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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 추출물을 첨가한 도라지와 연근 정과의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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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bellflower (Platycodon grandiflorum) root and lotus (Nelumbo nucifera) 
root Jeonggwa as a health foo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Jeonggwa to which 0-8% (w/w) of Omija (Schizandra 
chinensis Baillon) water extract was added were investigated. The moisture contents of bellflower root Jeonggwa 
were 14.9-18.0%, where as that of lotus root Jeonggwa was 6.9-8.4%. The acidity of bellflower root Jeonggwa 
was 0.477-0.585% and that of lotus root Jeonggwa was 0.513-0.572%; values increasing levels of Omija extract. 
The lightness (L) and yellowness (b) values of bellflower root Jeonggwa de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s of  
Omija extract, and the lightness (L), redness (a) and yellowness (b) values of lotus root Jeonggwa decreased with 
increasing Omija extract concentration (p<0.05). In mechanical tests  with bellflower root Jeonggwa, the highest 
values of hardness and strength were seen at 2% (w/w) extract, of cohesiveness were seen with 4-8%, of springiness 
with 2-6%, of gumminess with 6-8%, and of brittleness with 4-6% (all p<0.01). In mechanical tests with lotus 
root Jeonggwa, the highest values of hardness and springiness were at 0 and 6% extract, respectively, whereas  
strength, gumminess and brittleness were at 6-8% Omija extract (all p<0.01). In sensory evaluation, the highest 
acceptability of bellflower root Jeonggwa was seen with 4%  extract and that of lotus root Jeonggwa was seen 
with 2%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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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정과는 과(煎果)라고도 하며 수분이 은 채소 뿌리나 

과일, 기, 열매를 꿀이나 설탕에 오랫동안 졸여 달고 쫄깃

한 맛이 나는 과정류이다(1). 국인은 蜜煎果라 하고, 한국

사람은 正果라 하며(2) 식물의 뿌리를 이용한 정과로는 연

근, 생강, 도라지, 인삼, 무, 우엉, 당근 등을 이용한 가공제품

이 있다(3). 조리책에 소개된 정과의 종류는 34종류이며, 

그  연근정과가 가장 많이 소개되었다(4). 

정과의 재료로 이용되는 도라지는 롱꽃과에 속하는 

여러 해 살이 풀의 뿌리로서 한약재명은 길경(桔梗)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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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우며 주로 폐와 경(胃經)으로 들어가서 효능을 발휘

하며 소염, 거담, 진통작용이 있다(5). 도라지에서 분리된 

사포닌은 사염화탄소에 의한 생쥐의 간독성 보호효과(6), 

도라지 물추출물은 폐암세포에 한 증식 억제작용(7,8) 

등이 보고되고 있다. 연근은 조리책에 가장 많이 소개된 

연근 정과의 재료로서(4) 항산화능(9), 당 하 작용(10) 

 기억증진 효과(11), 고콜 스테롤 증  지방간의 방

과 치료효과(12) 등이 보고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정과 

재료가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건

강식품의 가치를 지닌 통식품 개발에 리 이용될 망

이다. 

한편, 오미자는 넝쿨성 식물로서 품종과 재배환경에 따

라 차이가 있지만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의 다섯 

가지 맛을 내며 붉은 색의 안토시아닌 색소를 함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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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에 이용되고 있다(13,14). 한의학에서 오미자는 거

담, 자양, 강장  을 밝게 하고(15) 스트 스 억제(16), 

압강하(17), 당뇨병 방과 치료효과(18) 등의 여러 가지 

효능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오미자의 기능성을 이용하

여 개발한 기능성 식품으로는 오미자 발효액(19), 고추장

(20), 요구르트(21) 등이 있으며 앞으로 오미자를 이용한 

다양한 건강식품이 개발될 망이다. 

본 연구는 정과의 재료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연근

과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가진 도라지를 이용한 정과를 

개발하고자 하 다. 이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성을 나타

내는 오미자를 첨가하여 정과의 색상과 맛이 우수하며 건강

에 좋은 통식품을 개발할 목 으로, 도라지와 연근 량

의 0~8%에 해당하는 오미자 물추출물을 첨가하여 정과를 

제조한 후 도라지와 연근 정과의 품질특성을 조사하 다.

