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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복숭아(Prunus persica L. Batsch)는장미과의자두속(Prunus), 
복숭아아속(Amygadalus)에 속하는 낙엽, 교목성 식물이며, 
독특한 향기와맛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매년 소비량

의 증가와 함께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Park, 

Hong, Park, & Kim, 1999; Park, Park, Jan, & Huk, 2005). 복숭
아는 당, 유기산과 다양한 비타민류 함유하고 있고, 생리적
기능으로는 심장병, 고혈압, 골다공증 등의 만성질환과피로
회복, 갈증 해소, 숙취 해소, 철 흡수 이용 향상 등의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Block, Patterson, & Subar, 1992; Youn 
& Kim,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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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optimization of ingredients in salad dressing using Hwangdo peach 
(Prunus persica L. Batsch). The experiment was designed according to the D-optimal design of mixture 
design, which included 14 experimental points with 4 replicates for three independent variables (olive 
oil 40～65%, peach puree 27～50%, vinegar 8～20%). The linear regression models for pH, viscosity 
and color value and the quadratic regression models for emulsion stability, all sensory evaluation of the 
products were proven to be valid by the F-test for the overall significance of the regression model at 
a 5% level. Viscosity and pH of the products increased as olive oil content. Color value, viscosity and 
pH of the products increased as peach puree content. pH, viscosity, redness, and yellowness of the 
products decreased as vinegar content. Sensory evaluation result of the products showed that general 
preference for the products were increasingly affected by the increases in contents then decreased as 
they exceeded the optimum levels. In consequence, according to result from the first stage of the 
experiment, the optimum ingredients ratios of the raw materials were set in olive oil 52.43%, peach 
puree 35.07%, and vinegar 13.91% for ingredients of apricot dressing. These results provided the 
possibility that peach  can be applied to the preparation of a dressing, and thereby present baselin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new dressings. This is also presumed to meet demands of customers who are 
always in pursuit of new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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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는 조직이 매우 연약하고 수확 후 조직의 연화와

부패현상이 쉽게 발생되어, 저장성이 짧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여름철생과용으로도이용되지만, 주로통조림, 
잼, 주스 넥타, 복수아주, 식초등 가공식품과 디저트식품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Chung et al., 2002; Kim & Cho, 1999). 
복숭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저장기간이 짧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존성 향상을 위한 연구들(Cho, Kim, 
Choi, Kim, & Jang, 2003; Na, Bae, & Lee, 2012; Kim, Kim, 
& Yook, 2009; Kwon, Kim, & Youn, 2013; Lee, Park, Lee, 
Ban, & Jang, 2013; Yun et al., 2008)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
므로 다양한 식품 개발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최근 외식 문화가 발달하고, 건강식에도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샐러드의 수요가 늘어가고 있고, 이에 따른 과일 드레
싱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제품
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Kim, Koo, Kim, & Park, 2006). 과
일은 고유의 색과 맛, 향이 우수하고 드레싱의 첨가 재료로
적합하며, 기존의 마요네즈, 프렌치드레싱보다 칼로리와 염
분 함량이 낮으면서 천연의 색을 이용한 드레싱으로 적합하

다고 여겨진다(Kim, Lee, Kim, & Kim, 2003). 
따라서 본연구는황도복숭아를이용한 식품을 개발하고

자 하는 목적으로 황도복숭아를 이용한 드레싱을 개발하고

자 하였다. 황도복숭아 드레싱 개발을 위하여 최적 재료 혼
합비율을 혼합물 실험계획을 이용하여 찾고, 이를 기초로
황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황도 복숭아 드레

싱의 상품화와 산업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황도복숭아는 2016년 7월 30일음성 햇
사레 복숭아(충청북도 음성군)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구
입한 황도복숭아는 과피와 씨를 제거하고, 과육만 믹서기
(SMX-800SP, Shinil Industrial Co., Korea)로 30초간 마쇄하여
1 kg씩 폴리에틸렌 봉투에 넣어 -18℃에서 냉동(Micom 
GC-124CGF, LG, Changwon, Korea)보관하였고, 실험 전 해
동시킨 뒤 드레싱의 원료로 사용하였다. 드레싱의 재료로는
㈜CJ 제일제당의 제품으로 올리브유, 정백당, 소금(재제염, 
순도 88% 이상)과 양조식초(오뚜기)를 사용하였다.

