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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optimal amount of paprika juice added to cashew dressing. 

This study presents fundamental data on the quality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cashew dressings added 

with paprika juice (addition of 20%, 40% yellow, red and green paprika juice instead of water). The pH of 

cashew dressing added with paprika juice was 4.61∼4.80, whereas that of control was 4.35. The viscosity of 

cashew dressing added with paprika juice was 34,130.5∼36,515.3 cp while that of control was 26,558.8 cp. 

L value of control (73.83) was higher than those of other groups (65.45∼72.23), and a value of dressing 

added with red paprika juice (9.81∼10.42) was higher than those of other groups. Preference of cashew 

dressings added with paprika juice and foods was evaluated. The sweet, sour, and savory taste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ontrol and cashew dressings added with paprika juice. Preference of color of 

cashew dressing with green paprika juice was higher than those of other groups, and the preference of cash-

ew dressing added with yellow paprika juice 20% (Y20) was higher than those of other groups. The Y20 

sample received the highest score in sensory evaluation. In the sensory evaluation for food and dressing 

(Y20), chicken cutlets and fruit salad received higher scores than other foods. It is expected that cashew add-

ed with paprika juice will be utilized as a healthy dressing.

Key words : cashew dressing, paprika juice, sensory characteristics

서 론

최근 건강식, 채식요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샐러드가 주 요리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샐

러드의 맛을 더해 주기 위해 곁들이는 드레싱의 이

용률이 증가하고 있다(Kim 등 2003). 드레싱은 음식

의 맛을 증진시키고 색상을 부여하며, 부재료의 첨

가로 영양가를 높이고 소화작용을 도와주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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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어 서양음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Lee 2004).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풍부해진 식생

활로 인하여 생활습관병 발생이 만연하게 되어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

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Choi 2007). 이러한 경향에 

따라 샐러드드레싱의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면서 드레싱의 부재료로 첨가하는 식품도 다양화하

여 마늘(Jeong 등 2007d), 오미자(Kim 2006), 오디분

말(Lee 등 2010), 블루베리(Lee & Lee 2012), 복분자

분말(Sung & Chung 2012), 생마즙과 오디(Kim 등 

2012a), 청국장가루(Lim 등 2010) 첨가 드레싱에 관

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는 가지과(Solanaceae) 

고추속(Capsicum) 고추종(annuum)에 속하는 한해살

이 식물로 현재 유럽에서는 모든 고추를 통칭하고 

있다(Hwang & Jang 2001). 파프리카는 품종에 따라 

적색, 주황색, 녹색, 노랑색 등 다양한 색상을 가지

고 있으며 매운맛이 별로 없고 단맛이 나기 때문에 

샐러드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Kim 등 2011). 최

근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C, 비타민 E, 페놀화합물 

등과 같은 다양한 phytochemical의 좋은 급원으로 알

려져 그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열량이 낮아 다이

어트 식품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Park 2005). 파프

리카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로는 활성산소 소거능과 

지질과산화로 유도된 자유라디칼 생성 억제 및 조

직손상 보호 작용(Murakami 등 2000; Aizawa 등 2009), 

산화안정성(Park 2007), 항암효과(Campbell 등 2003) 

등이 수행된 바 있다. 또한 노랑파프리카의 항산화 

작용(Jeon 등 2011) 및 노인성 황반변증 예방 효과

(Dywer 등 2001) 등에 관한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기능성을 가진 파프리카를 식품에 이용

한 연구로는 증편(Jung 등 2004), 설기떡(Cho 등 

2008), 스폰지케이크(Jeong 등 2007a; Kim 2009), 소

스(Kim 등 2012b), 식빵(Choi 등 2012), 국수(Jeong 

등 2007b) 등이 있다. 

