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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삼튀김 시 튀김유 종류에 따른 수삼 및 유지의 이화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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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ncrease the consumption of frying ginseng, we investigated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frying gin-
seng and different edible oils processed through frying ginseng: soybean oil (SO), corn oil (CO), olive oil (OO),
and grape seed oil (GO). We tested various parameters, including temperature (130, 160, 180, and 200oC), frying
time (2.0, 2.5, 3.0, and 3.5 min), and frying amount (up to 30 times).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fried ginseng and oils were evaluated for changes in acid value, peroxide value, free fatty acid content, acrylamide
formation, color, and viscosity of oils. The acid value and peroxide value of the oils increased with frying temper-
ature and amount. Saturated fatty acids increased and unsaturated fatty acids decreased with the amount of
frying, but oleic acid in CO and GO and linoleic acid in OO increased. The concentration of acrylamide in fried
ginseng increased as the frying temperature and amount increased and was the lowest in OO. The lightness
and redness of the frying oil color decreased and its yellowness increased in SO and CO, but the lightness
increased (redness and yellowness decreased) in OO. In particular, CO was significantly browned with increasing
frying amounts. The viscosity of the frying oils increased with frying amount, with CO showing the lowest
increases in viscosity of the oils. As a result, the optimal ginseng frying condition found was 2 min 30 sec
at 180oC, regardless the type of 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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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Panax ginseng C. A. Meyer)은 기원전부터 한의학

에서 경험적 효험에 의해 약용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여(1,2)

최근에는 한국에서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3), 중국, 일본 및 아시아권 국가에서 의약품에서 건강기능

성 식품으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4)에

따르면 2010년도 건강기능식품 국내 총생산액이 10,671억원

으로 1조원 시장에 진입했고, 전년대비 11.2%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 품목중 인삼제품류는 생산액 6,550억원

으로 전체 건강기능식품 중 60%로 최고의 점유제품으로

2000년 이후 매년 생산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6년간

연속 생산 1위 품목에 해당된다. 인삼류 제품의 소비확대는

인삼이 가지고 있는 ginsenoside라는 사포닌이 인체 내에서

피로회복, 면역성 증진 및 혈행개선 효과 등의 생리기능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인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삼을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조리방법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예전부터 인삼은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섭취되고 있

는 삼계탕에 수삼이 이용되어오고 있지만(5), 최근에는 튀김

식품이 유지 특유의 풍부한 풍미와 조직감을 부여함으로써

(6) 수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쓴맛을 완화시켜 주는특성

을 가지고 있어서 튀김식품으로도 애용되어오고 있다. 일반

적으로 식용유지는 지방질 식품과 함께 중요한 에너지원인

동시에 생리작용에 필요한 필수지방산을 공급해줌으로써

영양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지만(7), 식용유지

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튀김식품은 고온으로 가열하기 때

문에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 식용유지는 자체적으로 산

패되거나 또는 튀김재료에 함유되어 있는 전분이나 단백질

성분 등이 기름의 산패를 가속화시켜 peroxides 및 free 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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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ls을 생성하며, 또한 발암물질인 밴조피렌 등이 생성되기

도 하므로(8-11) 식품을 튀김할 경우 튀김제품의 품질저하

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유지 및 튀김조건 등이 세밀

히 검토되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식용유지의 종류 및 튀김

반복횟수에 따라 감자를 튀김 시 유지의 산화안정성(11), 튀

김유의 사용방법이 튀김유에 미치는 영향(12-14) 등 튀김방

법에 따른 유지의 이화학적 특성을 검토 보고한 바 있다.