 
2.2. 황도복숭아 드레싱 제조

예비실험을 거친 뒤 재료 및 부재료의 양을 결정하여 사

용하였다. 실험에 필요한 드레싱을 350 mL로 결정하였으며, 
이 양을 100%로 기준으로 하였다. 총량을 기준으로 설탕

3.4%, 소금 1.4% 그리고 백후춧가루 0.1%를 첨가하였으며, 
모든 재료를 blender (MR 4050 CA, Braun, Madrid, Spain)로
30초간 섞은 후 밀폐된 유리용기에 담아 즉시 시료로 사용
하였다. 

2.3. 재료 혼합비의 최적화

황도복숭아드레싱의최적화를위한모든실험의설계, 데
이터 분석 및 최적화는 Design Expert 7 (Stat-Ease Co., Min-
neapolis, MN, USA)를 사용하였고, Mixture design 중 D-opti-
mal design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Myers & Montgomery, 
1995). 
독립변수로는 올리브유 함량(A), 황도복숭아 퓨레 함량

(B), 식초함량(C)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의 최소 및최대
범위는 예비실험을 거쳐 실험에 필요한 드레싱의 양을 350 
mL로 결정하였으며, 이 양을 100%로 하였을 때로 각각의
재료의 혼합량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재료의 배합성분 및
비율은 올리브유 함량(A) 40～65%, 황도복숭아 퓨레 함량
(B) 27～40%, 식초 함량(C) 8～20%이었다. 각 설정된 범위를
입력하였을 때 축과 중심으로 10개의 실험점과 4개의 반복
점이 Table 1과 같이 설정되었다. 모든 실험순서(run)는 구획
에 따른 오차를 없애기 위하여 무작위로 실행하였으며, 
pseudo component는 실제 성분의 조합으로 실험 디자인의
구조와 모델의 적합성을 쉽게 보여주기 위하여 나타내었다. 
반응변수로는 pH, 점도, 색도(L, a, b값), 유화안정성, 기호도
검사(색, 향, 맛, 입안에서의 느낌과 전반적인 기호도)를 설
정하였다. 
설정된 실험계획 속에서 성분들 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

기 위해서 quadratic design model을 적용하였다. 통계 결과는
regression model을 나타내는 coefficient 값들에 근거하여 계
산되어졌고, Linear와 canonical 형태의 quadratic model은
modified least square regression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때 full 
quadratic model은 stepwise regression방법(α=0.1)으로 data 선
택의 폭을 넓혔으며, 그 model과 coefficient 값들은 F-test와
lack of fit test로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각 모형에 따른
성분들의 반응은 response surface plot과 trace plot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2.4. 실험방법

2.4.1. pH

황도복숭아드레싱을실온에서 pH meter (Model 420A, Orion, 
USA)를 사용하여 3회 반복하여 평균치를 측정하였다.

2.4.2. 점도

황도복숭아드리싱 250 mL를유리비이커 250 mL에담아



박정은․김용식22

Table 1. Experimental design for peach dressing by mixture design

No. Run
Pseudo component Actual component(%)