마요네즈의 주재료인 식용유 대체물로 식물성 식

품을 이용하여 제조한 드레싱은 마요네즈보다 건강

드레싱으로 더 선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맞

추어 견과류, 종실류 등을 이용한 드레싱이 시판되

고 있다. 캐슈는 아메리카 열대지방이 원산지이고, 

자바, 인도 등 열대지방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B

군도 풍부하다(Korea Dictionary Research Publish 

2001). 캐슈를 사용하여 캐슈버터와 캐슈잼(Yang & 

Lee 2000), 캐슈마요네즈(Song & Kim 2001)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캐슈드레싱은 예전부터 외국에서 

건강드레싱으로 제조되어 시판되고 있고 가정에서

도 즉석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견과류인 캐슈를 주재료로 하고 기능성을 

가진 파프리카즙을 첨가한 홈메이드용 캐슈드레싱

을 제조하여 품질 및 관능특성을 연구하고 웰빙드

레싱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한 재료로 캐슈(인도 2013년산)는 경

동시장에서 구입하였고, 샐러드유(제일제당, 한국), 

레몬즙(LASS, R.I. Co., Ltd., USA), 설탕(제일제당, 

한국), 소금(해표, 한국)은 시중에서 구입하였다. 파프

리카는 노원구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였으며, 

깨끗이 세척한 후 반으로 갈라 씨와 꼭지를 제거하

고 굵게 깍둑썰기하여 원액기(Hurom, HD-DBF09, DongA 

Co., Ltd., 한국)로 즙을 짜내어 사용하였다. 이 때 

파프리카즙 원액의 수율은 약 75∼80%이었다.

2. 드레싱의 제조

대조군인 캐슈드레싱은 캐슈마요네즈(Diana 1999)

를 기초로 하여 제조하였으며, 본 실험에서의 파프

리카즙 첨가 캐슈드레싱 재료배합 비율은 Table 1과 

같다. 캐슈, 샐러드유, 레몬즙, 설탕과 소금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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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Y201) Y402) R203) R404) G205) G406)

Cashew 35 35 35 35 35 35 35

Salad oil 15 15 15 15 15 15 15

Lemon juice 12 12 12 12 12 12 12

Sugar 1 1 1 1 1 1 1

Salt 1 1 1 1 1 1 1

Water 36 28.8 21.6 28.8 21.6 28.8 21.6

Paprika juice 0 7.2 14.4 7.2 14.4 7.2 14.4
1) Y20: Cashew dressing added with yellow paprika juice 20%
2) Y40: Cashew dressing added with yellow paprika juice 40%
3) R20: Cashew dressing added with red paprika juice 20%
4) R40: Cashew dressing added with red paprika juice 40%
5) G20: Cashew dressing added with green paprika juice 20%
6) G40: Cashew dressing added with green paprika juice 40%

Table 1. Mixture condition of cashew dressing added with paprika juice.        (%)

비율로 하였고, 색깔별로 노랑색, 빨강색, 녹색 파프

리카즙을 각각 물의 20%, 40%로 대체 첨가하여 

Y20, Y40, R20, R40, G20 및 G40을 제조하였다. 믹

서에 캐슈와 물, 파프리카즙, 나머지 재료를 함께 

넣고 저속에서 1분, 고속에서 2분 작동하여 제조하

였으며 살균된 저장병에 넣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의 드레싱은 건강드레싱의 특성상 한 

끼 분량으로 만들어 섭취하는 드레싱으로 저장성은 

조사하지 않았으며, 제조 당일 드레싱의 품질특성을 

평가하였다.

3. pH와 점도

pH는 드레싱에 9배의 증류수를 넣고 homogenizer

로 2분간 균질화한 후 그 혼탁액을 pH meter(Cyber 

scan pH 6500, U-technology Supply Co., Ltd., USA)로 

측정하였으며 각 시료를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

을 구하였다. 점도는 드레싱의 온도를 21oC로 일정

하게 한 후 점도계(Brookfield digital viscometer, 

LVDV-II＋pro, Brookfield engineering laboratories Inc., 

USA)로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드레싱을 200 mL 

비이커에 200 g을 계량하여 담고 spindle No.63으로 

100 ppm에서 5회 측정한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4. 색도

색도는 드레싱을 직경 25 mm 셀에 일정량 담아서 

Hunter L, a, b color system을 가지고 있는 색차계

(CM-3500, Minolta Inc., Japan)를 사용하여 명도(L, 

lightness)는 0(검은색)에서 100(흰색), 적색도(a, red-

ness)는 −80(녹색)에서 100(적색), 황색도(b, yellow-

ness)는 −70(청색)에서 70(황색)까지 측정하였다. 사

용한 표준백판의 L, a, b값은 각각 93.35, 0.25, 1.30

이었으며, 각 시료 당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5. 관능평가

드레싱의 관능적 특성을 검사하기 위해 식품영양

학과 30명으로 구성된 패널을 대상으로 검사방법과 

평가특성을 설명하였으며, 제조 당일의 드레싱을 각

각 30 mL 씩 용기에 담아 한 개의 시료를 평가한 

후 증류수로 입안을 헹구고, 다음 시료를 평가하도

록 하였다. 파프리카즙을 첨가한 캐슈드레싱의 관능

평가 항목은 단맛, 신맛, 고소한 맛, 색, 향미, 기호

도로 하였으며, 9점 평점법(1점: 매우 싫다, 9점: 매

우 좋다)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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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pH  Viscosity (cp)

