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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prepare sea tangle vinegar and test its applicability as a vinegar-based functional salad dressing in terms of 

physicochemical properties. Methods: Sea tangle vinegar was prepared by mixing sea tangle with sugar and vinegar and fermenting the 

mixture at room temperature for 3 months. The resulting sea tangle vinegar was examined for its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antioxidant activity with brewed vinegar and persimmon vinegar as controls. Results: The sea tangle vinegar showed significantly 

higher viscosity than control vinegars, and shear thinning behavior that is typical for salad dressing containing polymers. In addition, 

storage modulus (G′) of sea tangle vinegar was relatively high in dynamic viscosity measurement while that of control vinegars 

remained negligible. Together with the high soluble solids content of sea tangle vinegar, rheological behavior indicates that sea tangle 

vinegar had soluble polysaccharides extracted from sea tangle, consequently leading to an increase in viscosity. Titratable acidity (TA) 

and pH were 2.52% and 3.58, respectively, which satisfies the TA and pH requirements for microbiological safety of a salad dressing. 

Absorbance at 285 nm and Folin Ciocalteu’s reagent method revealed that sea tangle vinegar contained antioxidative phenolic 

compounds.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sea tangle vinegar could be potentially developed as a vinegar-based functional 

salad dressing when combined with sensory evalu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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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의 26.5%를 

차지하게 되면서(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7) 식품 업계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용량·소포장 제

품 및 간편 조리식품과 편의식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원은 2인 이상의 가구원들보다 결식 및 불

규칙한 식사로 인한 영양 불균형으로 암, 심장질환 등 생

활습관병(lifestyle diseases)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Kim YJ 2009).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

응 방안의 하나로 과일, 채소, 견과류 등으로 구성된 웰

빙 식생활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들 식품군에서 확인된 

항산화, 항암, 항염증 등의 생리활성과 기능성분들은 과

일, 채소, 견과류를 주원료로 하는 즉석신선식품 개발의 

제품 키워드가 되고 있다(Kwock CK & Jang JK 2008). 

아울러 식품 구매 결정의 중요 영향 인자인 ‘소비자 기호

도’를 고려하여, 즉석신선식품에 관능적 풍미를 부가할 

샐러드 드레싱 개발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Kim 

DH 1999, Cho H 등 2005).

‘샐러드 드레싱’ 혹은 ‘소스’는 식물성 원료에 당류, 식

염, 식초 등을 가하여 혼합 또는 발효·숙성시킨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식품에 풍미를 더하고 음식의 관능적 

특성을 살려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1). 최근, 웰빙 식생활의 영향으로 드

레싱에 ‘관능성’ 이외에 ‘기능성’을 부가하고자 하는 연구

들이 시도되고 있다. 샐러드 드레싱 개발 소재로 오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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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pearance of sea tangle vinegar, persimmon vinegar, and brewed vinegar.

복분자를 사용하여 안토시아닌의 관능성과 기능성을 부

가한 연구(Jung SJ 등 2008, Lee YJ 등 2010), 표고버섯을 

사용하여 감칠맛과 함께 비타민 D의 영양성과 폴리페놀

의 기능성을 샐러드 드레싱에 부가한 연구(Jung HA & 

Kim AN 2011) 등이 대표적 시도이다. 이 샐러드 드레싱

들은 공통적으로 식초기반 소스의 형태로 제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식초의 주요 성분인 초산과, 발효 숙성 과정 

중 생성되는 단쇄지방산(short chain fatty acid)의 기능성

도 부가할 수 있었다. 당류나 전분질을 원료로 하여 알코

올 발효와 초산 발효로 제조되는 식초(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1)는 주성분인 초산이 젖산 분해를 

가속화하여 운동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Yeo HY 등 

2014)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을 증진시키며(Lee 

DS 등 1999), 단쇄지방산은 인체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

는(Vinolo MAR 등 2011) 등 다양한 기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마(Laminaria japonica)는 다시마과에 속하는 갈조