재료  방법

재 료

도라지는 국산을, 연근은 구 역시 동구에서 생산된 

것을 구 칠성시장에서 구입하여 정과의 제조에 사용하

다. 오미자는 2007년 9월 문경에서 수확한 것을 구 역시 

서성로의 한약재상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정과의 제조

정과 제조에 사용된 재료의 비율은 Cho 등(4)의 연근정과 

제조 시의 재료 비율을 참고하여 Table 1과 같이 약간 수정

하 으며, 제조조건은 여러 차례의 비실험을 통하여 설

정하 다. 즉, 껍질을 벗긴 도라지 1 kg을 끓는 물에 소량의 

소 을 첨가하여 7분간 삶은 후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제거

하 다. 도라지 량의 0, 2, 4, 6, 8%(w/w)에 해당하는 오미

자를 물 2 L에 넣고 12시간 동안 실온에서 오미자를 추출한 

추출물로 설탕 500 g을 녹인 다음 도라지를 가지런히 담고 

처음에는 센 불에서 끓으면 약한 불로 6~8시간 정도 투명할 

때 까지 졸 다. 도라지가 투명하게 졸여지면 물엿 250 g을 

첨가하여 윤기나게 졸인 후, 넓은 채반에 건져 꾸덕하게 

Table 1. Compositions of bellflower root and lotus root Jeonggwa1) 
added Omija extract

Ingredients
Omija

0% 2% 4% 6% 8%

Bellflower root (or Lotus root) 1,000 1,000 1,000 1,000 1,000

Omija (g) 0 20 40 60 80

Sugar (g) 500 500 500 500 500

Corn syrup (g) 250 250 250 250 250

Water (mL) 2,000 2,000 2,000 2,000 2,000
1)Peeled bellflower roots (or Lotus roots) were boiled for 7 minutes and rinsed with 
cold water. Omija extract was added 0-8% level of bellflower root. 

말리고, 말린 도라지정과를 김 오른 솥에 10분씩 2번  

후에 설탕에 굴려 건조하 다. 연근정과의 경우에는 연근 

껍질을 벗긴 다음 5 mm 길이로 잘라서 도라지정과와 동일

한 방법으로 정과를 제조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수분함량 측정

정과의 수분함량은 각 시료를 일정량 취하여 AOAC법

(22)에 하여 상압건조법에 따라 측정하 다. 

pH  산도 측정

정과 10 g에 증류수 90 mL를 넣고 균질화하고 여과지

(No. 2)로 여과하여 시료로 사용하 다. pH측정은 pH Meter

로서 측정하 고, 산도는 균질액 10 mL에 하여 0.1 N 

NaOH를 이용하여 pH 8.2에 이르기까지의 소비된 0.1 N 

NaOH의 양으로 환산하여 계산하 다.

색도 측정

오미자를 첨가한 도라지와 연근 정과의 색도는 색차계

(3600D, Minolta, Japan)로 측정하고 Hunter값의 명도(L), 

색도(a), 황색도(b)를 나타내었다. 실험은 5회 반복 측정

하여 그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물성 측정

도라지정과와 연근정과는 각각 시료 2개씩을 선정하

으며, 도라지 길이의 앙부 를 택하여 횡단면을 선택하

고, 연근정과 역시 횡단면을 선택하여 5 mm 두께로 자른 

후 Sun Rheometer Compac 100(Model CR-100, Japan)을 사

용하여 견고성(hardness), 강도(strength) 응집성(co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검성(gumminess), 부서짐성(brittleness) 

을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능검사

능검사는 구한의 학교 한방식품조리 양학부 여

학생 12명을 선정하여 이들을 훈련시킨 후 실험에 참가시

켰다. 오미자를 첨가한 정과를 일정 크기로 단한 후 각각

의 시료를 시에 담아 제공하 으며, 연근정과의 능검

사 항목은 색(color), 향(flavor), 단맛(sweetness), 신맛

(sourness), 씹힘성(chewiness), 뒷맛(after taste), 종합 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의 7개 항목에 하여, 도라지

정과는 연근정과의 7개 항목에 쓴맛(bitterness)을 추가하여 

8개 항목에 하여 7  척도법을 이용하여 평가하 고 수

치가 클수록 좋은 것으로 하 으며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

었다.

통계처리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PSS 통계분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실험군간 평균치의 통계  유의성을 Dunc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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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range test로 실시하 다. 정과의 물성, 능  특성

과 색상의 상 계를 분석하여 Pearson 상 계수로 표시

하 다.

