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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굴레를 첨가한 커피의 관능적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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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ynthesize tasty and healthy solomon's seal coffee by combining solomon's seal and a 
coffee-making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stablish the most suitable conditions for coffee-making by 
surface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Using the center synthesis method, we synthesized solomon's seal coffee by considering 
three factors (solomon's seal, coffee, and temperature) and three levels. The sixteen experimental items for solomon's seal 
coffee based on surface-reaction analysis were scent (crust break-scent when pouring water in solomon's seal coffee, flavor- 
scent when tasting solomon's seal coffee), taste (clean-cup-pure taste without loose scent, sweetness, and acidity), mouth-feel, 
aftertaste, overall quality, and other taste degrees. Scores were from 1 to 7, with 7 indicating the highest preference. The 
optimum mixing rates which meet sensory items were coffee 19.51g, solomon's seal 2.07g, and temperature 90.39℃. Based 
on the above results, solomon's seal seems to be well suited for coffee. It was also found that solomon's seal has great 
potential to be well suited with other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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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커피는 대표적인 기호 식품으로 세계인의 하루 커피 소비

량은 25억 잔, 전 세계 인구의 약 70～80%가 음용하는 대중
적인음료이며, 생명유지의수단으로마시는물다음으로세
상에서 제일 많이마시는 제 2의음료이다(Anderson & Smith 
2002, Schilter et al 2002). 커피는 쓴맛, 떫은 맛, 신맛, 구수
한 맛 등이 조화되어 만들어지는 기호 음료로서, 1875년 고
종 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마신 것을 계기로, 이 땅에 들
어온 지 불과 100년 만에 한국인의 대표적인 기호성 음료로
사랑을 받고 있다(Kim & Park 2006, Clarke & Macrae 1985, 
Sievetz & Desorsier 1976).  
커피의대표적인성분으로는카페인, 클로로겐산, 나이아신, 

칼륨, 트리고넬, 아미노산 등이 있고, 이 중 커피의 주성분인
카페인은 알칼로이드계 화합물의 하나로 냄새가 없고 쓴 맛

을내며물에 잘녹는다(Viani & Horman 1975, Macdonald & 
Macrae 1985, Steinhart & Luger 1995). 또한, 서양에서는 천

식 치료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카페인의 자극이 기관지의 점
액성 분비물을 마르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이다

(Grong et al 1986). 커피는 알코올 중독 치료와간 기능 보호
역할도 하며, 다량의 카페인 섭취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식도를 연결하는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들어 위산이 식도에

역류,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불면증, 신경과민, 불안,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커피의 부정적인 영

향을 주기도 한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양(陽)의 활동
을 음(陰)적인 진액 성분의 소모를 촉진하는 단점이 있다고
하겠다(Cosiglia et al 1993, Vrgent et al 1997, Kawachi et al 
1996, Eisig et al 1989, Boekema et al 1999, Compariso O 
1990, Stephenson PE 1997, Douglas et al 1990).
커피의 선행 연구로는 커피의 특성 및 커피가 건강에 미

치는 영향 등커피와관련된 논문이국내외적으로 많이 발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커피의 배전 정도에 따른 분석(Gi KH 
1987), 커피의 종류에 따른 이화학적 성분 및 gas chromato-
graph(GC)에의한향기성분분석(Baik HJ 1980), 추출수율에
관한분석(Clark RJ 1985), 가용성커피의분석(Siovetz & De-
sorsier 1979), 커피보관시산패에따른향미변화분석(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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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 1998)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커피 자체의 연구는 활발하
나,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기면서도 커피에 민감한 반응을 일
으켜 커피를 즐겨 마시지 못하는 커피 애호가들을 충족시켜

주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둥굴레(Polygonatum sibiricum)는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근경을채취하여 말린 것을 둥굴레또는 황정(黃精)
이라 하고, 우리나라의 산야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나 경상도 일원의산야에 가장많이자생되고농가에서 재배

