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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onine과 Sucrose를 이용한 인삼의 색상 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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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of Roast Color Formation in Ginseng Using Threonine and Suc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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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investigated the roast color formation properties of ginseng upon soaking in threonine/sucrose 
solution followed by roasting. To determine operational parameters, including threonine concentration (X1, 0.1～0.9%), 
sucrose concentration (X2, 1.0～3.0%), and roasting temperature (X3, 130～170°C),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was 
applied to monitor color properties, including brown color intensity, Hunter's colors, and organoleptic color. Coefficients 
of determinations (R2) of the models were above 0.8758 (P<0.05) in terms of brown color intensity and Hunter's 
color parameters. Brown color intensity of roasted ginseng extract was maximized in 0.70% threonine and 2.32% 
sucrose soaking solution under roasting conditions of 25 min at 166.03°C. a values of roasted ginseng were maximized 
in 0.74% threonine and 2.19% sucrose soaking solution under roasting conditions of 165.40°C. b values of roasted 
ginseng were maximized in 0.61% threonine and 2.28% sucrose soaking solution under roasting conditions of 159.16°C. 
The maximum organoleptic color score of roasted ginseng extract was 7.27 in 0.53% threonine and 1.01% sucrose 
soaking solution under roasting conditions of 146.9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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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삼을 원료로 사용하여 표피를 제거하거나 제거하지 않

고 그대로 건조한 후 수분 함량이 12% 이하가 되도록 가공

한 인삼제품을 백삼이라고 한다. 이러한 백삼에는 인위적으

로 발현된 갈변물질이 거의 없고 flavonoid계 천연색소가 

일부 존재한다(1). 식품의 가공 중 아미노산과 당은 비효소

적인 갈변반응인 Maillard 반응(amino-carbonyl 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성분이다(2). 백삼에는 갈변반응 기질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아미노산이 arginine, proline, as-

partic acid, serine, leucine, phenylalanine, threonine의 

순으로 총 17종이 존재하며, 유리당은 sucrose가 13.05%

로 대부분이며 maltose, glucose, fructose 및 rhamnose가 

소량 발견된다(3). 수삼을 증숙과 건조를 반복하여 인삼 전

분을 호화시켜 수분 함량이 12.5~13.5%가 되도록 가공한 

것을 홍삼이라 하는데, 제조과정 중 비효소적 갈색화 반응이 

촉진되어 농다갈색의 색상을 가지며 매우 단단한 형태로 가

공하여 원형을 유지시킨 제품이다(4). 홍삼은 인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갈색물질과 구수한 향기성분이 발현되어 

인삼보다 기호성이 훨씬 증가하여 가공제품으로 많이 소비

되고 있다(4). 그러나 홍삼 및 흑삼과 같은 제품은 찌고 말리

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지나친 가열처리로 인해 유해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할 수 있다(5). 

식품의 가공 중 아미노산과 당의 Maillard 반응을 통한 

색상 발현은 국내에서 일부 연구되어 왔으며, Lee 등(6)은 

탈지대두박과 옥수수전분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아미노산과 

당을 이용하여 복합기질계 Maillard 반응 모델을 수립하여 

기질의 변화와 갈색도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였다. Kwon 등

(7)은 둥굴레를 볶음처리하면서 둥굴레의 아미노산과 당 성

분을 조사함으로써 둥굴레의 갈변반응에 따른 반응기질인 

아미노산과 당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였는데, 둥굴레의 아미

노산은 threonine이 가장 많았고 볶음 온도와 시간이 증가

할수록 대부분의 아미노산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유리당은 주로 sucrose와 fructose였으나 그 함량은 볶음

처리에 따라 급격히 감소한다고 하였다. Ryu 등(8)은 둥굴

레의 볶음처리에 따른 색도 변화와 관능적 특성에 대하여 

관찰하였는데, 볶음 둥굴레 차의 관능적 품질로서 색상, 맛 

및 향은 볶음처리와 더불어 기호도가 향상된다고 보고하였

다. 그리고 Park 등(9)은 둥굴레 근경의 총 유리아미노산은 

볶음온도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볶음시간이 길어질수록 감

소하였으며, 그중 threonine, glycine 및 serine 함량이 볶

음시간의 경과와 함께 급속히 감소한다고 하였다. Hong 등

(10)은 치커리의 볶음처리에 따른 갈변 정도를 연구하여 볶

음 치커리 추출액의 갈색도는 환원당 및 아미노태 질소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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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반비례하고 볶음 온도 및 시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고 

하여 아미노산과 당이 치커리의 갈변반응 기질로서 관여한

다고 하였다. 