류로 알긴산(alginic acid)과 푸코이단(fucoidan) 등 음전하

를 보유한 식이섬유를 상당량 함유하고 있다. 이들 식이

섬유는 (i)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고 유산균을 증식시켜 

정장작용하는 식이섬유의 일반적 기능성 뿐 아니라, 전하

를 띄는 독특한 구조적 특성으로 (ii)양이온 중금속과 강

하게 이온결합하여 체내 중금속을 배출시킬 수 있으며

(Hidaka H 등 1986, Yoon S 등 2014) (iii)종양세포 표면

을 음전하로 하전시켜 항암작용을 유도하는 것(Yamamoto 

I 등 1981)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황을 함유한 푸코이단

은 헤파린(heparin)과의 구조적 유사성으로 항혈액응고 작

용이 보고되기도 하였다(Koo JG 등 2001). 이에 따라 다

시마의 생리활성기능을 가공식품에 부가하기 위해, 국내

에서는 제과·제빵 영역에서부터(Han KH 등 2002, Cho 

HS 등 2006) 김치, 된장 등 발효식품의 영역까지(Ku HS 

등 2007, Oh SI 등 2014) 다양한 식품에 다시마 첨가를 

시도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다시마 열수 착즙액에 설탕과 

식초를 조미한 샐러드 드레싱 개발도 있었다(Jung HA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식초기반 기능성 샐러드 드레싱’ 개발

의 일환으로 다시마를 기능성 식품소재로 선정하였다. 다

시마를 착즙한 후 조미했던 기존의 공정과 달리, 삼투작

용에 기반을 둔 과일청 제조 공정을 초산 발효·숙성 과정

에 접목하여 샐러드 드레싱용 기능성 식초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시마에 설탕과 식초를 가하고 3개월

간 발효 숙성시켜 다시마 식초를 제조한 후 이화학적 특

성 및 항산화 활성을 평가함으로써, ‘다시마 식초’가 기

능성이 부가된 ‘식초기반 샐러드 드레싱’으로 개발될 수 

있을지를 탐색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서 사용된 다시마 식초는 다음의 방법으로 

제조되었다. 면 수건으로 표면을 깨끗이 닦은 건다시마

(Busan, Korea) 10 kg을 20×20 cm 크기로 잘랐다. 뜨거운 

물로 내·외부를 세척 소독한 항아리에 양조식초 8 kg과 

백설탕 15 kg을 넣고 교반한 후 잘라둔 다시마를 넣었다. 

식초, 설탕, 다시마가 잘 섞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천천

히 저어주었다. 한지로 항아리 입구를 덮고 입구 주위를 

묶어준 후 습하지 않은 그늘진 곳에 보관하였다. 일주일 

후 가라앉은 설탕을 분산시키기 위해 한 차례 더 교반해

주었다. 이후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다시마를 건져내고 

얻어진 액체를 다시마 식초로 사용하였다(Fig. 1). 비교 

목적의 대조군으로는, (i)다시마 식초 제조에 사용된 동일

한 시판 주정발효식초(양조식초, Ottogi, Anyang, Korea) 

1종과 (ii)조미용으로 사용되는 고산도 식초와 달리 건강

식품으로 선호되는 상대적으로 낮은 산도의 자연발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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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감식초, 상주양잠영농조합, Sangju, Korea) 1종을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Fig. 1). 제조사에 따르면, 양조식초는 

맥아 농축액(0.2%), 주정, 발효영양원을 주원료로 하였으

며, 감식초는 상주 감(100%)을 2년간 전통발효법으로 숙

성하여 제조되었다. 모든 시료는 4°C 냉장고에 보관하며 

분석에 사용하였다.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퀘세

틴(quercetin)은 Sigma-Aldrich(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고, sodium hydroxide(NaOH), sodium carbonate  

(Na2CO3)는 Showa Chemical Industry Co.(Tokyo, Japan)의 

특급시약을 사용하였다. 시약 조제에는 탈염·탈이온수가 

사용되었다.