Olive oil Peach puree Vinegar Olive oil Peach puree Vinegar

 1  7 0.00 0.52 0.48 40.00 40.00 20.00 

 2  3 0.48 0.52 0.00 52.00 40.00 8.00 

 3 14 0.26 0.26 0.48 46.50 33.50 20.00 

 4  9 0.24 0.52 0.24 46.00 40.00 14.00 

 5  5 1.00 0.00 0.00 65.00 27.00 8.00 

 6 10 0.52 0.00 0.48 53.00 27.00 20.00 

 7  6 0.74 0.26 0.00 58.50 33.50 8.00 

 8  4 0.76 0.00 0.24 59.00 27.00 14.00 

 9 11 0.50 0.26 0.24 52.50 33.50 14.00 

10  2 0.63 0.13 0.24 55.75 30.25 14.00 

11 13 0.00 0.52 0.48 40.00 40.00 20.00 

12  1 1.00 0.00 0.00 65.00 27.00 8.00 

13 12 0.48 0.52 0.00 52.00 40.00 8.00 

14  8 0.52 0.00 0.48 53.00 27.00 20.00 

항온수조에서 10분간 방치하여 온도를 20℃가되도록 한후, 
점도계(DVII+pro viscometer, Brookfield Asset Management 
Inc., USA)를 사용하여 spindle 4를 이용하여 30 rpm으로 30
초간 5회 측정하였다. 

2.4.3. 색도

황도복숭아 드리싱을 색차계(JC-801S, Color Techno Sys-
tem Co.,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 적색도(a), 황색도(b) 값
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3회 반복하여 평균치로 나타내었다. 
이 때 사용한 표준 백색판은 L = 98.4, a = 0.2, b = 0.7이었
다.

2.4.4. 유화안전성

유화안정성은 Ensor(Ensor, Mandigo, Calkins, & Quint, 1987) 
등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눈금 있는 원심분리관에 10 mL
를넣어 6,000 rpm으로 30분간원심분리후전용량에대한분
리된수상(water phase)의비를다음과같이산출하여구했다.

ES (%) =
0.5%-X

× 100
0.5T

ES : emulsion stability, T : emulsion 전 용량(mL), X : 분리
한 수상의 용량(mL)

2.4.5. 유화력

드레싱의유화력을평가하기위하여 Borton(Borton, Webb, 
& Bratzler, 1968)의 방법을 변형하여 드레싱 재료를 원심분
리관에 넣어 15,000 rpm으로 2분간 blending 한 후 유화물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유화물 1 g을 0.1M NaCl 9 mL에 혼합하
여 각각의 기름을 1mL/sec로 떨어뜨리며, 2,000 rpm으로 유
화시키면서 유화물이 파괴될 때까지의 소요 mL를 측정하여
표시하였으며, 3회 반복하여 실험하였다.

Emulsifying activiry (%) =
Height of emulsified layer

× 100Height of total contents of the tube

2.4.6. 기호도 검사

기호도 특성을 평가하기위하여 50명의 기호도 검사원(식
품영양학과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색, 향, 맛, 입안에서의 느
낌, 그리고전반적인기호도의 5가지특성에대하여 9점평점
법으로 실시하였다. 이때 “대단히 싫음(dislike extremely)”을
1점, “대단히 좋음(like extremely)”을 9점법으로 평가하였다. 

2.5. 재료 혼합비의 최적화

Canonical 모형의 수치적 최적화(numerical optimization)와
혼합물 성분의 모형적 최적화(graphical optimization)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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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료 혼합비의 최적화를 선정하였고, 그 때의 점을 예측
하였다. 수치적 최적화는 canonical 모형을 근간으로 하는모
델의 계수에 각 반응에 대한 목표 범위(goal area)를 설정
program에 의해 다음 식을 통하여 구하여졌다.

D = (d1 × d2 ×… ×dn)



 = ( 
 

di)

  

여기서 D는 overall desirability, d는 각각의 desirability, n은
response의 수이다. 모형적 최적화는 각반응에 대한 최소 혹
은 최대 제한점을 결정하여 입력하였을 때, 가능한 범위에
서 그래프가 중첩되는 부분으로 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pH

14개의 실험점으로 만든 드레싱의 pH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고, 각 조건에 따라 3.13～3.50 범위의 결과를 보였다. 
올리브유 55%, 황도복숭아 퓨레 37%, 식초 8%이었을 때 최
대값을 나타내었다. 올리브유, 황도복숭아 퓨레, 그리고 식
초 함량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Linear모델(R2=0.7646)
이 선택되었고, probability는 0.0005로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