전통적으로 인삼은 한약재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 홍

삼이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각종 홍삼 가공제품이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삼 또한 건

강식품이면서 동시에 기호식품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홍

삼처럼 소비자의 기호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관능적 색상

의 발현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삼을 지나치게 가열처

리할 경우 유용성분이 파괴되고 벤조피렌과 같은 유해물질

이 발생하는 등 열화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삼을 건조하여 아미노산과 당 용액에 

침지한 후 건조하여 짧은 시간 가열 볶음처리로 아미노산-

당의 Maillard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가 선호하는 인

삼 색상을 발현해 보고자 반응표면분석을 통하여 색상 변화

를 모니터링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경북 영주군 풍기의 농가에서 수삼을 구입하여 시료로 사용

하였다. 인삼의 전처리는 수확한 후 수삼을 1.5 mm로 세절

하여 50°C 열풍건조기에서 8시간 건조하였다. 그 외 threo-

nine(L-threonine, Kisanbio, Seoul, Korea)과 sucrose

(백설탕, CJ Cheiljedang, Seoul, Korea)를 사용하였다.  

침지 및 볶음  

인삼의 침지는 건조한 인삼절편을 50°C에서 0.1~0.9% 

threonine/1~3% sucrose 용액에 1시간 동안 침지한 후 

40°C에서 12시간 건조하였다(11). 볶음방법은 원통형 회전

식 볶음장치(원적외선 볶음기 THR-020, 태환자동화산업, 

부천, 한국)에서 회전속도를 25 rpm으로 조절한 후 130~ 

170°C의 가열온도에서 25분간 볶음처리하였다. 

실험계획

건조 인삼의 Maillard 반응기질 용액에 침지 및 볶음에 

따른 색상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자 실험계획은 중심합성

계획법(12)에 의하여 설계하였고, 반응표면 회귀분석을 위

해서는 SAS program(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 

8.0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4차원 반응표

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Mathematica program(13)을 사

용하였다. 

중심합성실험계획에 따라 침지용액의 threonine 농도

(0.1, 0.3, 0.5, 0.7, 0.9%), sucrose 농도(1.0, 1.5, 2.0, 2.5, 

3.0%) 그리고 볶음온도(130, 140, 150, 160, 170°C)는 –2, 

-1, 0, 1, 2 다섯 단계로 부호화 하였으며, 실험계획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종속변수로는 갈색도, Hunter's 

color parameters 및 관능적 색상으로 하였다. 

갈색도 측정

갈색도를 측정하기 위한 인삼의 추출은 볶음 인삼 1 g을 

90°C 열수 100 mL에서 1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이때 추출

액을 원심분리(1,000×g, 15 min) 하여 상층액을 spec-

trophotometer(CE393, Cecil, Cambridge, UK)를 사용하

여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9). 

기계적 색도 측정

침지 후 볶음 인삼을 분쇄하여 분말시료의 기계적 색도 

측정은 색도계(CR-200, Minolta Co., Osaka, Japan)를 사

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여 Hunter 방식인 L, a, b 값을 평균

값으로 나타내었으며, 이때 사용된 표준 백반의 L, a, b 값은 

각각 95.2, -1.45, 2.54이었다.