2. 일반성분, pH, 수용성 고형분, 총 산도

수분은 시료 0.5 g을 적외선 수분측정기(MB45 Moisture 

analyzer, Ohaus, Nänikon, Switzerland)로, 회분은 시료 4 

g을 600°C 회화로(MF31G, Jeio Tech, Kimpo, Korea)에

서 직접회화법으로 분석하였다. 수분의 경우, 다시마 식

초의 높은 당 함량을 고려하여 시료(3 g)를 105°C 건조

기(OF-12, Jeio Tech, Gimpo, Korea)에서 상압가열건조법

으로 추가 분석하였다(AOAC 1990). 조단백질은 킬달분

해장치(Digestion unit K-424, Buchi, Flawil, Switzerland), 

증류장치(Kjeflex K-360, Buchi), 적정장치(702 SMTitrino 

Metrohm, Buchi)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micro-Kjeldahl

법으로 분석하였다. pH는 시료의 희석 없이 pH meter 

(725P, Istek, Seoul, Korea)로 바로 측정하였다. 수용성 고

형분은 굴절계의 측정한계를 고려하여 시료를 증류수로 

3배 희석한 후 굴절계(refractometer, N-1α, Atago, Tokyo, 

Japan)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굴절률은 당의 함량(Brix)으

로 환산되었으며 결과에는 희석배수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다. 총 산도(titratable acidity, TA)는 중화적정으로 

결정하였으며 식초의 주요 유기산인 초산(acetic acid, 

60.05 g/molar equivalents) 함량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Skoog DA 등 2000).

3. 색도

3종 식초 간 색 특성의 유의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동일하게 증류수로 3배 희석한 후 420 nm(A420)와 

520 nm(A520)에서 흡광도(UV-1650, Shimadzu, Kyoto, Japan)

를 측정하였다. 이 값들로부터 갈색도(browning index, A420)

와 색도(color intensity, A420+A520)를 산출하였다(Burdurlu 

HS & Karadeniz F 2003).

4. 점도

3종 식초의 상대적 점도 비교를 위해 진동형 점도계

(SV-10, A&D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30 

Hz의 고유진동수로 점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3종 식초의 

전단에 따른 점도 거동은 온도조절이 가능한 cup/bob 구

조의 회전형 점도계(MCR 102, Anton Paar GmbH, Graz, 

Austria)를 이용하여 25°C에서 측정하였다(Shafiei-Sabet 

등 2012). 정상상태 전단점도(steady-state shear viscosity)

는 0.01-300 1/s의 전단속도 범위에서 측정하였고, 등온 

동적점도(isothermal dynamic viscosity)는 10% 변형진폭

에서 0.1-100 rad/s의 진동범위에서 측정하였다.

5. 페놀성 물질 비교와 총 환원력(total reducing 

capacity)

유리 또는 배당체 형태의 페놀성 물질들이 280 nm 근

방의 자외선을 강하게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시료 간 

페놀성 물질의 함량을 비교하였다(Lee YC 등 1994). 즉 

시료를 증류수로 10배 희석한 후 285 nm(A285)에서 흡광

도(Shimadzu)를 측정하였다. 총 환원력은 알칼리 조건에

서 페놀성 및 비페놀성 물질이 Folin-Ciocalteu's reagent와 

반응하여 청색을 띄는 원리를 이용한 Folin-Ciocalteu’s 시

약법으로 분석하였다(Singleton VL 등 1999). 희석한 시료 

1 mL에 Folin-Ciocalteu's reagent 1 mL와 10% Na2CO3 1 

mL를 넣어 섞었다.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700 nm에서 흡광도(Shimadzu)를 측정하였다. 시료 대신 

증류수를 첨가하여 동일한 반응을 진행시킨 것을 공시험

(blank)으로 사용하였다. 시료 속 환원물질의 함량은 퀘세

틴 당량(quercetin equivalents)으로 나타내었다.