Table 2. Quality characteristics of Hwangdo peach dressing according to oilve oil, peach puree, and vinegar content 
by D-optimal design 

No. pH Viscosity
(cP-sec)

Hunter's color values Emulsion
stability

(%)

Sensory characteristics

L a b Color Flavor Taste Mouthfeel Overall
acceptance

1 3.29 860 55.63 15.40 48.38 32.13 5.64 5.82 5.86 5.84 5.86

2 3.20 1,160 52.95 14.70 52.45 52.45 6.61 5.76 5.78 5.66 6.02

3 3.27 1,370 53.02 14.75 47.17 35.42 5.95 5.64 5.74 5.84 5.72

4 3.20 1,405 53.11 15.93 50.17 42.37 5.99 4.96 4.88 5.02 5.16

5 3.36 1,760 45.34 12.88 46.08 56.88 3.25 3.13 3.15 3.03 2.88

6 3.50 1,455 50.25 13.29 50.44 36.71 4.57 4.25 3.84 4.16 4.06

7 3.36 1,365 49.65 14.46 51.09 44.42 6.04 6.11 5.92 6.14 6.18

8 3.38 2,060 49.33 12.92 47.45 46.53 5.56 5.43 4.88 5.12 5.04

9 3.34 1,470 51.94 14.91 49.87 50.52 8.37 8.43 8.16 8.37 8.44

10 3.26 1,050 49.70 13.67 47.66 52.11 7.89 8.04 7.76 8.07 7.92

11 3.33 1,690 55.15 16.76 48.21 32.18 5.74 5.58 5.74 5.72 5.74

12 3.29  865 44.20 12.99 45.97 56.31 3.68 3.06 3.2 3.46 3.38

13 3.34 1,440 52.87 16.25 52.27 52.16 6.44 5.58 5.6 5.92 5.94

14 3.13 1,135 50.42 13.46 50.31 38.16 4.17 4.05 3.96 3.92 3.82

No.; Refer to Table 1 for the ingredients of the peach dressing.

되었으며, 회귀식의 계수들을 살펴본 결과 pH는황동복숭아
퓨레와 식초 함량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Table 3). 
선택된 모델에 대한 반응표면도와 trace plot(Fig. 1)에서

나타난 기울기는 성분들이 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것으로 올리브유 함량(A-A선)은 pH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았으나, 황도복숭아 퓨레 함량(B-B선)이 증가할수록
pH가 증가하였고, 식초 함량(C-C선)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였다. 이는 식초 함량이 증가할수록 식초 고유의 pH 때문에
낮아진 것으로 보이며, 반면 황도복숭아 퓨레 함량이 증가
할수록 복숭아의 수분과 당 성분에 의하여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3.2. 점도

14개의 실험점으로 만든 황도복숭아 드레싱의 점도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고, 각 조건에 따라 860～2060 cP-sec 범
위의 결과를 보였다. 올리브유 59%, 황도복숭아 퓨레 27%, 
식초 8%이었을 때 최대값을 나타내었고, 올리브유 40%, 황
도복숭아 퓨레 27%, 식초 8%이었을 때 최소값을 보였다.
올리브유 함량, 황도복숭아 퓨레 함량, 식초 함량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Linear모델(R2=0.7435)이 선택되었고, 
probability는 0.0006으로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으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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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식의 계수들을 살펴본 결과, 점도는 올리브유 함량과 식
초 함량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Table 3). 
선택된 모델에 대한 반응표면도(Fig. 2)를 보면 황도복숭

Fig. 1. Response surface and trace plot for the effect of 
olive oil content(A), peach puree content(B), and vinegar 
content(C) on the pH of the Hwangdo peach dressing.