관능검사

각 조건별로 침지 및 볶음시료에 대한 관능적 품질평가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시료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용어, 평가기

준 등을 숙지시킨 후 동일한 시료를 5회 반복하여 관능검사

를 행한 후 F-검정으로 차이 식별 능력이 우수한 16명을 

선발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관능검사 시료는 볶음 인

삼 5 g을 90°C 열수 500 mL에서 1시간 동안 추출하여 검사

하였으며, 9점 ‘매우 좋다’, 5점 ‘보통이다’, 1점 매우 ‘나쁘

다’로 나타내었다(14,15). 관능검사는 한 번에 3종류의 시료

를 제시하여 균형 불완전블럭계획법(16)으로 색상에 대하

여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갈색도의 변화

인삼 건조절편을 threonine과 sucrose 혼합용액에 침지 

및 건조한 후 볶음처리한 인삼의 갈색도 변화를 관찰해 본 

결과, threonine 및 sucrose 농도와 볶음온도의 변화에 따

른 갈색도의 변화는 0.513~2.683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Table 1). 이를 회귀분석한 결과 갈색도에 대한 모델식의 

R2은 각각 0.9249로 1% 이내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

다(Table 2). 볶음 인삼의 갈색도는 threonine의 농도가 증

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볶음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sucrose의 농도는 갈색도의 변화

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sucrose가 증가할수록 완

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1). 이러한 현

상은 Park 등(9)이 둥굴레의 가열에 따른 갈변반응을 모니

터링 하여 볶음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나 볶음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 지나면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으

며, 고온에서 일정시간 경과 후에는 갈변반응기질이 줄어들

거나 많은 갈변물질이 불용성 고분자 물질로 침전, 제거되어 

수용성 갈변물질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고 한 내용과는 다



Threonine과 Sucrose를 이용한 인삼의 색상 발현 모니터링 737

Table 1. Experimental data on brown color intensity, Hunter's colors, and organoleptic color of the roasted ginseng under different 
conditions based on central composite design for response surface analysis

Exp. 
No.1)

Threonine 
conc. (%) 

Sucrose
conc. (%)

Roasting 
temp. (°C)

Brown color intensity
(OD at 420 nm)

Hunter's colors Organoleptic color
(sensory score)L value a value b valu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0.7 ( 1)
0.7 ( 1)
0.7 ( 1)
0.7 ( 1)
0.3 (-1)
0.3 (-1)
0.3 (-1)
0.3 (-1)
0.5 ( 0)
0.5 ( 0)
0.9 ( 2)
0.1 (-2)
0.5 ( 0)
0.5 ( 0)
0.5 ( 0)
0.5 ( 0)

2.5 ( 1)
2.5 ( 1)
1.5 (-1)
1.5 (-1)
2.5 ( 1)
2.5 ( 1)
1.5 (-1) 
1.5 (-1)
2.0 ( 0)
2.0 ( 0)
2.0 ( 0)
2.0 ( 0)
3.0 ( 2)
1.0 (-2)
2.0 ( 0)
2.0 ( 0)

160 ( 1)
140 (-1)
160 ( 1)
140 (-1)
160 ( 1)
140 (-1)
160 ( 1)
140 (-1)
150 ( 0)
150 ( 0)
150 ( 0)
150 ( 0)
150 ( 0)
150 ( 0)
170 ( 2)
130 (-2)

 2.2572)

1.312
2.189
1.109
1.710
0.660
1.473
1.050
1.484
1.476
2.290
0.393
1.959
1.030
2.683
0.513

57.27
68.23
53.38
69.71
62.01
80.63
65.13
71.08
64.33
64.25
51.01
85.47
58.68
70.02
47.19
81.58

32.20
17.70
32.17
13.88
22.91
11.61
19.93
10.99
20.30
21.37
33.30
-0.85
27.02
11.92
35.22
1.00

88.41
80.73
84.97
73.74
84.37
46.71
82.07
70.44
84.62
84.31
66.22
35.25
86.46
68.86
78.43
42.81

4.00 
6.00
4.50
7.00
4.00
6.67
5.00
6.00
5.67
5.50
4.83
6.50
5.50
7.67
4.50
5.17

1)The number of experimental conditions by central composite design.
2)Data were expressed as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Table 2. Polynomial equations calculated by RSM program for the roasted ginseng 
Responses Polynomial equations1) R2 P-value