Control 4.35±0.041)a 26,558.8± 415.9a

Y20 4.80±0.10b 34,285.8±1,129.0b

Y40 4.73±0.13ab 36,515.3± 890.3c

R20 4.62±0.11ab 34,130.5± 961.0b

R40 4.69±0.07ab 35,978.0±1,099.4c

G20 4.61±0.11ab 34,382.3±1,151.2b

G40 4.62±0.07ab 35,577.8±1,541.4c

1) Mean±SD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Y20, Y40, R20, R40, G20, G40: Refer to Table 1

Table 2. Viscosity and pH of cashew dressing added with 
paprika juice.

6. 파프리카즙 첨가 캐슈드레싱과 음식과의 관능평가

음식의 종류는 파프리카즙 첨가 캐슈드레싱을 사

용할 수 있는 음식을 채소, 서류, 과일, 어조육류로 

분류하여 조사한 설문결과를 통해 감자샐러드, 양배

추샐러드, 과일샐러드 및 치킨커틀릿을 선정하였다. 

관능검사 요원을 통한 2차례의 예비실험으로 선정

된 음식과 드레싱 가장 적합한 제공량은 음식 50 g

과 드레싱 15 g의 양으로 정하였다. 관능평가는 당

일 제조한 드레싱을 이들 음식에 혼합하여 섭취하

였을 때 맛, 색, 향미, 기호도를 조사하였다. 드레싱

을 혼합하기 전 각 음식의 조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감자샐러드는 감자와 당근의 껍질을 벗긴 후 깨끗

이 씻어 1.5 cm 크기로 깍둑썰기하여 소금 넣은 끓

는 물에 넣어 익혀낸 후 물기를 제거하였고, 달걀은 

완숙하여 1.5 cm 크기로 썰고 캔옥수수는 물에 헹구

어 물기를 제거한 후 이들을 고루 혼합하였다. 양배

추샐러드는 깨끗이 씻은 양배추, 당근, 양파를 곱게 

채 썰어 찬물에 담갔다가 체에 밭쳐 물기를 제거하

였고, 과일샐러드는 사과, 배, 키위, 귤의 껍질을 벗

긴 후 사과, 배, 키위는 2.0 cm 크기로 깍둑썰기하고 

귤은 하나씩 떼어내어 깨끗이 손질한 후 고루 혼합

하였다. 치킨커틀릿은 닭가슴살을 1.5 cm 두께로 저

며 썬 후 밑간하고 밀가루, 달걀, 빵가루를 입힌 후 

180oC의 식용유에 노릇노릇하게 2번 튀겨내어 기름

을 제거하였다. 이들 음식을 개인접시에 50 g씩 나

누어 담아 15 g의 드레싱을 얹어 순차적으로 제공

하였으며 검사 중 한 시료를 평가한 후 물로 입안

을 헹군 후 다음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파프리

카즙을 첨가한 캐슈드레싱을 혼합한 음식의 관능평

가는 9점 평점법(1점: 매우 싫다, 9점: 매우 좋다)으

로 기호도를 평가하였다 

7. 통계처리

실험 결과의 통계분석은 SPSS 17.0 program을 사

용하여 각 시료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시료간의 유의성은 ANOVA test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차(P＜0.05)를 검정하였다.

결 과

1. pH와 점도

드레싱의 pH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파

프리카즙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이 pH 4.35로 가장 

낮았고, 노랑색 파프리카즙 20% 첨가군이 4.80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시료의 pH는 4.61∼4.73의 범위

에 있었다(P＜0.05). 점도를 측정한 결과(Table 2) 대

조군은 26,558.8 cp로 가장 낮았고, 파프리카즙 첨가

군은 34,130.5∼36,515.3 cp의 범위를 보여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5), 첨가군에서는 

40%군이 20%군보다 점도가 더 높았다(P＜0.05). 