또 유지가열 시 튀김식품의 벤조피렌을 포함한 안전성에 대

한 평가를 검토한 연구보고도 있다(10,11,15-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튀김수삼의 소비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

으로 수삼을 식용유지별, 튀김온도 및 처리시간별, 반복횟수

별에 따라 튀김한 후 튀김수삼과 튀김유의 이화학적인 특성

변화를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튀김용 수삼은 본 금산인삼약초시험장 인삼재배지에서

인삼재배표준방법으로 재배된 4년근 인삼을 수확하여 주근

(지름 2.5±0.2 cm, 길이 10.5±0.5 cm)만을 이용하였으며 튀

김 시 주근을 세로로 절단하여 1.6±0.1 cm×1.6±0.1 cm× 
4.5±0.1 cm의 직육면체 모양으로 세절한 후 튀김 수삼원료

로 사용하였다. 튀김 시 사용한 식용유는 대두유(CJ, In-

cheon, Korea), 옥수수유(Daesang, Seoul, Korea), 올리브유

(Daesang) 및 포도씨유(Daesang)를 사용하였다.

수삼 튀김방법

대두유, 옥수수유, 올리브유 및 포도씨유를 이용하여 온도

조절이 가능한 전기튀김기(STG-120KP, Shinil, Seoul,

Korea)에 식용유 500 g을 넣고 튀김온도별(130, 160, 180 및

200oC)로 유지시킨 다음 일정한 크기로 자른 수삼 25 g을

넣어 튀김시간별(2분, 2분30초, 3분 및 3분30초)에 따라 수삼

을 반복적으로 튀김을 한 후 튀김수삼 및 튀김유의 이화학적

인 특성을 조사하였다.

튀김유의 산가, 과산화물가 및 유리지방산 분석

수삼을 반복적으로 튀김한 후 사용한 유지의 산가측정은

AOCS(18)에서 제시한 방법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즉 식용

유시료 10 g을 정확히 측정한 후 diethyl ether : ethanol(1:1,

v/v) 혼합액 100 mL를 가하여 완전히 용해시킨 다음 페놀프

탈레인 용액을 2～3방울 떨어뜨린 후, 0.1 N KOH 용액으로

적정하여 산가를 계산하였고, 과산화물가는 AOCS(19)에 준

하여 식용유시료 1 g을 250 mL의 삼각플라스크에 정확히

담고 chloroform 10 mL에 용해한 다음 빙초산 15 mL를 혼합

한 후 요오드화칼륨 포화용액 1 mL 가하고 마개를 막은 후

격렬하게 흔들어 혼합하였다. 그 다음 마개를 연 후 물 75

mL를 가하여 전분용액 5～6방울 넣은 다음 마개를 막고 1분

간 격렬하게 흔들어 혼합 후, 0.01 N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으

로 무색이 될 때까지 적정하여 과산화물가를 측정하였다.

또한 유리지방산의 함량 변화는 Kim과 Lee(20)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즉 튀김한 식용유시료 1.0 g을

0.5 N NaOH 메탄올 용액 10 mL를 가하여 충분히 용해한

다음, 이 액 중 1 mL를 15 mL screw cap tube에 넣고 질소가

스를 충진한 후 100oC heating block에서 10분간 가온한 다

음 22
o
C로 냉각하고 여기에 14% boron trifluoride methanol

2 mL를 가하고 다시 질소가스를 불어넣은 다음 밀전하여

100oC heating block에서 30분간 가열하였다. 이를 냉각한

다음 iso-octane 용액 5 mL를 가하여 밀전하고 30초간 격렬

하게 진탕한 후 saturated NaCl 5 mL를 넣어 분리를 촉진시

킨 후 iso-octane 층을 회수하여 무수 Na2SO4를 소량 가하여

수분을 제거한 용액을 membrane filter(0.2 μm pore size,

Whatman Co., Kent, UK)로 여과하여 GC 분석용 시료로

하였다. GC의 기기분석 조건은 FID가 장착된 GC(Agilent

7890,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에

Supelco SP-2560(0.25 mm Fused silica, I.D 0.20 μm×100

m, Supelco, Bellefonte, PA, USA) 칼럼을 장착시켜 사용하

였으며 칼럼 oven 온도는 140
o
C에서 5분간 유지시킨 후

240oC까지 분당 4oC씩 증가시켜 15분간 유지시켰다. Carrier

gas는 30 mL/min 유속의 N2를 시용하였고, injector 온도와

detector 온도는 각각 240
o
C로 하였다. 시료는 GC에 1 μL를

주입하여 split ratio 50:1로써 지방산을 분석하였다.