Table 3.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Hwangdo peach dressing

Response Model Prob>F R2 Equation on terms of pseudo component

pH Linear 0.0005 0.7646 3.13A+3.38B+3.61C

Viscosity Linear 0.0006 0.7435 1777.16A+1331.36B+568.96C

Hunter's 
color 
values

L Linear <0.0001 0.9770 52.21A+58.75B+56.93C

a Linear <0.0001 0.9364 12.20A+18.23B+12.46C

b Linear <0.0001 0.8513 51.67A+56.88B+51.46C

Emulsion stability (%) Quadratic 0.0106 0.7895 22.61A-94.60B-56.90C+299.33AB+160.52AC+376.22BC

Sensory 
characteristics

Color Quadratic 0.0020 0.8735 3.55A-2.77B-8.11C+23.70AB+25.84AC+42.68BC

Flavor Quadratic 0.0038 0.8957 3.32A-7.04B-8.01C+29.48AB+25.12AC+50.63BC

Taste Quadratic 0.0097 0.8075 3.29A-7.12B-6.30C+30.74AB+21.66AC+47.61BC

Mouthfeel Quadratic 0.0098 0.8067 3.42A-7.31B-6.74C+30.31AB+22.19AC+49.29BC

Overall acceptance Quadratic 0.0027 0.8632 4.03A-3.32B-6.15C+25.77AB+16.70AC+30.29BC

A: oilve oil content (%), B: peach puree content (%), C: vinegar content (%).

아 드레싱의 점도는 올리브유 함량이 많아질수록 점도가 높

아졌고, 식초 함량이 많아질수록 점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Fig. 2의 trace plot에서 나타난 기울기는 성분들이
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황도복숭아퓨레

함량(B-B선)은 점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올리브
유 함량(A-A선)이 감소할수록, 식초 함량(C-C선)이 증가할
수록 감소하였다. Shin과 Nam(2003)의 연구에서 간장 첨가
에 따른 수분의 증가로 농도가 엷어져서 처리구간 점도가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고, Jung, Kim과 Jang(2008)의 복분자
즙을 이용한 드레싱 제조 연구에서도 식초 첨가율이 증가할

수록 수분이 증가되어점도가 낮아진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

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모과드레싱제조의최적화(Jang, Park 
& Park, 2011) 논문에서도기름 첨가율이 감소할수록 식초가
증가할수록 점도는 감소하였다.

3.3. 색도

색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고, 14
개의 실험점으로 만든 황도복숭아 드레싱은 명도(L) 44.20～
55.63, 적색도(a) 12.88～16.25, 황색도(b) 45.97～52.45 범위
의 값을 보였다(Table 2).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링화하여
F-test를 통해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와 독립변수가 색도에
미치는효과를살펴본회귀식은 Table 3에, 반응표면도와 trace 
plot은 Fig. 3～5에 나타내었다. 
명도, 적색도, 황색도모두 Linear 모델이 선택되었고, pro-

bability는 <0.0001, <0.0001, <0.0001로 5% 이내에서 유의성
이 인정되어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회귀식에서 나타
난 계수 중 명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인자는 올리브유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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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적색도와 황색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황도복
숭아 퓨레로 나타났다(Table 3). 
선택된 모델에 대한 trace plot (Fig. 3～5)의 기울기를 살펴

보면 명도에 올리브유 함량이 황색도, 적색도는 황도복숭아
퓨레(B-B선) 함량이 가장 영향을 주는 인자로 나타났다. 황
도복숭아 퓨레 함량(B-B선)이 감소할수록 올리브유(A-A선)
과 식초(C-C선)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적색도와 황색도는 감
소하였다. 이는 황도복숭아 퓨레 고유의 색이 적색도와 황
색도를 높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Jung, Kim, and Jang(2008)
의 연구에서도검붉은 색의 복분자즙을 첨가하였을 때 명도

가 낮아지고, 기름과 식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색이 연하
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스피루리나(spirulina)를 이용한 드
레싱 연구(Cho et al., 2005)에서도 스피루니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명도는 감소하였고, 적색도와 황색도는 증가하는
경향을보였다. Jang et al. (2011)의 모과 드레싱 최적화연구
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색이 진한 재료를 드레싱에

첨가할 경우, 드레싱의 색은 진하게 되는 연구결과와 유사
한 경향을 보였다.