결과  고찰

정과의 수분함량, pH  산도

Table 2는 정과의 수분 함량으로서 도라지의 경우, 

14.9%~18.0%로서 오미자 첨가 농도 증가에 따라 정과의 

수분함량도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연근정과는 수분 함량

이 6.9~8.4%로서 오미자 첨가 농도 증가에 따라 정과의 

수분함량이 감소하는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체 으

로 연근정과는 도라지정과의 수분함량에 비하여 약 50%

에 불과하 는데, 이는 도라지와 연근 자체의 수분함량, 

각각의 양성분  고유의 조직감 차이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정과의 pH는 도라지정과에서 3.53~4.89, 연근정과에서 

3.32~4.85로서 두 재료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오미자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pH가 감소하 다. 한편, 정과의 산도는 

도라지정과에서 0.477~0.585%, 연근정과는 0.513~0.572%

로서 두 정과 모두 오미자 첨가량에 비례하여 산도가 증가

하 으나 도라지정과에서 산도 증가의 폭이 큰 편이었다. 

오미자 첨가량 증가에 따른 정과의 pH 감소와 산도 증가는 

오미자 고유의 신맛이 도라지와 연근에 침투한 결과로 생각

된다. 

Lee와 Kim(23)은 동아정과의 수분함량을 측정한 결과, 

물엿만 첨가한 군에서 45.5% 으나 설탕과 꿀을 첨가한 

군에서는 20.8%로서 당의 종류와 배합비율에 따라서 수분

함량은 2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설탕과 물엿을 

첨가한 본 실험의 도라지와 연근 정과는 동아정과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수분함량을 나타내었다.

Table 2. Moisture contents, pH and acidity of Jeonggwa added 
Omija extract

Jeonggwa Omija (%) Water content (%) pH Acidity (%)

Bellflower root

0 14.89 4.89 0.477

2 15.23 4.41 0.531

4 16.06 3.85 0.558

6 17.04 3.68 0.567

8 18.02 3.53 0.585

Lotus  root

0 8.42 4.85 0.513

2 7.63 4.24 0.537

4 6.87 4.21 0.559

6 7.83 3.30 0.574

8 7.69 3.32 0.572

정과의 색도

오미자를 첨가한 정과의 색도 측정결과는 Table 3과 같

다. 도라지정과의 명도(L)는 조구와 오미자 2% 첨가군이 

오미자 4~8% 첨가군에 비하여 유의 으로 높았다

(p<0.001). 색도(a)는 오미자의 첨가량에 따른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나 오미자 첨가량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

이었으며 황색도(b)는 오미자 첨가량이 많을수록 유의 으

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p<0.01). 한편, 연근정과는 명도

(L), 색도(a), 황색도(b) 모두 조구가 가장 높았으며 오

미자 첨가량에 비례하여 유의 인 감소를 나타내었다

(p<0.001). 도라지와 연근 정과 모두 오미자 첨가량에 비례

하여 색차도 증가하 다.

오미자를 첨가한 정과의 색도(a)는 도라지 정과에서는 

오미자 첨가농도에 따른 유의  차이가 없었으나 연근정과

에서는 오미자 첨가량이 많을수록 색도(a)가 감소하 다. 

Jeon 등(13)이 가열에 의한 오미자 색소의 색도변화에서 

색도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며 함유된 당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 Cho 등(14)은 

가열에 의한 오미자 안토시아닌 색소의 색상 변화는 온도와 

가열시간에 따라 큰 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 다. 본 

실험에서 연근 정과의 색도 감소는 오미자의 안토시아닌 

색소의 가열에 의한 소실과 연근에 함유된 당의 종류에 

따른 향에 따른 변색으로 생각되며, 정과 제조과정에서 

첨가한 설탕, 물엿, 등의 당류  연근에 함유된 당이나 

다른 양성분의 복합 인 작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3. Hunter's color values of Jeonggwa added Omija extract

Jeonggwa Omija (%) L a b ∆E

Bellflower 
root

0 26.05±0.37a 1.44±0.19a 5.30±0.48ab -

2 26.05±0.94a 1.28±0.32a 5.84±0.54a 0.56

4 22.78±0.30
b 2.21±0.23a 3.97±0.50b 3.61

6 22.72±0.73b 2.26±0.31a 4.48±0.56ab 3.53

8 21.17±0.30b 2.38±0.62a 2.31±0.59c 5.80

F-value 13.89*** 1.95 6.46**

Lotus root

0 26.30±0.37a 4.85±0.40a 4.09±0.41a -

2 24.70±0.17b 3.80±0.25b 2.65±0.15b 2.40

4 22.87±0.41d 3.11±0.30b 2.57±0.17b 4.14

6 23.67±0.12c 3.21±0.13b 2.27±0.12b 3.59

8 22.68±0.11d 2.03±0.11c 1.08±0.08c 5.49

F-value 30.43*** 15.40*** 24.01***

Mean±S.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
p<0.05, 

**
p<0.01 and 

***
p<0.001. 

정과의 물성

정과의 물성에서 도라지정과는 견고성(hardness)과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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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Jeonggwa added Omija extract