튀김수삼의 과산화물가 및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분석

과산화물가는 AOCS(19)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튀

김수삼 10 g을 취한 후 튀김유의 분석방법과 동일하게 하였

다. 아크릴아마이드함량 분석은 Kim 등(21)의 방법을 이용

하였다. 즉 튀김수삼 100 g을 믹서기로 균질화한 후 50 mL

용의 원심분리관에 1 g을 취하고, 내부표준물질인 13C3-

acrylamide(50 μg/L) 1 mL와 증류수 9 mL를 넣고 20분간

진탕하였다. 9,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지방층과

pellet 사이의 약 3 mL를 0.45 μm Maxi-spin filet tube에

옮긴 후 7,500 rpm에서 2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그 여액 중

1.5 mL를 취해 SPE cartridge(Oasis® HLB CHEMISTRY,

Waters, Philadelphia, PA, USA)를 순차적으로 통과하여 최

종 1 mL를 HPLC/MS/MS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HPLC/

MS/MS 기기의 분석조건으로는 Waters Alliance 2795

HPLC system, Waters Micromass Quattro Premier Mass

Spectrometer(Waters Co., Milford, MA, USA)를 사용하여

electrospray mode with positive polarity 분석모드로 capil-

lary voltage 3.5 kV, cone voltage 20 V로 하였고 source

온도 150
o
C, desolvation 온도 350

o
C, desolvation gas 500

L/hr의 조건이었다. 분석 칼럼은 Waters Altantis C18(2.1× 
150 mm, particle size 5 μm)이었다. 이동상은 0.1% formic

acid in water이었으며 0.25 mL/min의 유속으로 시료 20 μL

를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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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the acid value of 10 times frying oil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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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the peroxide value of fried ginseng after
frying ginseng for 2 min 30 sec at 180oC.

튀김유의 색도 및 점도

반복하여 튀김한 식용유의 색도는 색차계(CM-3600d,

Konica Minolta, Osaka, Japan)로 L값(lightness), a값

(redness) 및 b값(yellowness)을 측정하였으며, 점도는 DV-

Ⅲ ULTRA Progammable Rheometer(Brookfield Eng. Inc.,

Middleboro, MA, USA)를 사용하여 5회 반복 측정하였다.

즉 점도측정용 컵에 오일 100 mL를 넣고 LV2 spindle

(spindle entry code No. 62)을 사용하여 50 rpm의 속도로

30초씩 5회 반복하여 측정하였으며, 식용유의 온도는 20
o
C

를 유지하였다.

결과 및 고찰

튀김유의 산가 및 과산화물가

식용유의 종류별 및 온도별에 따라 수삼을 10회 반복 튀김

한 후 튀김유에 대한 산가를 측정한 결과 Fig. 1과 같이 일반

적으로 가열처리를 반복함으로써 산가가 식용유의 종류별

에 관계없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가열온도가 높을

수록 산가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식용유의 종류별에

따른 산가의 변화를 보면 초기 산가가 가장 낮았던 대두유가

산가의 변화가 가장 낮았음을 볼 수 있었으며 옥수수유의

경우 초기 산가는 0.1인데 비하여 200
o
C의 온도에서 10회

가열반복을 하였을 경우 0.88의 산가를 보여 크게 증가하였

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초기 산가가 0.39로 높았던 올리브

유는 200
o
C의 온도에서 10회 반복 가열함으로써 산가가 1.21

로 높아짐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초기 원유에 대한 산가

증가율을 보면 200oC에서 수삼 튀김을 10회 반복처리한 후

산가의 증가율을 보면 대두유는 8.4배, 옥수수유는 8.8배, 올

리브유는 3.1배 및 포도씨유는 3.2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어 대두유와 옥수수유의 산가 증가와 올리브유와 포도

씨유의 산가 증가가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Ahn 등(22)이

가열온도 및 처리시간을 달리하여 식용유지별에 따른 이화

학적 특성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산가 증가는 유지종류에

관계없이 증가하였으나 일정한 가열시간 범위 내에서는 크

게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보여주어 본 실험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수삼 튀김 시 가장 적절하게 튀겨진 온도인 180oC의 온도