Brown color intensity Y1=6.018969－3.566875X1－1.921000X2－0.081362X3－0.865625X1
2+

0.530000X1X2+0.014500X2
2+0.034500X1X3+0.012300X2X3+0.000295X3

2 0.9249 0.0093

Hunter's
colors

L value Y2=135.884375－20.131250X1+27.917500X2－0.375250X3+24.687500X1
2－

5.025000X1X2+0.060000X2
2－0.170000X1X3－0.182500X2X3+0.000237X3

2 0.8792 0.0340

a value
Y3=－235.275938－58.528125X1+15.412500X2+2.489750X3－28.875000X1

2+
0.312500X1X2－1.375000X2

2+0.784375X1X3－0.035750X2X3－
0.006838X3

2
0.9169 0.0123

b value
Y4=－1,417.012500+448.850000X1－74.167500X2+18.543125X3－

210.500000X1
2+39.825000X1X2－6.755000X2

2－1.89875X1X3+
0.562000X2X3－0.059488X3

2
0.8758 0.0366

Organoleptic color Y5=－35.734688+9.109375X1+0.347500X2+0.587500X3+0.500000X1
2－

1.462500X1X2+1.000000X2
2－0.051875X1X3－0.029250X2X3－0.001875X3

2 0.7181 0.2673

1)X1: threonine concentration (%), X2: sucrose concentration (%), X3: roasting temperature (°C).

소 상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인삼을 threo-

nine과 sucrose에 침지함으로써 갈변반응기질이 충분하여 

계속적인 갈변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조건변수

들이 갈색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통해 

F값을 구해 본 결과(Table 3), 볶음온도의 영향이 가장 높게 

나타나 F값이 11.46으로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

었으며, 다음으로 threonine 농도의 영향이 높게 나타나 F

값이 6.31로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그러나 

sucrose 농도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F값이 0.87로 

가장 낮아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볶음 인삼의 갈색도에 대한 반응표면 형태가 안장점

(saddle point)을 나타내었으므로 능선분석을 실시해 본 결

과, 최소점의 갈색도는 0.19% threonine, 2.07% sucrose 

및 볶음온도 137.36°C에서 0.39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최

대점의 갈색도는 threonine/sucrose 농도와 볶음온도가 높

은 0.70% threonine, 2.30% sucrose 및 볶음온도 166.03 

°C에서 2.96을 나타내었다(Table 4).

기계적 색도의 변화

건조 인삼의 아미노산-당 침지 및 볶음에 따른 색도의 변

화를 관찰해 본 결과, L값 47.19~85.47, a값 -0.85~35.22 

및 b값 35.25~88.41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1). 이를 회

귀분석한 결과 L, a, b 값의 R2은 각각 0.8792, 0.9169, 

0.8758로 모두 5% 이내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2). 

볶음 인삼의 L값은 갈색도와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으

며, threonine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볶음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sucrose 



738 이  기  동

Fig. 1. Response surface for brown color intensity of the roasted
ginseng at constant values (color intensity (OD) at 420 nm: 0.5-
1.0-1.5-2.0-2.5) as a threonine concentration, sucrose concen-
tration, and roasting temperature.

Table 3. Regression analysis for regression model of brown col-
or intensity, Hunter's colors, and organoleptic color of the roast-
ed ginseng

Regression model
F-value

Threonine
conc. (%)

Sucrose
conc. (%)

Roasting
temp. (°C)

YBrown color intensity

YHunter's color L value

YHunter's color a value

YHunter's color b value

YOragnoleptic color

6.31**

4.41*

6.47**

5.96**

0.32

0.87
0.14
0.90
0.78
1.15

11.46***

 6.38**

 9.44***

 5.61**

 2.01
*P<0.1, **P<0.05, and ***P<0.01.

Table 4. Estimated levels of optimum soaking and roasting conditions for the roasted ginseng 

Responses
Soaking and roasting conditions Estimated

responses MorphologyThreonine conc. (%) Sucrose conc. (%) Roasting temp. (°C)
Max. Min. Max. Min. Max. Min. Max. Min.

