 황색도 

측정결과와 련하여 울 분말 첨가 매작과(Choi 
SN 등 2013)에 한 연구에서는 일반 매작과의 

황색도에 비해서 히 높은 값을 나타내었음을 

보고하 는데, 이는 울 의 노란색에 의해 b값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2)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의 

생리활성효과

(1)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의 DPPH 
라디컬 소거능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의 DPPH 라디컬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의 DPPH 라디컬 

소거능은 울  농축액 무첨가구가 57.75%로 가

장 낮게 나타났으며 울  농축액의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어 울  농축

액 30%, 40% 첨가구가 각각 68.38%, 68.94%로 

나타났다(p<0.001). 이상의 결과로써, 울  농축

액이 66.91%로 측정된 것에 비해 울  농축액을 

첨가한 불고기 소스의 DPPH 라디컬 소거능이 더 

큰 것은 불고기 소스 제조에 사용된 부재료 향

인 것으로 사료되며 울  농축액을 첨가한 불고

기 소스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불고기 소스

보다 더 높은 항산화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

라 사료된다. 이와 련하여 숙지황 농축액 첨가 

갈비찜 소스는 일정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으

나, 숙지황 농축액을 첨가하 을 때가 DPPH 라
디컬 소거능이 더 큼이 보고되었고(Na YG 등 

2012), 오디 첨가 불고기 양념에 한 연구(Cho 
JL 등 2011)에서도 오디를 첨가함에 따라 DPPH 
라디컬 소거능이 더 커졌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소스에 

다양한 기능성 식품재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울  농축액을 첨가하여 제조한 불고기 소스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Table 6>에 나타낸 바

와 같다. 소스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0.480~0.493 mg/mL로 측정되었으며 울  농축액 

첨가비율의 증가에 따라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통계  유의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와 련하여 숙지황 농축액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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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Bulgogi sauce added with concentrated Curcuma longa L. 
(mg/mL)

Sample
Item

0% 10% 20% 30% 40% F-value

Total polyphenol 
contents

0.480±0.002 0.484±0.012 0.484±0.001 0.488±0.006 0.493±0.003 1.87

* Mean±SD(n=3).

<Table 7> Quantitative descriptive analysis scores of Bulgogi sauce added with concentrated Curcuma longa L.

Sample 
Item

0% 10% 20% 30% 40% F-value

Intensity of color 5.48±1.92a 5.60±1.50a 5.28±1.17a 5.04±0.89ab 4.36±1.32b 3.07*

Curcuma longa L. smell 4.12±1.54b 4.48±1.19b 4.88±1.76ab 5.76±.1.59a 5.52±1.36a 5.26**

Off-flavor 3.76±1.76 3.68±1.18 4.44±1.58 4.32±1.70 3.92±1.61 1.15
Salty taste 5.16±2.00 5.20±1.32 5.88±1.27 6.04±1.37 5.84±1.72 1.98
Bitter taste 3.64±1.52b 4.44±1.58ab 5.24±1.71a 5.20±1.66a 5.20±1.41a 4.93**

Savory taste 4.48±1.58 5.00±0.96 4.80±1.35 4.72±1.43 4.20±0.96 1.45
* The value is mean±S.D. (n=25).
* *p<0.05, **p<0.01. 
* a,b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lin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갈비찜 소스에 한 연구(Na YG 등 2012)와 오디 

첨가 불고기 양념에 한 연구(Cho JL 등 2011)에
서는 부재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이 증가하 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

과와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3.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  

쇠고기 구이의 능평가

1)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의 능특성

맛이나 향 등의 능특성은 소비자의 기호에 

의존도가 높은 만큼, 건강기능성이 뛰어나다 하

더라도 소비자의 능기호도를 충족시킬 수 없다

면 제품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Oh KH․Song HS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

능성과 능 기호도를 모두 충족시키는 불고기 

소스의 개발을 해 울  농축액 첨가비율에 따

른 불고기 소스의 능특성을 평가하 다. 울  

농축액을 첨가한 불고기 소스의 정량  묘사 측

정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낸 바와 같다.
색의 진한 정도 항목에서는 울  농축액 30%, 

40% 첨가구가 상 으로 연한 것으로 평가되어 

울  무첨가구보다 낮은 수를 나타내었다

(p<0.05).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 색도 측정결과에서 울  농축

액의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명도(L값)가 높게 

측정된 것과 동일한 경향을 나타낸 것이었다. 
한, 이러한 결과와 련하여 울 분말 첨가 식빵

(Jeon TG 등 2010), 울 분말 첨가 어묵(Choi SH 
2012)에 한 연구에서는 울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색이 진한 것으로 평가하여 본 연구