6. 자료의 통계처리

3회 이상 반복 측정한 분석치들을 SPSS Statistics(ver. 

19.0, SPSS Inc., Chicago, IL, USA)로 통계처리하여 결과

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시료 간의 유의적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 way-ANOVA)으로 

분석하여 유의수준 5%에서 Duncan법으로 사후검정을 실

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다시마 식초의 화학적 조성

다시마 식초와 대조군 식초들의 화학적 조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다시마 식초의 수분 함량(29.82%)

은 대조군으로 사용한 양조식초(99.6%)와 감식초(95.57%)

의 1/3 수준으로 유의적으로(p<0.001)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고형분을 함유하고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무기물의 

총량을 나타내는 조회분 함량은 다시마 식초가 감식초보

다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p<0.001). 건다시마의 조회

분 함량이 감보다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한 식품성분

표 상의 데이터를 고려하면(Rural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2006), 다시마 식초에서 관찰된 상대적으로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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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composition Sea tangle vinegar Brewed vinegar
2)

Persimmon vinegar
2)

Significance

Moisture (%) 29.82±0.11
c

99.6±0.01
a

95.57±0.30
b ***

Crude ash (%) 0.19±0.02
b

0.15±0.03
b

0.51±0.02
a ***

Crude protein (%) 0.36±0.17
a

0.06±0.02
b

0.35±0.06
a * 

Degrees Brix (°Bx) 28.2±0.0 1.0±0.0 2.3±0.0 -

Titratable acidity (% as acetic acid) 2.52±0.03
c

6.24±0.07
a

3.62±0.09
b ***

pH 3.58±0.05
a

2.94±0.01
c

3.52±0.01
b ***

1) 
Data ar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
 and 

***
 mean that the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nd p<0.001, respectively. 
2) 

Brewed vinegar and persimmon vinegar were used for comparison.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sea tangle vinegar compared with brewed vinegar and persimmon vinegar1)

Physical property Sea tangle vinegar Brewed vinegar Persimmon vinegar Significance

Viscosity (cP) 250.00±0.21
a

2.00±0.00
b

1.37±0.00
b ***

Browning index (A420)
2)

  0.09±0.01
b

0.02±0.00
c

0.97±0.02
a ***

Color intensity (A420+A520)
2)

  0.10±0.02
b

0.03±0.01
c

1.57±0.02
a ***

1) 
Data ar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
 Means that the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01. 
2) 

A420 and A520 mean the absorbances at 420 and 520 nm, respectively.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sea tangle vinegar compared with brewed vinegar and persimmon vinegar1)

조회분 함량은 원재료의 매트릭스 차이뿐 아니라 식초 

제조에 사용된 공정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갈조류의 세포벽과 세포간질(intercellular space)

에 상당량 존재하는 음이온 다당류인 알긴산(alginic acid)

과 후코이단(fucoidan) 등은 다시마 속 양이온 무기질과 

강하게 이온결합하여 용출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 장기간 발효시킨 감식초에 비해 다시마 식초의 발효

기간은 1/7 수준으로 짧아, 발효 기간 연장에 따른 조직

의 연화가 상대적으로 덜 진행됨에 따라 내부 물질의 용

출이 적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질소 정량으로 결정된 

조단백질 함량은 다시마 식초(0.36%)가 양조식초(0.06%)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5) 감식초(0.35%)와는 유

사한 수준이었다.