Brown color intensity 0.70 0.19 2.32 2.07 166.03 137.36 2.96 0.39 Saddle point

Hunter's colors
L value
a value
b value

0.19
0.74
0.61

0.70
0.24
0.19

2.10
2.19
2.84

2.28
1.72
2.19

137.45
165.40
159.16

166.39
135.77
138.02

85.58
41.18
96.42

44.94
0.87

28.39

Saddle point
Maximum
Maximum

Organoleptic color 0.53 0.62 1.01 2.29 146.96 168.19 7.27 3.17 Saddle point

농도의 영향은 크지 않아 sucrose의 증가에 따른 변화는 

아주 적었다(Fig. 2(A)). 조건변수들이 L값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F값(Table 3)은 볶음온도의 영향이 가장 높게 나

타나 F값이 6.38로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threonine 농도의 영향이 높게 나타나 F값이 4.41

로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그러나 sucrose 

농도는 유의성이 없었으며 F값이 0.14로 가장 낮아 아주 

적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볶음 인삼의 L값에 대한 반응표

면 형태가 안장점을 나타내었으며, 최소점에서 L값은 0.7% 

threonine, 2.28% sucrose 및 볶음온도 166.39°C에서 

44.94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최대점의 L값은 0.19% threo-

nine, 2.10% sucrose 및 볶음온도 137.45°C에서 85.58을 

나타내었다(Table 4). 이것은 갈색도와 거의 반대되는 현상

으로 갈색도가 높아질 경우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이 낮아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볶음 인삼의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의 반응표면은 갈색

도(420 nm에서의 흡광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threonine과 sucrose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a값이 증가하였

고 볶음온도가 증가할수록 a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그러나 갈색도와 마찬가지로 sucrose 농도의 영향은 크

지 않았다(Fig. 2(B)). a값에 대한 F값(Table 3)은 볶음온도

의 영향을 가장 받아 F값이 9.44로 1%의 유의수준에서 유

의성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threonine 농도의 영향이 높게 

나타나 F값이 6.47로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그러나 sucrose 농도는 유의성이 없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a값에 대한 반응표면의 최소점은 0.24% threonine, 1.72% 

sucrose 및 볶음온도 135.77°C에서 0.87을 나타내었다. 그

러나 최대점의 a값은 0.74% threonine, 2.19% sucrose 및 

볶음온도 165.40°C에서 41.18을 나타내었다(Table 4). 이

것은 Lee 등(11)이 건조 도라지를 threonine 용액에 침지 

및 볶음에 따른 a값의 변화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건조 도라지는 볶음에 따른 a값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고 

하였으며, 고온에서는 threonine 농도의 변화에 대한 영향

이 거의 없었으나 140°C 이하에서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

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도라지와 인삼에 기본적으

로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과 당 성분의 차이 때문으로 여겨

진다(3,17).

볶음 인삼의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0.61% threonine 

농도까지는 threonine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나 

0.61% threonine 이상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또한 볶음온도에서도 159°C까지는 볶음온도가 증가

할수록 증가하였으나 그 이상에서는 다시 감소하였다(Fig. 

2(C)). 이러한 결과는 Lee 등(11)이 도라지의 색상발현에서 

1.10% threonine 농도에서 가장 높았으나 그 이상에서는 

황색도가 감소한다고 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아미노

산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라지의 경우 threonine 용액

의 침지 농도가 더 높은 것과 일치하는 경향이었고 155°C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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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ponse surfaces for Hunter's colors of the roasted gin-
seng at constant values [Hunter's colors: 50-60-70-80-90 at L 
value (A), 1-13-21-29-37 at a value (B), and 40-55-70-85 at
b value (C)] as a threonine concentration, sucrose concentration,
and roasting temperature.

Fig. 3. Response surface for organoleptic color of the roasted 
ginseng at constant values (sensory scores: 4-5-6-7) as a threonine
concentration, sucrose concentration, and roasting temperature.

지는 볶음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고 하여 부분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b값은 sucrose 농도가 증가

할수록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2(C)). 조건

변수들이 a값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F값(Table 3)은 

볶음온도보다 threonine 농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F값이 

가장 높은 5.96으로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으

며, 다음으로 볶음온도의 영향이 높게 나타나 F값이 5.61로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그러나 sucrose 농도

는 황색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볶

음 인삼의 b값에 대한 반응표면은 최대점을 나타내었으며, 

최소점에서 b값은 0.19% threonine, 2.19% sucrose 및 볶

음온도 138.02°C에서 28.39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최대점

의 b값은 0.61% threonine, 2.84% sucrose 및 볶음온도 

159.16°C에서 96.42를 나타내었다(Table 4). 황색도는 갈

색도와는 다른 패턴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인삼 고유의 색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황색도가 높게 나타나는 조건

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관능적 색상의 변화

인삼은 기호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식품소재는 아

니지만 건강을 위해 장년층 및 노년층에서 오랫동안 즐겨 

먹어왔던 전통 건강식품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홍삼이 많이 

알려지면서 식품으로 인삼의 소비는 크게 감소되었다. 이러

한 인삼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건강식품으로 다가가기 위해

서는 홍삼처럼 소비자가 선호하는 색상으로 가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건조인삼을 아미노산-당 용액에 침지와 볶음

에 따른 색상의 발현이 관능적인 기호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반응표면분석을 통한 관능적 색상 

특성을 모니터링 하였다.