2. 외관

파프리카즙을 20%씩 첨가한 각 드레싱의 외관은 

Fig. 1과 같다. 파프리카즙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

은 캐슈 고유의 색깔인 미색을 띠었으며, 파프리카 

즙을 내어 첨가한 드레싱은 각각 옅은 빨강색, 녹색, 

노랑색을 띠었다. 사진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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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ensory evaluation1)

Sweety Sour Savory Color Flavor Preference

Control 6.74±0.662)a 6.94±0.86a 7.10±0.93a 7.17±0.83b 7.25±0.72b 6.80±0.32a

Y20 6.85±0.63a 6.72±0.52a 7.39±0.69a 6.96±0.71b 6.90±1.01b 7.32±0.93b

Y40 6.83±0.85a 6.94±0.72a 7.36±0.41a 6.84±0.85b 6.96±0.81b 7.12±0.85a

R20 6.80±0.59a 6.83±1.07a 7.08±0.80a 5.95±0.50a 6.50±0.40a 6.92±0.59a

R40 6.76±0.87a 6.96±0.66a 6.98±0.65a 5.83±0.66a 6.59±0.62a 6.90±1.00a

G20 6.77±1.07a 6.84±1.11a 7.15±0.73a 7.13±1.00b 6.68±0.56a 6.88±0.63a

G40 6.88±0.74a 6.95±0.77a 6.91±0.66a 7.32±0.90b 6.70±1.02a 6.95±0.73a

1) Sensory evaluation was examinated by 9 scoring method: 1=very bad, 9=very good
2) Mean±SD
a,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Y20, Y40, R20, R40, G20, G40: Refer to Table 1

Table 4. Sensory characteristics of cashew dressing added with paprika juice.

Figure 1. Appearances of cashew dressings added with pap-
rika juice. R20, G20, Y20: Refer to Table 1 (R40, 
G40, Y40 did not present in this figure).

Sample L1) a2) b3)

Control 73.83±0.234)e −1.73±0.03e 13.64±0.82a

Y20 72.11±0.10d −3.20±0.10d 24.24±0.77e

Y40 72.23±0.08d −4.41±0.09c 25.80±0.85f

R20 65.45±0.04a 9.81±0.16f 19.70±1.19d

R40 65.48±0.02a 10.42±0.63g 24.80±0.25e

G20 71.07±0.04c −6.16±0.06b 16.16±0.55b

G40 70.20±0.29b −7.70±0.08a 17.99±0.71c

1) L: Lightness (light: ＋100∼dark: 0)
2) a: Redness (red: ＋100∼green: −80)
3) b: Yellowness (yellow: ＋70∼blue: −70)
4) Mean±SD
a-g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Y20, Y40, R20, R40, G20, G40: Refer to Table 1

Table 3. Color L, a, b values of cashew dressing added with 
paprika juice.

리카즙을 40% 첨가한 드레싱의 색은 20% 첨가한 

군보다 더 짙은 색을 보였다.

3. 색도

색도 L, a, b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색

의 밝기를 나타내는 L값은 대조군이 73.8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노랑색 파프리카즙 첨가군은 각각 

72.11, 72.23, 녹색 파프리카즙 첨가군은 71.07, 70.20, 

빨강색 파프리카즙 첨가군은 65.45, 65.48로, 대조군

에 비하여 파프리카즙 첨가군의 명도가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적색을 나타내는 a값은 R20과 R40

군이 각각 9.81과 10.42의 높은 값을 보였고, 녹색 

파프리카즙을 첨가한 G20과 G40이 각각 −6.16과 

−7.70으로 가장 낮았다(P＜0.05). 황색을 나타내는 b

값은 Y20, Y40군이 24.24와 25.80으로 높았고 다음

은 빨강색, 녹색 파프리카즙 첨가군 순이었으며 대

조군이 13.64로 낮았다(P＜0.05).