Jeonggwa Omija (%) Hardness (g/cm2) Strength (g/cm2) Cohesiveness (%) Springiness (%) Gummines (%) Brittlenesss (g)

Bellflower root

0 3,664±45.28b 1,802±29.23ab 69.46±2.58b 68.29±3.11b 245.90±11.23c 167.93±4.56c

2 3,940±35.45a 1,914±28.33a 69.92±1.67b 74.07±4.32a 262.88±9.78b 194.72±5.65b

4 3,661±33.24b 1,823±19.28ab 83.41±2.58a 74.70±3.68a 298.60±10.52ab 223.05±4.23a

6 3,586±30.15b 1,735±16.85b 77.94±3.52a 71.08±4.12a 296.16±11.35ab 210.53±8.56a

8 3,445±29.16c 1,523±20.12c 79.12±1.87a 64.12±3.33b 325.23±8.78a 190.23±8.12b

F-value 39.62*** 24.56*** 5.23** 6.12** 9.89*** 19.65***

Lotus root

0 17,866±102.05
a 34,582±156.85a 94.69±2.52a 93.97±3.34a 3322±12.52b 3121±16.25b

2 17,222±95.25b 33,526±167.85c 90.23±3.58a 87.52±2.54b 3512±13.77a 3085±11.28c

4 17,347±76.41b 34,120±154.26b 91.41±4.12a 88.12±2.69b 3045±14.65c 3125±13.58b

6 17,562±80.47a 34,852±128.35a 90.23±2.89a 90.23±3.05a 3345±13.40a 3357±10.98a

8 17,024±88.69c 34,320±140.75a 89.12±2.67a 87.56±4.02b 3402±13.33a 3410±14.52a

F-value 46.33*** 38.95*** 2.11 7.85** 10.69*** 12.69***

Mean±S.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
p<0.05, 

**
p<0.01 and 

***
p<0.001. 

Table 5. Sensory characteristics of bellflower root Jeonggwa added Omija extract

Omija
(%)

Characteristics

Color Flavor Sweetness Bitterness Sourness Chewiness After taste Overall acceptability

0 4.73±0.36
ab 4.31±0.32a 3.89±0.26bc 2.47±0.29b 3.10±0.38a 3.31±0.24a 2.63±0.35bc 3.00±0.38bc

2 4.78±0.25ab 4.00±0.20ab 4.94±0.26a 3.57±0.31a 4.00±0.27a 4.05±0.27a 3.36±0.31ab 4.26±0.26a

4 5.21±0.29a 4.31±0.29a 4.37±0.29ab 3.68±0.29a 3.84±0.27a 4.21±0.21a 3.68±0.36a 4.26±0.31a

6 4.10±0.29b 4.00±0.25ab 4.27±0.38ab 3.36±0.36ab 3.63±0.34a 4.00±0.33a 3.52±0.34ab 3.94±0.34ab

8 3.00±1.67c 3.31±0.40b 3.36±0.31c 2.84±0.32ab 3.05±0.42a 2.52±1.74b 2.36±0.33c 2.47±0.40c

F-value 7.21*** 1.87 3.84** 2.63* 1.57 5.50*** 2.91* 5.48***

Mean±S.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0.01, ***p<0.001.

Table 6. Sensory characteristics of lotus root Jeonggwa added Omija extract

Omija (%) 
Characteristics

Color Flavor Sweetness Sourness Chewiness After taste Overall acceptability

0 4.47±0.39
b 4.17±0.28a 4.41±0.37ab 3.70±0.52a 4.00±0.38a 4.58±0.36a 4.88±0.33ab

2 5.64±0.29a 3.94±0.20a 5.00±0.35a 3.70±0.41a 4.35±0.26a 4.64±0.35a 5.35±0.35a

4 4.41±0.33b 4.11±0.33a 4.29±0.36ab 3.76±0.33a 4.41±0.27a 3.58±0.33ab 3.70±0.28c

6 3.11±0.26c 4.17±0.23a 4.29±0.34ab 3.52±0.33a 4.67±0.26a 3.70±0.37ab 4.11±0.39bc

8 2.11±0.26d 3.76±0.31a 3.35±0.37b 3.17±0.39a 4.00±0.36a 3.11±0.37b 2.59±0.33d

F-value 19.13*** 0.42 2.68* 0.37 0.81 3.43* 9.99***

Mean±S.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0.01, ***p<0.001.