결과와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식빵과 

어묵의 색보다 울 분말의 색이 진하고 불고기 

소스의 색은 울  농축액의 색보다 진하기 때문

인 것으로 단된다. 
울  냄새 정도의 항목에서는 울  농축액의 

첨가비율을 높아질수록 유의 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되어 울  농축액 30%, 40% 첨가구가 높은 

수를 나타내었다(p<0.01). 
이취미의 항목에서는 울  농축액 첨가유무와 

울  농축액 첨가비율과는 계없이 평균 이하의 

수를 나타내어 울  농축액의 첨가가 불고기 

소스에 능 으로 부정 인 향을 미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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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ensory preference of Bulgogi sauce added with concentrated Curcuma longa L. 

Sample 
Item

0% 10% 20% 30% 40% F-value

Color 5.04±1.37 4.72±1.10 4.72±1.17 4.84±1.52 4.76±1.79 0.23
Odor 5.04±1.60 4.84±1.25 4.56±1.04 4.40±1.55 4.76±1.48 0.79
Taste 4.92±1.44ab 5.68±1.03a 5.28±1.14ab 5.12±1.37ab 4.60±1.29b 2.55*

Overall preference 4.84±1.07bc 5.36±0.86ab 5.60±1.38a 5.28±1.24ab 4.48±1.36c 3.49*

* The value is mean±S.D. (n=25).
* *p<0.05. 
* a~c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lin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것으로 사료된다. 한, 짠맛과 구수한 맛 정도의 

항목에서도 각 시료간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쓴맛의 정도 항목에서는 울  농축액 

20%, 30%, 40% 첨가구가 5.20~5.24의 범 로 울

 농축액 무첨가구와 울  농축액 10% 첨가구

보다 상 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되어 각 시료

간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이러한 

결과와 련하여 숙지황을 첨가한 갈비찜 소스에

서도 숙지황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쓴맛이 강하

게 평가되었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Na YG 등 2012). 

2)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의 능

기호도 

울  농축액을 첨가한 불고기 소스의 능 기

호도 평가에 한 결과는 <Table 8>에 나타낸 바

와 같다. 
색의 항목에서는 4.72~5.04, 냄새의 항목에서

는 4.40~5.04의 범 로 색과 냄새의 능 기호도 

측면에서는 울  농축액의 첨가유무  울  농

축액 첨가비율의 증가에 따른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울  농축

액의 첨가는 불고기 소스의 색과 냄새의 기호도

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반면, 맛의 선호도 항목에서는 10% 첨가구가 

가장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었고 울  농축액 무

첨가구, 울  농축액 20%, 30% 첨가구가 그 다음

이었으며 울  농축액 40% 첨가구가 상 으로 

가장 낮은 기호도를 나타내어 각 시료간 유의

인 기호도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이러한 결

과로 보아, 소량의 울  농축액은 불고기 소스의 

맛 기호도를 높이나, 일정비율 이상의 첨가는 오

히려 불고기 소스의 맛 기호도를 떨어뜨리는 것

으로 단된다. 
반 인 기호도의 항목에서는 울  농축액 

20% 첨가구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이 울  농축액 10% 첨가구와 30% 첨가

구 고 울  농축액 무첨가구와 울  농축액 40% 
첨가구가 상 으로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울  농축액의 첨

가유무와 울  농축액의 첨가비율 증가가 불고기 

소스의 색과 냄새의 기호도 변화에는 향을 미

치지 않았으나, 맛의 기호도 측면에서는 울  농

축액 10% 첨가구가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었고 

반 인 기호도 측면에서는 울  농축액 20% 
첨가구가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어 물의 양 비 

10%~20%의 울  농축액 첨가는 불고기 소스의 

기호도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에 인 쇠

고기구이의 능특성

울  농축액을 첨가한 불고기 소스에 인 쇠

고기 구이의 정량  묘사 측정 결과는 <Table 9>
에 나타낸 바와 같다. 

색의 진한 정도 항목에서는 울  농축액 첨가

구가 상 으로 진한 것으로 평가되어 울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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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Quantitative descriptive analysis scores of roasted beef with Bulgogi sauce added with concentrated
Curcuma longa L. 