4. 드레싱의 관능평가

드레싱을 관능평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단

맛은 대조군이 6.74, 파프리카즙 첨가군은 6.7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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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Sensory evaluation1)

Taste Color Flavor Preference

Potato salad 6.61±1.122)a 6.90±0.57a 7.05±1.03a 7.16±0.48a

Cabbage salad 6.75±0.74a 6.84±0.67a 7.22±0.52a 7.22±0.33a

Fruit salad 7.04±0.69a 8.11±0.88b 7.34±1.02a 7.90±0.82b

Chicken cutlet 7.59±0.61b 8.12±0.54b 7.45±0.70a 8.01±0.74b

1) Sensory evaluation was examinated by 9 scoring method: 1=very bad, 9=very good
2) Mean±SD
a,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Preference of cashew dressing added with 20% yellow paprika juice (Y20).

의 범위를 보였고, 신맛은 대조군 6.94, 파프리카즙 

첨가군은 6.72∼6.96, 고소한 맛은 대조군 7.10, 파프

리카즙 첨가군은 6.91∼7.39로 대조군과 파프리카즙 

첨가군 간에 맛의 기호도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아 파프리카즙 첨가로 인해 단맛, 신맛, 고

소한 맛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색에서는 

대조군이 7.17, 첨가군에서는 G20과 G40이 각각 

7.13과 7.32이었으며(P＜0.05), 향미에서는 대조군 

7.25, 파프리카즙 첨가군 6.50∼6.96이었다(P＜0.05). 

기호도에서는 대조군 6.80, 파프리카즙 첨가군의 경

우 6.88∼7.32의 값을 보여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으

며, Y20의 경우 7.32로 다른 첨가군에 비하여 유의

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P＜0.05).

5. 드레싱을 첨가한 음식의 기호도 조사 

위의 파프리카즙을 첨가한 캐슈드레싱의 관능검

사 결과 다른 군에 비하여 기호도가 비교적 높은 

Y20군을 선택하였고 감자샐러드, 양배추샐러드, 과

일샐러드, 치킨커틀릿 각각 50 g과 15 g의 드레싱을 

함께 제공하여 맛, 색, 향미 및 기호도를 조사하였

다(Table 5). 전반적으로 맛에서는 6.61∼7.59로 ‘좋

음’의 점수를 보였으며 그 중 치킨커틀릿이 7.59로 

가장 높았다(P＜0.05). 색은 과일샐러드가 8.11, 치킨

커틀릿 8.12, 감자샐러드 6.90 순이었다. 향미에서는 

제공된 음식 모두 7.05∼7.45로 좋은 평가를 보였으

며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기호도에서는 치

킨커틀릿 8.01, 과일샐러드 7.90으로 다른 음식에 비

하여 기호도가 높았다(P＜0.05).

고 찰

웰빙드레싱 개발을 위해 캐슈드레싱에 파프리카

즙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드레싱을 제조하였으며, 각 

드레싱의 품질 및 관능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드레

싱의 pH를 측정한 결과 파프리카즙을 첨가하지 않

은 대조군이 pH가 가장 낮았고, 파프리카즙 첨가군

의 pH는 대조군에 비해 파프리카즙 첨가군의 경우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파프리카 가루 첨가 소스

(Kim 등 2012b) 논문에서 파프리카 가루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pH 값이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하

였고, 파프리카 설기떡(Cho 등 2008)의 연구에서도 

파프리카를 첨가한 시료의 pH가 대조군보다 더 증

가한다고 하여 같은 결과를 보였다. Cho 등(2008)은 

일반적 파프리카 pH가 6.33 정도라고 하여 파프리카

즙 첨가가 첨가군의 pH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파프리카 주스와 젤리(Jeong 등 2007c) 연구

에서는 파프리카 착즙액과 퓌레가 혼합된 주스의 

pH가 퓌레 첨가량이 많을수록 pH가 감소하였고, 또

한 노랑색 파프리카즙을 첨가한 두부의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Park & Jeon 2008)에서 파프리카즙을 첨

가한 군의 pH가 감소한다고 하여 다른 결과를 보였

다. 그러나 대조군과 첨가군 드레싱 모두 pH가 5.0 

이하로 나타났고, pH가 낮은 식품이 높은 식품에 비

하여 방부효과가 높기 때문에(Choi & Choi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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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 & Kim 2006; Park & Jeon 2008) 드레싱의 저장

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는 즉석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드레싱으

로 저장성을 조사하지 않았으나 pH 범위로 볼 때 

품질유지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점도 측정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첨가군이 유의