볶음 인삼의 관능적 색상에 대한 관능평점은 4.00~7.67

의 범위를 나타내었다(Table 1). 관능적 색상에 대한 반응표

면을 관찰해 본 결과, 색상에 대한 기호도는 147°C까지 볶

음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su-

crose의 농도가 낮을수록 증가하였다(Fig. 3). 이러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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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라지를 threonine 용액에 침지 후 볶음처리한 경우 볶

음온도가 낮을수록 증가였다고 보고한 Lee 등(11)의 결과

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인삼의 관능적 색상에 대한 threo-

nine의 농도는 관능적 색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나 Lee 등(11)의 도라지 차에서는 threonine 농도가 

낮은 조건에서 볶음처리한 도라지 차가 관능적으로 우수하

였다고 보고하여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것은 

인삼이 도라지보다 아미노산의 함량이 많고 아미노산 조성

도 glutamic acid 함량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도라지보

다 고른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3,17). 조건

변수들이 관능적 색상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F값

(Table 3)은 볶음온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sucrose 

농도, threonine 농도 순이었으나 모두 유의성이 없었다. 

볶음 인삼의 관능적 색상에 대한 반응표면은 안장점의 형

태를 나타내어 능선분석을 해 본 결과, 최소점에서 기호도는 

0.62% threonine, 2.29% sucrose 및 볶음온도 168.19°C

에서 3.17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최대점에서 기호도는 0.53 

% threonine, 1.01% sucrose 및 볶음온도 146.96°C에서 

7.27을 나타내었다(Table 4).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threonine과 sucrose를 이용

한 인삼의 색상발현은 도라지의 색상발현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인삼과 도라지의 아미노산의 함량과 조성의 

차이로 인하여 다소 다른 패턴을 나타내었다(11). 그리고 

볶음 인삼의 관능적 색상에 대한 선호도는 적색도와 황색도

인 a, b 값이 낮은 조건에서 만들어진 인삼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나 적색도와 황색도가 높은 것과 인삼의 선호도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요   약 

본 연구는 인삼의 threonine/sucrose 용액 침지 및 볶음온

도에 따른 색상의 발현특성을 조사하였다. 인삼의 아미노산 

및 당 혼합용액 침지 및 볶음 조건은 threonine 농도(X1, 

0.1~0.9%), sucrose 농도(X2, 1.0~3.0%) 및 볶음온도(X3, 

130~170°C)이며, 종속변수로는 갈색도, Hunter's colors 

및 관능적 색상을 반응표면분석을 통하여 모니터링 하였다. 

갈색도와 기계적 색도에 대한 회귀식의 R2은 모두 0.8758 

이상으로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인삼추출물

의 갈색도가 가장 높은 침지 및 볶음조건은 threonine 농도 

0.70% 및 sucrose 농도 2.32%에서 침지한 후 건조하여 

166.03°C에서 25분간 볶음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볶음 

인삼의 적색도가 가장 높은 침지 및 볶음조건은 threonine 

농도 0.74% 및 sucrose 농도 2.19%에서 침지한 후 건조하

여 165.40°C에서 볶음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황

색도가 가장 높은 침지 및 볶음조건은 threonine 농도 

0.61% 및 sucrose 농도 2.84%에서 침지한 후 건조하여 

159.16°C에서 볶음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능적 특성으

로서 볶음 인삼의 색상에 대한 관능평점은 threonine 농도 

0.53% 및 sucrose 농도 1.01%에서 침지한 후 건조하여 

146.96°C에서 25분으로 볶음처리한 것이 가장 높은 기호도

(7.27)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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