식초 속 수용성 물질에 의한 굴절률로 측정된 수용성 

고형분 함량은 다시마 식초의 경우 28.2 °Bx로 양조식초

(1.0 °Bx)와 감식초(2.3 °Bx)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

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다시마 식초 제조 시 첨가해

준 설탕이 주요한 요인으로 해석되며, 더불어 발효 숙성 

중 다시마로부터 용출되어 나온 유기산과 염 및 후코이

단 등의 수용성 다당류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 성분들에 의한 단맛은 식초기반 샐러드 

드레싱의 부정적 인자로 알려진 식초 고유의 신맛을 마

스킹할 수 있고(Jin YH 등 2016), 다당류에 의한 겔(gel 

network) 형성은 다시마 식초에 농후력(thickening ability)

을 부여할 수 있어(Sikora M 등 2008) 샐러드 드레싱으로 

개발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다시마 식초의 산도는 

아세트산 기준으로 2.52%, pH는 3.58이었다. 이는 아세트

산 존재 하에 병원성 식중독 균(foodborne pathogens)을 

억제할 수 있는 pH 4.5보다 충분히 낮아, 샐러드 드레싱

으로 개발 시 미생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pH 요구 조건

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Sikora M 등 2008). 

2. 다시마 식초의 물리적 특성

다시마 식초의 점도(250 cP)는 양조식초(2 cP)와 감식

초(1.37 cP)의 점도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Table 2). 전

단속도(shear rate)를 증가시키며 3종 식초의 정상상태

(steady-state) 점도 거동을 분석한 결과(Fig. 2), 양조식초와 

감식초는 점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뉴톤 유체(Newtonian 

fluid)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준 반면, 다시마 식초는 샐러

드 드레싱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shear thinning 패턴 즉 점

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비뉴톤 유체(non-newtonian fluid)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도 거동은 동적(dynamic) 

점탄성 거동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Fig. 3). 즉 

(i)동적 전단 하에서 다시마 식초(Fig. 3A)는 양조식초

(Fig. 3B), 감식초(Fig. 3C)보다 현저하게 높은 복합점도

(complex viscosity, |η*|)를 나타내었다. 또한 (ii)각속도

(rad/s)가 높은 구간에서 양조식초와 감식초의 점도가 미

세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동일하게 관찰됨으로써 정상상

태 점도 거동(Fig. 2 inbox)에서처럼 두 식초가 완전 뉴톤 

유체는 아님을 보여주었다. 한편, 각속도를 증가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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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eady-state viscosity versus shear rate of sea tangle 

vinegar, brewed vinegar, and persimmon vinegar.

Fig. 3. Complex viscosity |η*|, storage modulus G', and loss modulus G'' versus angular frequency of sea tangle vinegar (A), brewed

vinegar (B), and persimmon vinegar (C).

시료에 전단 변형을 유도했을 때 양조식초(Fig. 3B)와 감

식초(Fig. 3C)에서는 저장 탄성률(G')이 거의 측정되지 않

았으나 다시마 식초(Fig. 3A)는 상대적으로 높은 저장 탄

성률(G′)이 관찰되었다. 이 현상은 고분자 중합체 용액에

서 관찰되는 전형적 특성으로, 외부 힘에 의한 변형 시 

원래대로 회복하려는 배향성을 지닌 천연 고분자 물질

(예: 푸코이단, 알긴산 등의 다당류)이 다시마 식초 내부

에 존재함을 시사해주었다(Mizuno M 등 2009). 이 결과

는 다시마 식초에서 관찰된 높은 수용성 고형분 함량

(Table 1)과도 상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3종 식초(Fig. 1)의 색 특성을 기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시마 식초의 갈변 지수(browning index)와 색도(color 

intensity)는 양조식초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

으며, 감식초보다는 뚜렷하게 낮은 특성을 나타내었다

(Table 2). 이 결과는 발효 숙성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즉, 산을 첨가하지 않고 장기간 자연발