적으로 높은 점도를 보였는데, 이는 드레싱에 첨가

된 파프리카즙에 함유된 식이섬유의 영향으로 더 

농후한 상태로 되면서 점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블루베리즙을 첨가한 요구르

트 드레싱 연구(Lee & Lee 2012)에서 블루베리즙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점도가 증가하였다는 결과 및 

Lee(2012)의 오디즙 첨가 샐러드드레싱 연구에서 오

디즙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드레싱 점도가 높아졌다

고 하여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Kim(2010)의 오디즙 

첨가 샐러드드레싱 연구에서는 오디즙 첨가가 증가

함에 따라 점도가 감소하였다고 하여 다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파프리카즙을 첨가한 캐슈드레싱의 

일정한 품질 유지를 위해서 드레싱의 점도를 일정하

게 유지하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색의 밝기를 나타내는 L값은 대조군이 가장 높았

고, 첨가군의 명도는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적색을 나타내는 a값은 빨강색 파

프리카즙을 첨가한 R20과 R40군이 유의적으로 높았

고, 황색을 나타내는 b값은 노랑색 파프리카즙을 첨

가한 Y20, Y40군이 높았다. 3색 파프리카를 이용한 

스폰지케이크 논문(Kim 2009)에서도 녹색, 주황색, 

적색 파프리카즙을 첨가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하여 

첨가군의 명도가 모두 낮아졌다고 하였고, a값은 적

색 파프리카즙 첨가군이 높은 값을 보였다고 하였

다. 파프리카 첨가 설기떡(Cho 등 2008) 연구에서도 

파프리카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가 낮아지는 경

향과 동일하였다. 파프리카즙(주황색)을 첨가한 증편

(Jung 등 2004) 연구에서 명도 L값이 파프리카즙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a값은 유의적으로 증

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험 결과 파프리카즙 고유

의 색이 드레싱의 색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능검사 결과 단맛, 신맛, 고소한 맛에서 대조군

과 파프리카즙 첨가군 간에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아 파프리카즙 첨가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모

두 ‘보통’ 이상의 좋은 평가를 보였다. 색에서는 대

조군과 녹색 파프리카즙을 첨가한 G20과 G40이 높

은 값을 보였다. 색에서 G20과 G40이 다른 군에 비

해 기호도가 비교적 높았던 이유는 건강한 먹거리

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의 기능성 식품에 대한 추

구 속에 녹차, 클로렐라, 매생이 등의 재료가 식품

에 첨가되면서 그린 컬러에 대한 호감을 나타낸 것

과(Hong 2009) 같은 경향이고, 건강식품과 관련된 

녹색 이미지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키위를 이용한 키위드레싱 등이 시판

되고 있다. 기호도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파프리카

즙 첨가군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보였으며, Y20의 

경우 다른 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

았다(P＜0.05). 이러한 결과는 Jeong 등(2007c)의 파

프리카 주스와 젤리에 관한 연구의 관능검사에서 

노랑색 파프리카로 제조하였을 때 가장 좋은 기호

도를 보인 것과 동일하였다. 대조군에 비해 파프리

카즙 첨가로 인해 자연스럽게 표현된 드레싱 색상

의 기호도가 전반적으로 높았고, 건강식품으로 인식

되고 있는 파프리카 특유의 향과 맛이 관능검사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파프리카즙 첨가 드레싱

에 대한 순응도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파프리카즙 첨가 캐슈드레싱과 음식과의 관능평

가를 위해 파프리카즙을 첨가한 캐슈드레싱의 관능

검사 결과 다른 군에 비하여 기호도가 높았던 Y20

군을 선택하였으며 감자샐러드, 양배추샐러드, 과일

샐러드, 치킨커틀릿과 함께 제공하여 맛, 색, 향미 

및 기호도를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맛에서는 ‘보

통∼좋음’ 이상의 기호도를 보였으며 그 중 치킨커

틀릿의 평가가 비교적 높았다. 색은 과일샐러드와 

치킨샐러드에서 각각 8.11, 8.12로 다른 음식에 비해 

좋은 평가를 보였다. 향미에서도 모든 음식에서 평

가 점수가 7.05∼7.45으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아 

드레싱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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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커틀릿과 과일샐러드가 다른 음식에 비하여 기