3.4. 유화안정성

유화안정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32.13～
56.88%의 범위의 결과를보여 올리브유 65%, 황도복숭아 퓨

Fig. 2. Response surface and trace plot for the effect 
of olive oil content(A), peach puree content(B), and vinegar 
content(C) on the viscosity of the Hwangdo peach dressing.

Fig. 3. Response surface and trace plot for the effect of 
olive oil content(A), peach puree content(B), and vinegar 
content(C) on the lightness of the Hwangdo peach dressing.

Fig. 4. Response surface and trace plot for the effect of 
olive oil content(A), peach puree content(B), and vinegar 
content(C) on the redness of the Hwangdo peach d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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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ponse surface and trace plot for the effect of 
olive oil content(A), peach puree content(B), and vinegar 

content(C) on the yellowness of the Hwangdo 
peach dressing.

레 27%, 식초 8%일때 유화안정도가가장 높은것으로나타
났다. 올리브유, 황도복숭아 퓨레, 식초의 함량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quadratic 모델이선택되었으며, probability는 0.0106
으로 유의성을 보여 모델에 대한 적합성이 인정되었다(Ta-
ble 3). Table 3의 회귀식의 계수들과 반응표면도 trace plot 
(Fig. 6)에서 유화안정성은 올리브유 함량(A-A선), 황도복숭
아 퓨레 함량(B-B선)과 식초 함량(C-C선)이 증가할수록 점
수가 최대값을 보이다가 감소하였다. 드레싱을 만드는데 있
어 각각의 재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많이 첨
가할 경우 유화안정성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3.5. 기호도 검사

황도복숭아드레싱의최적재료비를위한기호도검사결

과는 Table 2와 같고, 색 3.25～8.37, 향 3.06～8.43, 맛 3.15～
8.16, 입안에서의 느낌 3.03～8.37, 그리고 전반적인 기호도
의 경우 2.88～8.44 범위의점수를 받았다. 색, 향, 맛, 입안에
서의 느낌과 전반적인 기호도의 모든 기호도에서 교호작용

의 영향을 받는 quadratic 모델로 결정되었다. Probability는
색, 향, 맛, 입안에서의느낌과전반적인기호도가각각 0.0020, 
0.0038, 0.0097, 0.0098, 0.0027로 모든 항목은 5% 이내에서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Table 3). 모든 항목에서 올리

Fig. 6. Response surface and trace plot for the effect of 
olive oil content(A), peach puree content(B), and vinegar 

content(C) on the emulsion stability of the 
Hwangdo peach dressing.

브유 52.5%, 황도복숭아 퓨레 33.5%, 식초 14%의 비로 만든
황도복숭아 드레싱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반응표면도와
trace plot(Fig. 7～11)에서 색, 향, 맛, 입안에서의 느낌과전반
적인 기호도에서 올리브유 함량(A-A선), 황도복숭아 퓨레
함량(B-B선)과 식초 함량(C-C선)이 증가할수록 점수가 최대
값을 보이다가 감소하였다. 
관능검사의 색과 색도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황도복숭

아 퓨레 함량이 많을수록 색이 진하게 되었는데 기호도의

결과에서도 색이 너무 진한 드레싱은 좋아하지 않았다. 드
레싱을만드는데있어각각의재료가중요한역할을하지만, 
과도하게 많이 첨가할 경우, 색, 맛과 입안에서의 느낌에 바
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Jung 
et al. (2008)의 연구에서도 복분자즙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높아졌으나, 지나치게 첨가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미지를반감시켜낮은점수를받았고, 모과드레싱제조의최
적화(Jang et al., 2011) 논문에서도 모과즙, 기름, 식초를 과
도하게 첨가하는 것은 관능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하

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3.6. 최적화

최적화 접근은 Derringer and Suich(1980)을 근원으로 하여



혼합물 실험계획법에 의한 황도복숭아 드레싱 재료혼합비의 최적화 27

Fig. 7. Response surface and trace plot for the effect of 
olive oil content(A), peach puree content(B), and 
vinegar content(C) on sensory color value of the 

Hwangdo peach dressing.