Sample 
Item

0% 10% 20% 30% 40% F-value

Intensity of color 4.60±1.85b 4.88±0.83b 5.72±0.98a 6.40±0.91a 6.12±1.48a 9.37***

Glossy 4.08±1.12b 4.60±1.12ab 4.72±0.68ab 4.88±1.20a 5.16±1.28a 3.30*

Curcuma longa L. smell 3.44±1.39b 4.16±1.21ab 5.00±1.32a 4.88±1.17a 4.88±1.76a 5.77***

Salty taste 5.04±2.05 5.28±1.57 5.68±1.65 6.16±1.62 6.04±1.54 2.00
Bitter taste 3.56±1.33c 4.32±1.55bc 5.04±1.14ab 5.48±1.05a 5.52±1.83a 8.88***

Savory taste 4.64±1.70 4.48±1.29 4.40±1.22 4.28±1.49 4.36±1.50 0.22
Hardness 5.32±1.70 5.56±1.36 5.20±1.44 5.08±1.53 4.60±1.55 1.37

* The value is mean±S.D. (n=25).
* *p<0.05, ***p<0.001
* a~c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lin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10> Sensory preference of roasted beef with Bulgogi sauce added with concentrated Curcuma longa L. 

Sample 
Item

0% 10% 20% 30% 40% F-value

Color 4.68±1.60 4.88±1.27 4.64±1.04 4.28±1.14 4.12±1.56 1.35
Odor 5.00±1.53 4.92±0.91 4.96±0.89 4.88±1.27 4.80±1.73 0.09
Taste 5.08±1.68b 5.28±1.21b 6.40±1.08a 5.72±1.40ab 5.44±1.80b 3.08*

Texture 5.20±1.76 5.20±1.26 5.08±0.86 4.84±1.21 5.24±1.61 0.35
Overall preference 5.24±1.48b 5.96±1.02ab 6.28±1.10a 5.36±1.11b 5.52±1.50b 2.99*

* The value is mean±S.D. (n=25).
* *p<0.05
* a,b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lin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축액 20%, 30%, 40% 첨가구가 울  농축액 무첨

가구와 10% 첨가구보다 높은 수를 나타내었다

(p<0.001).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울  농축

액의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불고기 소스의 명도

가 낮아지고 능 으로도 색이 연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울  농축

액 첨가 불고기 소스에 여진 쇠고기를 가열하

면서 수분이 증발되면서 울  농축액과 쇠고기의 

육즙이 쇠고기의 표면에 붙어 쇠고기 구이의 색

을 진하게 한 것으로 단된다.
윤기의 정도 항목에서는 울  농축액의 첨가비

율이 증가할수록 강한 것으로 평가되어 각 시료

간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울  냄새 정도의 항목에서는 울  농축액 

20%, 30%, 40% 첨가구가 울  농축액 무첨가구

와 울  농축액 10% 첨가구에 비해 상 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p<0.001). 

쓴맛 정도의 항목에서는 울  농축액 30%, 
40% 첨가구가 유의 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되어 

각 시료간 매우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의 쓴맛 정도 

능평가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 결과 다

(p<0.001). 반면, 짠맛과 구수한 맛  경도의 정

도 항목에서는 울  농축액의 첨가유무  울  

농축액 첨가비율에 따른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4)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에 인 쇠

고기구이의 능 기호도

울  농축액을 첨가한 불고기 소스에 양념하여 

구운 쇠고기구이의 능 기호도 평가결과는 

<Table 10>에 나타낸 바와 같다.
색의 항목에서는 울  농축액 첨가여부와 계

없이 4.12~4.88의 범 를 나타내어 각 시료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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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냄새의 항목에

서도 4.80~5.00 범 의 수를 나타내어 울  농

축액 첨가여부  울  농축액 첨가비율에 따른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는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의 능평가 결

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울  농축액의 첨가가 불

고기 소스의 색과 냄새의 기호도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단되었다. 특히, 울  농축

액의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울  냄새가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음에도 기호도에는 큰 향을 미

치지 않았으므로 울 을 활용한 불고기 소스의 

제조측면에서의 정 인 기 를 할 수 있을 것

으로 단된다.
맛의 항목에서는 울  농축액 20% 첨가구가 

6.40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으며 울  

농축액 무첨가구, 울  농축액 10%, 40% 첨가구

가 상 으로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어 각 시료

간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이러한 

결과는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의 맛 능

평가 결과에서 울  농축액 10% 첨가구가 가장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로, 
불고기 소스가 육류 양념에 활용되는 특성에 비

추었을 때 맛의 기호도 측면에서는 울  농축액 

20% 첨가구가 가장 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감의 항목에서는 4.84~5.24의 범 를 나타