(strength)에서 2% 첨가군이 가장 높고 오미자 첨가량이 

많을수록 감소하 으나 검성(gumminess)은 오미자 첨가량

이 많을수록 증가하 다. 응집성(cohesiveness)은 4~8%, 탄

력성(springiness)은 2~6%, 부서짐성(brittleness)은 4~6%에

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한편, 연근정과의 물성은 도라지정과에 비하여 견고성, 

강도, 검성, 부서짐성이 높았으며 응집성과 탄력성은 약간 

높은 수 으로 도라지와 연근 간에는 재료에 따른 물성 

차이가 컸다. 연근정과에서 응집성은 오미자 첨가농도에 

따른 유의  차이가 없었으나 견고성과 탄력성은 오미자, 

0, 6%에서 가장 컸으며, 강도, 검성, 부서짐성은 6~8%에서 

유의 으로 큰 값을 보 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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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ek 등(24)은 인삼정과의 당침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분

함량이 낮으며 견고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는데, 본 실

험 결과(Table 2)에서도 도라지정과의 경우에는 오미자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 증가하여 견고성이 감소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연근정과는 오미자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수분함량과 견고성이 모두 감소하여 정과의 재료

에 따라 도라지와 연근 정과는 물성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

다. Chiang과 Luo(25)는 연근의 조리온도와 압력이 증가할

수록 펙틴질의 감소에 의한 식이 섬유질 감소로 견고성이 

감소한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오미자의 첨가가 

연근 정과의 펙틴질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과의 능검사

Table 5는 도라지정과, Table 6은 연근정과에 한 능

검사 결과로서 각각의 결과를 Fig. 1  Fig. 2와 같이 QDA 

profile로 나타내었다. 도라지정과의 기호도에서 신맛은 오

미자 첨가농도에 따른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나 색과 뒷맛

은 4% 첨가군이 가장 높았으며(p<0.05), 향은 조군과 4% 

첨가군, 단맛은 2%, 쓴맛은 2%와 4% 첨가군, 씹는 감은 

0～6%, 종합 인 기호도는 2～4% 첨가군에서 높은 기호도

를 나타내었다(p<0.05). 한편, 연근정과의 기호도는 Table 

6과 같으며 향, 신맛, 씹힘성에서 오미자 첨가농도에 따른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나 색, 단맛, 종합 인 기호도는 

Table 7.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echanical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Jeonggwa added Omija extract

Jeonggwa Characteristics
Mechanical characteristics

Hardness Strength Cohesiveness Springiness Gumminess Brittleness

Bellflower root

Color 0.696 0.906* -0.164 0.851* -0.647 0.224

Flavor 0.509 0.919
* -0.190 0.703 -0.694 0.110

Sweetness 0.902* 0.803* -0.259 0.920* -0.472 0.375

Bitterness 0.451 0.395 0.421 0.818
* 0.221 0.871*

Sourness 0.729 0.646 0.909* 0.937** -0.139 0.668

Chewiness 0.648 0.876* 0.064 0.970** -0.332 0.610

After taste 0.479 0.720 0.304 0.924
* -0.063 0.798*

Overall 0.688 0.786* 0.098 0.980** -0.234 0.669

Lotus root 

Color -0.636 0.268 0.420 0.087 0.029 -0.954**

Flavor 0.465 0.873* 0.667 0.676 -0.468 -0.384

Sweetness -0.450 0.370 0.331 0.147 0.147 -0.798*

Sourness -0.276 0.544 0.603 0.303 -0.366 -0.898*

Chewiness 0.093 0.050 -0.329 -0.235 -0.182 0.035

After taste -0.334 0.541 0.601 0.466 0.350 -0.778

Overall -0.323 0.526 0.496 0.382 0.306 -0.758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0.01 and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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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QDA profile of bellflower root Jeonggwa added Omija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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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 2% 첨가군에서 가장 높았으며, 뒷맛은 0～2% 첨가