에서 수삼을 반복적으로 30회 동안 튀긴 후 튀김유의 과산화

물가를 측정한 결과 Fig. 2와 같이 반복적으로 튀김을 할

경우 튀김유의 과산화물가는 모두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

을 볼 수 있었으며, 30회를 반복하여 사용한 튀김유의 과산

화물가를 보면 포도씨유가 16.7 meq/kg으로 가장 적게 증가

하였고,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올리브유로 32.6 meq/kg의

과산화물가를 보였으며 대두유는 22.5 meq/kg, 옥수수유는

25.9 meq/kg을 나타내었다. Son 등(23)과 Sims(24)에 의하

면 유지를 반복적으로 튀김을 하게 되면 과산화물가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며 이에 따라 유도기간이 단축된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Lee와 Park(11)이 식용유

지별에 따라 감자를 반복 튀김한 후 과산화물가가 식용유의

종류에 따라 증가하는 현상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것

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튀김수삼의 과산화물가

수삼튀김 시 적절한 튀김온도인 180oC 온도의 식용유에서

수삼을 반복하여 튀김할 경우 재사용한 튀김유에서 튀김한

수삼 내의 과산화물가를 측정한 결과 Fig. 3과 같다. 과산화

물가는 유지 및 지질함유식품을 상온에 두거나 가열할 경우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 지질성분이 산화반응이 일어나 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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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of the major fatty acid composition in oils after frying ginseng for 2 min 30 sec at 180
o
C