Fig. 8. Response surface and trace plot for the effect of 
olive oil content(A), peach puree content(B), and 
vinegar content(C) on sensory flavor value of the 

Hwangdo peach dressing.

Fig. 9. Response surface and trace plot for the effect of 
olive oil content(A), peach puree content(B), and 
vinegar content(C) on sensory taste value of the 

Hwangdo peach dressing.

Fig. 10. Response surface and trace plot for the effect 
of olive oil content(A), peach puree content(B), and 

vinegar content(C) on sensory mouthfeel 
value of the Hwangdo peach d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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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esponse surface and trace plot for the effect 
of olive oil content(A), peach puree content(B), and 
vinegar content(C) on sensory overall acceptance 

value of the Hwangdo peach dressing.

발전시킨 방법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인 올리브유 함량과
식초 함량은 최소로 하고, 황도복숭아 퓨레 함량은 최대로
하였다. 그때의 pH, 점도, 색도, 유화안정성, 기호도 검사 항
목은 최대로 설정하였고, 모델화에 의해 결정된 반응식을
이용하여 만족하는 수치점(numerical point)을 예측하였다

(Table 4). 예측된 최적값은 올리브유 함량 52.43%, 황도복숭
아 퓨레 함량 35.07%, 식초 함량 13.91%로 결정되었다. 최적
화의 다른 방법과 달리 각 반응 모형 그래프의 중첩되는 부

분을 최적 범위로 정한 모형적 최적화(graphical optimization)
는 Fig. 12에 나타내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황도복숭아의 이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황

도를 이용한 드레싱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

다. 황도복숭아 드레싱을 개발하기 위해 혼합물 실험계획법
(mixture design) 중 D-optimal design을 이용하여 최적의 재료
혼합비율을 찾고자 하였다. 올리브유, 황도복숭아 퓨레, 식
초의 함량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범위는 예비실험을 거
쳐 각각 올리브유 함량(A) 40～65%, 황도복숭아 퓨레 함량
(B) 27～40%, 식초 함량(C) 8～20%으로 설정하였다. 실험결
과를 모델링화하여 F-test를 통해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pH, 

Table 4. Optimum constraint values using two analy-
tical methods in the object goal 

Constraints name Goal
Numerical 

optimization 
solution

Independent 
variables

Olive oil (%) Min. 52.43

Peach puree (%) Max. 35.07

Vinegar (%) Min. 13.91

Response 
variables

pH Max. 3.38

Viscosity (cP-sec) Max. 1,465.24

Hunter's color value

L Max. 52.13

a Max. 13.93

b Max. 51.18

Emulsion stability (%) Max. 58.15

Sensory characteristics

Color Max. 7.88

Flavor Max. 7.75

Taste Max. 8.23

Mouthfeel Max. 8.16

Overall acceptance Max. 7.90

Fig. 12. Three-dimensional plot of the optimal mixture 
region by desirability.

점도, 색도는 Linear 모델로, 유화안정성과 기호도검사의 모
든 항목은 quadratic 모델로 결정되었다. 모델의 적합성을 분
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probability가 모두 5% 이내의 유
의성을 보여주어 모델로서 적합함이 인정되었다. 올리브유
함량이 높아질수록 pH와 점도가 증가하였고, 황도복숭아 퓨
레 함량이 높아질수록 pH, 점도, 명도, 적색도, 그리고 황색
도가증가하였다. 식초 함량이 증가할수록 pH, 점도, 적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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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황색도는 감소하였다. 유화안정성과 기호도검사 모
든 항목에서 올리브유 함량, 황도복숭아 퓨레 함량, 식초 함
량이 증가할수록 점수가 최대값을 보이다가 감소하였다. 이
상의 결과를 토대로 최적 재료 혼합비는 올리브유 함량

52.43%, 황도복숭아 퓨레 함량 35.07%, 식초 함량 13.91%로
설정되었다. 이는 드레싱을 만들 때 황도복숭아의 활용 가
능성을 제시하여 새로운드레싱 제품개발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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