군에서 기호도가 높았다(p<0.05). 도라지와 연근 정과 모두 

오미자 8% 첨가군은 기호도 검사 항목  거의  항목의 

수가 낮았으며 특히, 색상에 미치는 향이 커서 종합

인 기호도에서 가장 낮은 수를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 

도라지와 연근 정과에서 오미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색에 하여 낮은 수를 보 는데, 이는 정과의 제조과정

에서 오미자의 안토시아닌 색소가 가열변색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Cho 등(14)은 오미자 색소의 가열변색 

속도가 pH가 높을수록 빠르다고 보고하 는데, 본 실험에

서는 오미자의 첨가농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오미자 첨가

량이 많을수록 가열에 의해 안토시아닌 색소가 빠르게 변색

되어 정과의 색상 변화가 컸던 것으로 단된다.

체 능평가 항목을 종합해 볼 때, 정 오미자 첨가량

은 도라지 정과는 4%, 연근정과는 2% 첨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단된다. 

정과의 물성, 능검사  색도의 상 계

Table 7은 정과의 물성과 능  특성의 상 계를 나타

낸 것으로 도라지정과에서 물성  탄력성은 능  특성의 

향을 제외한 항목에서 유의 인 상 계를 나타내었으

며, 다음으로는 강도와 능  특성의 색, 향, 단맛, 씹힘성, 

종합 인 기호도와 유의 인 상 계를 나타내었다

(p<0.05). 연근정과는 물성  부서짐성이 능  특성의 색, 

단맛, 신맛과 부의 상 계를 나타내었고, 강도는 능  

특성의 향과 정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p<0.05). 

Table 8은 정과의 물성과 색도의 상 계로서, 도라지정

과는 견고성이 명도(L), 황색도(b)와 정의 상 계를, 색

도(a)와는 부의 상 계를 나타낸 반면에, 응집성과 검성 

은 명도(L)와 부의 상 계를, 색도(a)와 정의 상 계

를 나타내었다(p<0.05). 한편, 연근정과의 물성  응집성은 

명도, 색도, 황색도와 정의 상 계를, 강도는 색도(a), 

황색도(b)와 정의 상 계를, 탄력성은 황색도(b)와 정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p<0.05).

Table 8.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echanical characteristics and Hunter's color values of Jeonggwa added Omija extract

Jeonggwa Hunter's
Mechanical characteristics

Hardness Strength Cohesiveness Springiness Gumminess Brittleness

Bellflower root

L 0.791
* 0.626 -0.897* 0.321 -0.967** -0.572

a -0.824* -0.555 0.903* -0.307 0.919* 0.569

b 0.865* 0.872* -0.729 0.618 -0.911* -0.222

Lotus root 

L 0.035 0.750 0.796
* 0.781 0.322 -0.565

a 0.009 0.826* 0.863* 0.760 0.059 -0.729

b 0.077 0.867* 0.933** 0.789* -0.148 -0.745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0.01 and ***p<0.001.

요약  결론

본 연구는 도라지와 연근 정과를 건강식품으로 개발하기 

하여 오미자 물추출물을 0, 2, 4, 6, 8% 첨가하여 정과를 

제조한 후 품질특성을 조사하 다. 도라지정과의 수분 함

량은 14.9~18.0% 으나 연근정과의 수분 함량은 6.9~8.4%

로서 도라지정과에 비하여 낮았다. 도라지정과의 pH는 

3.53~4.89, 연근정과는 3.30~4.85 으며 정과의 산도는 도

라지정과에서 0.477~0.585% 연근정과는 0.513~0.572%

다. 오미자를 첨가한 정과의 색도에서 도라지정과는 명도

와 황색도에서, 연근정과는 명도(L), 색도(a), 황색도(b) 

모두에서 오미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각 색도는 유의 인 

감소를 나타었다(p<0.01). 도라지정과의 물성에서 견고성

과 강도는 2% 첨가군, 응집성은 4~8%, 탄력성은 2~6%, 

검성은 6~8%, 부서짐성은 4~6% 첨가군에서 가장 높은 수

치를 나타내었으며, 연근정과의 물성에서는 견고성과 탄력

성이 오미자 0, 6%, 강도, 검성, 부서짐성은 6~8% 첨가군에

서 유의 으로 큰 값을 보 다(p<0.01). 정과의 능평가 

결과, 도라지정과는 4%, 연근정과는 2%의 오미자 추출물

을 첨가한 경우에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어 최  제조조건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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