Oils Frying number 16:0 18:0 18:1 18:2 18:3 20:0

Soybean oil

0
5
10
15
20
25
30

11.11±0.05
11.21±0.05
12.04±0.06
12.28±0.03
12.88±0.05
13.17±0.04
13.26±0.03

4.21±0.02
4.51±0.03
4.76±0.03
4.83±0.05
5.02±0.04
5.34±0.03
5.87±0.04

24.58±0.08
24.57±0.10
24.68±0.11
24.30±0.16
24.01±0.17
23.65±0.16
23.74±0.14

52.85±0.10
52.69±0.09
51.49±0.12
51.73±0.11
51.50±0.16
51.24±0.13
50.77±0.12

6.92±0.03
6.68±0.02
6.59±0.04
6.02±0.01
5.83±0.02
5.77±0.02
5.54±0.03

0.33±0.01
0.34±0.01
0.44±0.02
0.84±0.02
0.76±0.03
0.83±0.02
0.82±0.02

Corn oil

0
5
10
15
20
25
30

11.31±0.04
11.68±0.06
11.73±0.06
11.77±0.05
12.01±0.05
12.57±0.06
13.42±0.07

1.89±0.02
1.87±0.01
1.83±0.02
1.84±0.03
1.90±0.03
1.94±0.02
2.34±0.02

29.37±0.10
29.30±0.09
29.49±0.09
38.59±0.12
41.21±0.16
44.25±0.18
48.66±0.15

55.99±0.08
55.69±0.10
55.55±0.12
46.44±0.14
43.68±0.14
39.96±0.13
34.57±0.14

1.07±0.01
1.03±0.01
1.00±0.01
1.02±0.02
0.85±0.02
0.88±0.01
0.63±0.01

0.37±0.03
0.43±0.03
0.40±0.02
0.34±0.03
0.35±0.03
0.40±0.03
0.38±0.02

Olive oil

0
5
10
15
20
25
30

10.71±0.01
10.75±0.02
10.99±0.04
11.23±0.03
11.05±0.05
11.22±0.04
11.34±0.04

3.75±0.02
3.79±0.04
3.81±0.02
4.15±0.03
4.26±0.02
4.44±0.02
4.67±0.01

75.30±0.22
76.01±0.28
76.10±0.27
76.44±0.26
75.22±0.30
73.14±0.28
71.46±0.42

8.95±0.01
8.42±0.01
8.10±0.02
7.23±0.03
8.54±0.02
10.45±0.04
11.81±0.03

0.84±0.01
0.55±0.02
0.51±0.02
0.52±0.01
0.48±0.02
0.31±0.01
0.32±0.01

0.45±0.01
0.48±0.01
0.49±0.02
0.43±0.02
0.45±0.02
0.44±0.01
0.40±0.01

Grape
seed oil

0
5
10
15
20
25
30

8.91±0.03
9.21±0.02
9.51±0.03
9.73±0.04
9.88±0.02
10.04±0.03
10.25±0.01

3.92±0.02
4.03±0.02
4.05±0.03
4.39±0.03
4.52±0.02
4.85±0.02
4.97±0.02

25.66±0.08
25.76±0.07
26.21±0.10
30.21±0.09
32.24±0.09
35.01±0.11
37.14±0.07

58.35±0.05
58.04±0.08
57.51±0.10
53.03±0.09
50.86±0.07
47.75±0.09
45.24±0.08

2.87±0.01
2.61±0.01
2.42±0.02
2.31±0.02
2.22±0.01
2.04±0.01
2.10±0.01

0.29±0.01
0.35±0.01
0.30±0.02
0.33±0.02
0.28±0.01
0.31±0.01
0.30±0.02

화물이 생성되며 이 과산화물은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각종

병을 유발시키는 원인물질이 되기 때문에 유지식품은 되도

록이면 산화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실험에서

식용유지별로 수삼을 반복하여 튀김해본 결과, 30회째 튀김

한 수삼의 과산화물가를 볼 때 옥수수유는 10.3 meq/k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올리브유는 7.6 meq/kg, 대두유는 6.5

meq/kg, 그리고 포도씨유는 4.7 meq/kg의 순으로 과산화물

가를 보였으나, 그리 높지 않은 편으로 식품공전상 튀김식품

의 규격인 60 meq/kg 이하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영향을 끼

치는 결과는 주지 않았다.

튀김유의 유리지방산 함량의 변화

본 실험에 사용한 대두유, 옥수수유 및 포도씨유는 C18:2

의 구조를 가진 linoleic acid가 전체 구성지방산 중 52～58%

정도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그 다음이 C18:1의 구조를

가진 oleic acid가 주를 이루는 식용유이며, 올리브유는 oleic

acid가 약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linoleic acid

가 약 9%를 구성하고 있는 식용유이다. 이러한 유리지방산

을 구성하고 있는 식용유를 이용하여 각각 수삼을 30회씩

반복하여 튀김한 후 유리지방산의 함량의 조성변화를 본 결

과, Table 1과 같다. 대두유, 옥수수유 및 포도씨유 모두 oleic

acid와 linoleic acid, linoleic acid 등 불포화도가 있는 지방산

은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palmitic acid와 stearic

acid 등 포화지방산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옥수수유는 15회를 반복하여 튀긴 이후부터는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대두유나 포도씨유보다 급격하게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식용유 중 올리브유는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oleic acid는 15회까지는 반복횟수가 증

가할수록 약간씩 증가하다가 그 이후는 다시 감소하는 현상

을 보였고 linoleic acid는 오히려 반복횟수가 증가할수록 조

금씩 함량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Choi와 Lee(25),

Lee와 Park(11)이 튀김유의 종류에 따라 감자를 반복적으로

튀김한 후 튀김유에 대한 유리지방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sunflower oil은 oleic acid가 감소하고 linoeic acid는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고, canola oil은 oleic acid가 증가하고 lino-

leic acid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어 식용유의 종류에 따라

튀김 시 불포화지방산의 조성 변화가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튀김 시 온도 및 처리시간에 따른 수삼의 아크릴아마이

드 생성량 변화

일반적으로 아크릴아마이드(C3H5NO)는 포테이토칩, 프

랜치파이 빵과 같은 전분질식품을 가열처리에 의하여 요리

할 때 생성하는 발암성 물질이다. 특히 이 물질은 아미노산

중 asparagine과 환원당이 가열 및 튀김조리 시 메일라드반

응에 의하여 생성되어지는 것이다(26). 최근 이 아크릴아마

이드의 물질을 최대한 적게 발생하게 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바, 전분질 및 유리당의 함량이 높은 식품은 고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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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of color in oils after frying ginseng for 2 min 30 sec at 180oC.