내어 색과 냄새의 항목에서와 마찬가지로 울  

농축액 첨가여부  첨가비율에 따른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반 인 선호도의 항

목에서는 울  농축액 20% 첨가구가 6.28로 맛의 

선호도항목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수를 

나타내었다(p<0.05).
이상의 능평가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울  농축액의 첨가는 불고기 소스  불고기 소

스에 인 쇠고기 구이의 색과 냄새의 기호도에

는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맛과 반 인 기호

도 측면에서는 울  농축액의 첨가가 불고기 소

스의 기호도를 상승시켜 가공제품화의 가능성은 

매우 밝은 것으로 여겨지며 그 에서도 울  농

축액을 첨가한 불고기 소스에 인 쇠고기구이는 

울  농축액 20% 첨가구가 가장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었으므로 울  농축액을 첨가하여 불고기 

소스를 제조할 때는 물 양 비 20%의 울  농축

액을 첨가하는 것이 능 기호도 측면에서 합

할 것으로 단된다.

Ⅳ. 요약  결론

울 의 가공식품 소재로서의 활용도  소비를 

증가시키기 한 방안의 하나로, 불고기 소스 제

조시에 울  농축액을 첨가하여 품질특성을 측정

하고 제품화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의 pH는 울  농

축액의 첨가비율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색도도 울  농축액의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울

 농축액의 pH  색도가 조구보다 높았기 때

문이다.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의 DPPH 라
디컬 효과는 울  농축액의 첨가비율의 증가에 따

라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총 폴리페놀함량

은 각 시료간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의 능특성은 

색의 진한 정도는 울  농축액 30%, 40% 첨가구

가 연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울  냄새의 정도는 

울  농축액의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강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이취미는 각 시료간 유의 인 차

이 없이 평균이하 으며 짠맛과 구수한 맛의 정

도 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쓴맛의 정도는 울  농축액 첨가구가 무첨가구에 

비해 상 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의 능 기호도는 색과 

냄새의 기호도는 울  농축액의 첨가유무  첨

가비율의 증가에 따른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맛의 기호도는 울  농축액 10% 첨가

구가, 반 인 기호도는 울  농축액 20% 첨가

구가 가장 높은 수를 나타내었다.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에 인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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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의 능특성은 색의 진한 정도, 윤기의 정도, 
울  냄새의 정도에서는 울  농축액 첨가구가 

상 으로 색이 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짠맛

의 정도, 구수한 맛의 정도, 경도의 정도는 울  

농축액의 첨가 유무  울  농축액의 첨가비율 

증가에 따른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능 기호도는 색과 냄새의 기호도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으나, 맛과 반 인 기호도에서는 울

 농축액 20% 첨가구가 가장 높은 기호도를 나

타내었다. 이로써, 울  농축액의 첨가는 불고기 

소스  불고기 소스에 인 쇠고기 구이의 색과 

냄새의 기호도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맛과 

반 인 기호도 측면에서는 울  농축액의 첨가

가 불고기 소스의 기호도를 상승시켜 가공제품화

의 가능성은 매우 밝은 것으로 여겨지며 그 에

서도 울  농축액을 첨가한 불고기 소스에 인 

쇠고기구이는 울  농축액 20% 첨가구가 가장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었으므로 울  농축액을 첨

가하여 불고기 소스를 제조할 때는 물 양 비 

20%의 울  농축액을 첨가하는 것이 능 기호

도 측면에서 합할 것으로 단된다. 한, 본 연

구의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스는 기존의 일

반 인 불고기 양념소스에 맛과 건강효과까지 보

완된 조리용 소스로서의 제품화 가능성이 밝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  록

본 연구는 울  농축액을 첨가한 불고기 소스

의 이화학  특성  능특성에 하여 연구하

다. 
불고기 소스의 울  농축액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pH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불고

기 소스의 울  농축액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색도(명도; L, 색도; a, 황색도; b)도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울  농축액 첨가 불고기 소

스의 DPPH 라디컬 소거능은 울  농축액의 첨가

비율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

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 시료간 유의 인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능평가에서는 울  농축

액 10% 첨가 소스가 맛 기호도 측면에서 가장 우

수했던 반면, 반 인 기호도 측면에서는 울  

농축액 20% 첨가 소스가 가장 우수하 다. 한, 
울  농축액 20% 첨가 쇠고기 구이가 능 기호

도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 다. 이상으로써, 불고

기 소스의 능  기호성을 해서는 울  농축

액 20%를 첨가하는 것이 가장 합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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