효하여 제조한 감식초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정량의 

산이 축적되어 피드백 제어(feedback control)가 일어날 

때까지는 아미노기(-NH2)와 카르보닐기(-C=O) 사이의 화

학반응인 Maillard 갈변반응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

다. 반면, 제조 초기부터 산을 첨가한 다시마 식초의 경

우에는 아미노기(-NH2)가 양전하(-NH3

+
)로 전환되어 카르

보닐기와의 반응이 억제되므로 Maillard 갈변반응이 진행

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Sikorski ZE 등 2008). 그럼

에도 불구하고 다시마 식초가 양조식초보다 다소 진한 

색 특성을 보인 이유는, 첫째, 갈조류 고유로 존재하는 

지용성 색소인 클로로필 a가 식초 제조 과정 중 약산에 

장시간 노출됨에 따라 수용성으로 전환되어 용출된 결과

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클로로필의 용해성을 결정하

는 긴 탄소 사슬인 피톨기(C20H40O)는 산에 장시간 노출 

시 매우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Schwartz SJ 등 

2008). 둘째, 갈조류에 존재하는 수용성 탄닌(tannin) 중 

일부가 식초 제조 중 용출되어 갈변을 일으킨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Yan XJ 등 1996).

3. 다시마 식초의 항산화 활성

페놀성 물질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280 nm에서 식

초의 흡광도를 측정한 결과(Table 3), 다시마 식초는 양

조식초보다 유의적으로(p<0.001) 높은 흡광도를 나타내

었다. 퀘세틴 당량으로 산출된 총 환원력 역시 다시마 

식초가 mL 당 496.2 μg으로 양조식초(48.0 μg)보다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이는 procyanidin, 

fisetinidin, gallic acid 등의 플라보노이드 단량체들로 구

성된 갈조류 특유의 저분자 탄닌 중합체들이(Yan XJ 등 

1996) 식초 제조 중 다시마로부터 용출되어 나온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감식초의 높은 총 환원력은 감에서 용출

된 페놀성 물질뿐 아니라 자연발효 과정 중 일어난 갈변

반응으로 디카보닐 화합물, 리덕톤, 멜라노이딘 등 비페

놀성 환원물질이 생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Manzocco 

L 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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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xidant activity Sea tangle vinegar Brewed vinegar Persimmon vinegar Significance

Presence of phenolics (A280)
2)

0.60±0.01
b

0.28±0.01
c

0.87±0.02
a ***

Total reducing capacity (μg quercetin equivalents/mL) 496.2±5.7
b

48.0±0.3
c

838.9±2.3
a *** 

1) 
Data ar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
 Means that the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01. 
2) 

A280 means the absorbance at 280 nm.

Table 3. Antioxidant activities of sea tangle vinegar compared with brewed vinegar and persimmon vinegar1)

Ⅳ. 요약 및 결론

다시마에 설탕과 식초를 가하고 3개월간 발효·숙성시

켜 다시마 식초를 제조한 후 이화학적 특성과 항산화 활

성을 평가함으로써 다시마 식초가 식초기반 샐러드 드레

싱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다시마 식초는 대조

군으로 사용된 감식초, 양조식초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

도를 나타내었으며 샐러드 드레싱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전형적인 shear thinning 패턴의 물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다시마 식초는 동적 점탄성 거동에서 대조군보다 높은 

저장 탄성률을 보임으로써 다시마 식초 내부에 고분자 

물질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다시마 식초에서 

관찰된 점도 특성과 높은 수용성 고형분 함량은, 설탕 뿐 

아니라 발효·숙성 과정 중 다시마로부터 용출된 수용성 

다당류(예: 푸코이단) 등이 다시마 식초에 농후력을 부여

했음을 시사해주었다. 한편 다시마 식초는 산도 2.52%, 

pH 3.58로, 샐러드 드레싱 제품이 미생물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한 pH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olin-Ciocalteu’s 시약법으로 측정된 총 환원력과 285 nm

에서의 흡광도 결과는 다시마 식초에 상당량의 페놀성 

물질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이 결과들은 다시

마 식초가 항산화 기능성이 부가된 ‘식초기반 샐러드 드

레싱’으로 개발되기 위한 이화학적 특성을 갖추었음을 확

인해주었으며, 이를 통해 제품화를 위한 관능적 묘사분석 

및 소비자 기호도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후속연구의 필

요성을 시사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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