튀기기 전에 물에 수침하여 유리당을 일부 용출시킨 후에

튀김을 하면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도 있다(27,28). 본 연구에서도 수삼은 전분 및 유리당을

함유하고 있어서 튀김 시 이 물질의 생성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식용유지별, 온도처리별에 따라 수삼을

튀김한 후 튀김수삼 내에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분석한 결

과, Fig. 4와 같다. 식용유지 중 올리브유가 가장 적게 발생하

였고 그 다음이 포도씨유, 대두유이었으며 옥수수유가 가장

많은 발생하였다. 또 가열온도가 높을수록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높아짐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Kim 등(21)이 감자

튀김 시 가열온도가 높을수록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증가

한다고 보고한 결과와 같은 경향이었다. 일반적으로 식품을

튀길 때 튀기는 온도가 너무 낮으면 튀김시간이 길어짐과

동시에 튀김유가 식품에 혼입율이 높아져서 기름의 느끼한

맛이 강하게 되며, 튀김온도가 너무 높으면 빨리 튀겨지는

반면에 내부까지 식품이 다 익게 할 경우 바깥 표면이 갈색

으로 탄화되게 된다. 이때 탄화된 식품일수록 아크릴아마이

드 함량이 높았다(21)고 한 결과를 고려하면 튀김온도를 너

무 높여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실험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튀김할 경우 가장 적절한 튀김온도는 2분 30

초간 튀김할 경우 130oC에서는 수삼 내부가 거의 익지 않은

현상을 보였고 160
o
C의 온도에서는 수삼의 중심부위가 약간

익지 않았으며 180oC의 온도에서는 수삼이 충분히 익었으나

표면의 색이 약간 옅은 갈색현상이 일어났고, 200oC의 온도

에서는 표면색이 짙은 갈색화 현상이 일어났다(no data).

Kim 등(21)이 감자를 튀김할 경우 165oC에서 2분 30초간

튀겼을 때 크리스피가 좋았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 사용

한 원료의 형태 중 두께가 더 얇은 조건 때문에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튀김 시 튀김원료의 형태 및 크기

에 따라 튀김온도 및 시간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실험에서 수삼채 형태의 크기로 튀김할 경우 180oC 이하

의 온도에서 2분 30초간 튀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을 볼

수 있었다.

180oC의 튀김온도에서 수삼을 가열처리 시간별에 따라 튀

김을 한 후, 아크릴아마이드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Fig. 5와

같다. 일반적으로 가열시간을 짧게 할수록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적게 생기므로 2분에서 3분30초까지 30초 간격으로

튀김한 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분석한 결과 시간이 길어

질수록 생성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수삼

이 가장 적절하게 튀겨질 수 있는 단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음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실험에서는 수삼채 튀김 시 2분

30초간 튀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튀김유의 색도 및 점도

식용유를 반복하여 사용할 경우 식용유의 색도는 튀김하

는 식품에 따라 색도가 짙어지는 현상을 초래한다. 따라서

식용유지별에 따라 수삼을 반복적으로 튀김한 후 튀김유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 Fig. 6과 같다. 대두유, 옥수수유 및 포

도씨유의 밝기는 반복횟수가 증가할수록 밝기(L)는 감소하

는 현상을 보였고 올리브유는 초기 식용유의 색도가 진하여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튀김을 반복할수록

적색도(a)는 감소하였으며, 황색도(b)는 반복할수록 증가하



946 이가순․김관후․김현호․성봉재․김선익․한승호․이석수․이규희

0

20

40

60

80

100

120

140

0 5 10 15 20 25 30

Frying number

V
is

co
si

ty
 (c

P
s)

  .