호도가 높아 파프리카즙 첨가 캐슈드레싱이 이들 

음식과 잘 어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소

스의 부드러운 색과 맛으로 인해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캐슈드레싱(Choi 

& Chung 2009) 연구에서 음식과의 조화에서 캐슈드

레싱이 치킨커틀릿과 생선커틀릿이 잘 어울렸고 기

호도가 높았던 결과와 동일하였다. 음식과의 관능검

사 결과, 시료 모두 ‘보통∼좋음’ 이상의 점수를 받

아 파프리카 특유의 향미에 의한 영향이 적었으며, 

또한 캐슈의 고소한 향과 부드러운 맛이 드레싱의 

기호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진 캐슈드

레싱에 파프리카의 맛, 향 그리고 색을 첨가한 드레

싱 제품의 개발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제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에도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캐슈드레싱 제조 시 기능성

을 가진 파프리카를 첨가한다면 건강에 유익할 것

으로 생각되며, 식품업계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그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 및 결론

파프리카즙을 첨가한 캐슈드레싱을 제조한 후 품

질 및 관능특성을 조사하고 웰빙드레싱의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드레싱의 pH를 측정한 결과 파프리카즙을 첨가

하지 않은 대조군이 pH 4.35로 가장 낮았고, 노

랑색 파프리카즙 20% 첨가군이 4.80으로 가장 높

았으며 다른 시료의 pH는 4.61∼4.73의 범위에 

있었다(P＜0.05). 점도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은 

26,558.8 cp로 가장 낮았고, 파프리카즙 첨가군은 

34,130.5∼36,515.3 cp의 범위를 보였다. 각 드레싱

의 외관은 파프리카즙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은 

미색을 띠었으며, 파프리카즙을 첨가한 드레싱은 

각각 고유의 색을 나타내어 빨강색, 녹색, 노랑색

을 띠었다. 

2. 색도 측정 결과 L값은 대조군이 73.83으로 가장 

높았고, 노랑색 파프리카즙 첨가군은 각각 72.11, 

72.23, 녹색 파프리카즙 첨가군은 71.07, 70.20, 빨

강색 파프리카즙 첨가군 65.45, 65.48로 대조군에 

비하여 첨가군의 명도가 낮았다(P＜0.05). a값은 

R20과 R40군이 각각 9.81과 10.42의 높은 값을 

보였고(P＜0.05), 녹색 파프리카즙을 첨가한 G20

과 G40이 각각 −6.16과 −7.70으로 가장 낮았다

(P＜0.05). 황색을 나타내는 b값은 Y20, Y40군이 

24.24와 25.80으로 높았고 대조군이 13.64로 낮았

다(P＜0.05).

3. 관능검사 결과 단맛은 대조군이 6.74, 파프리카즙 

첨가군은 6.76∼6.88이었고, 신맛은 대조군 6.94, 

파프리카즙 첨가군은 6.72∼6.96, 고소한 맛은 대

조군 7.10, 파프리카즙 첨가군은 6.91∼7.39로 대

조군과 파프리카즙 첨가군 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색은 대조군이 7.17, 첨가군에서는 G20과 

G40이 각각 7.13과 7.32이었으며(P＜0.05), 향미에

서는 대조군 7.25, 파프리카즙 첨가군 6.50∼6.96

이었다(P＜0.05). 기호도에서는 대조군 6.80, 파프

리카즙 첨가군의 경우 6.88∼7.32이었으며, Y20의 

경우 7.32로 다른 첨가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P＜0.05).

4. Y20군과 감자샐러드, 양배추샐러드, 과일샐러드, 

치킨커틀릿을 함께 제공하여 맛, 색, 향미 및 기

호도를 조사한 결과 맛에서는 6.61∼7.59로 ‘좋음’

의 점수를 보였으며 그 중 치킨커틀릿이 7.59로 

가장 높았다(P＜0.05). 색은 과일샐러드가 8.11, 치

킨커틀릿 8.12, 감자샐러드 6.90, 양배추샐러드 

6.84 순이었다. 향미는 제공된 음식 모두 7.05∼

7.45로 좋은 평가를 보였다. 기호도는 치킨커틀릿 

8.01, 과일샐러드 7.90으로 다른 음식에 비하여 높

게 평가되었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견과류인 캐슈를 

주재료로 하여 파프리카즙을 첨가하였을 때 드레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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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품질 및 관능특성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파프리카의 맛, 향 및 색을 가진 드레싱으로 

식생활에 이용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며 웰빙 식

생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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