Soybean oil
Corn oil
Olive oil
Grape seed oil

Fig. 7. Changes of viscosity in oils after frying ginseng for
2 min 30 sec at 180

o
C.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초기 식용유의 색도가 가장 옅은

미황색을 띄고 있는 대두유가 적색도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

으며 초기 색도가 진한 청색을 띄고 있는 올리브유는 상대적

으로 적색도의 감소 변화가 적게 나타났고 황색도는 초기에

는 크게 감소하다가 반복횟수가 15회 이후부터는 크게 변하

지 않았다. 시각적으로 볼 때 갈색화 현상이 가장 심하게

일어난 식용유는 옥수수임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반복적으

로 사용한 식용유의 색도가 갈색화가 심해지면 튀김 시 튀김

옷이나 튀김식품에 흡유되어 갈색화를 초래하게 되어짐으

로 유지의 색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용유는 높은 온도에서 식품을 가열하게 되면 유지의 점

성이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식용유지별에 따라 수삼을

반복적으로 튀겼을 때 점성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 Fig. 7과

같다. 튀김을 하지 않은 상태인 식용유의 점도는 본 실험조

건에서 올리브유가 79.18 cPs로 대두유, 옥수수유 및 포도씨

유의 점도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튀김을 30회 반복한 후

식용유의 점도의 변화를 보면 옥수수유가 가장 적게 점도가

증가하였고 대두유, 올리브유 및 포도씨유는 110 cPs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식용유 중에 포도씨유가 초기

원유의 점도는 낮아서 유동성이 좋았으나 튀김을 10회 반복

하면서 점성이 급격히 높아진 다음 20회 이후부터는 미약하

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Yun 등(29)이 튀김을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할 경우 튀김재료에 의하여 지방의 산

패과정에서 생성되는 중합물에 의하여 튀김유의 점도가 증

가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 Ahn 등(22)의 연구에 의

하면 튀김재료를 넣지 않고 식용유를 일정시간 가열한 후

점도를 측정한 결과 옥수수유의 점도가 가장 높았고 올리브

유가 가장 낮았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

었다. 따라서 튀김을 할 경우 튀김유의 이화학적 변화는 튀

김온도 및 시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지만 튀김 시 튀김재료

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튀김재료의 성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연구를 더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요 약

본 연구는 수삼을 식용유지별, 튀김온도별에 따라 수삼을

튀김한 후 수삼과 유지의 품질학적인 특성 변화를 측정하였

다. 식용유지는 대두유, 옥수수유, 올리브유 및 포도씨유를

사용하였으며, 튀김수삼과 튀긴 후 식용유지의 산가, 과산화

물가 및 유리지방산가의 함량 변화와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량을 측정하였으며 반복적으로 튀긴 기름의 색도 및 점도를

측정하였다. 튀김온도가 높을수록 튀김유의 산가 및 과산화

물가는 모두 증가하였다. 수삼채를 튀김할 경우 180
o
C 이하

의 온도에서 2분30초 이내로 튀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였

으며, 이 조건에서 30회간 반복 튀김하였을 경우 포도씨유가

16.7 meq/kg으로 가장 적게 증가하였고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올리브유로 32.6 meq/kg이었다. 튀김수삼에서의 과산

화물가는 옥수수유가 10.3 meq/k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포도씨유가 4.7 meq/kg으로 가장 낮았다. 대두유, 옥수수유

및 포도씨유 모두 oleic acid와 linoleic acid, linoleic acid 등

불포화도가 있는 지방산은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palmitic acid와 stearic acid 등 포화지방산의 함량은 상대적

으로 증가하였다. 튀김수삼 내에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식

용유지 중 올리브유가 가장 적게 생성되었고 옥수수유가 가

장 많이 생성되었으며, 반복적으로 튀김을 할 경우 대두유,

옥수수유 및 포도씨유의 색도의 변화는 밝기와 적색도는 감

소하였고 황색도는 증가하였으며 올리브유는 밝기는 증가

하고 적색도와 황색도는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갈색화가 가

장 심하게 나타난 튀김유는 옥수수유이었다. 점도는 반복적

으로 튀김을 할 경우 옥수수유가 점도가 가장 적게 증가하였

고 대두유, 올리브유 및 포도씨유는 110 cPs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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