도 많이 하는 식용작물이다(Park et al 2003, Kim TJ 1994). 
둥굴레의 근경은 씹었을 때 단맛이 있고 끈적끈적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볶음 처리를 하면 구수한 숭늉 맛이 있어 오
래전부터 전통차로 애용되어 왔으며, 둥굴레 근경에는 점액
성 당질, 아미노산, 알칼로이드 등을 함유하고 있다(Park et al 
2000). 또한, 한약재와 대부분이 차의 제조에 사용되며, 2∼4
년 근이 채취되어 종자, 건조 및 볶음 과정을 거치는 전통적
공정에 따라 전통차로 가공된다(Ryu et al 1997). 둥굴레의
근경은 한방과 민간에서 자양, 강장 효과 외에도 당뇨, 갈증
해소, 허약 증상, 영양실조, 폐결핵, 뇌졸중 등에효능이 있다
고 보고되고 있다(Park et al 1998). 최근의 연구 동향으로는
둥굴레 근경의 추출물의 혈당 강화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둥글레 추출물의 당뇨 유발 흰쥐
에 대한 혈당 강화 효과에 대한 많은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

다(Lim & Kim 1995, Kim KH 1998). 그러나 둥굴레는 보음
작용이 강하여 살이 찐 사람이나 몸이 차서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의 흐름을 느리게 할 수도 있다(서 와
정 2004). 고품질 둥굴레 가공제품의 생산을 위한 과학적 기
반을 구축하기 위하여둥굴레근경의 전처리및 볶음조건에

따른 갈색화 반응과 특성 변화(Kwon et al 1997, Lim et al 
1997, Park et al 2000, Jeong et al 2000, Park & Kwon 2001), 
볶음조건모니터링연구(Ryu et al 1997, Kim et al 1998) 등
둥굴레차에 국한된 연구만 있었을 뿐 둥굴레가 가지는 효능

과 함께 둥굴레를 보완하는 차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둥굴레 특히 황정은 비위를 강하게 하는 성질이 있으며, 이
러한 성질은 커피에 예민한 반응을 가진 사람들에게 즉, 커
피가 가지는 자극성과 커피에 다량 함유된 카페인의 부정적

효능을 보완하고 둥굴레가 가진 지나치게 구수해서 느껴지

는 느끼한 맛을 커피의 자극성으로 극복할 수 있어 이 둘의

궁합이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방식품으로 우수성이 입증된 둥굴

레와 커피의적정배합비를 반응 표면 분석법을 이용해서관

능적 최적 조건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커피가 가지는 본연의
맛과 향을 잃지 않으면서 둥굴레라는 한방 재료의 특성을더

해 커피의 자극성을 보완하여 한방식품의 현대적 해석을 꾀

하고, 기호 식품에 대한 특히, 커피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

한요구와 새로운 인식으로 기능성 커피에대한새로운 마케

팅 전략 및 새로운 음료 개발의 기초 자료로서 연구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생두는 2007년 6월 수확된 브라

질 산(Brazil NY2, Screen 18 Genuine Cerrado ‘Porta Rossa’)
을사용하였고, 둥굴레는 2006년지리산등지에서 수확된것
중 뿌리를 쪄서 말린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사용된 물
은 pH 7의 정수를 사용하였다. 

2. 시료 제조
커피원두를직화식방법으로 Full city 상태로배전하였으며, 

배전 방법은 직화식 로스터기(Fuji royal Co., Japan)에 200℃
까지 가열 후냉각, 185℃에서브라질산커피 4 kg 투입(댐퍼
상태 : 100% 개방), 145℃에서점화한후 화력은 0.8 kal(댐퍼
상태 : 100% 개방),  82℃부터 온도 상승(댐퍼상태 : 70% 개
방), 146℃에서 생두의 카라멜화-옐로우(댐퍼 상태 : 40% 개
방), 185℃에서 1차 퍼핑(댐퍼 상태 : 50% 개방), 213℃에서
2차퍼핑(댐퍼상태 : 70% 개방), 216℃정점으로한후냉각을
하였다. Full City로 배전된 커피 원두를 분쇄기(Bunnq Co., 
U.S.A)로 레귤러 굵기로 분쇄하여 일본산 칼리타(Kalita) 드
립셋트로 핸드드립하여 추출하였다. 
둥굴레는 수확된 둥굴레를 세척기로 세척하여 둥굴레에

붙어 있는 돌, 잔뿌리 등의 각종 이물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세척공정을 거쳐, 세척된 둥굴레를 효율적인 건조 및 로스팅
이 용이하도록 3∼5 cm 길이로 절단하는 절단 공정을 하였
다. 절단된 둥굴레는 수분 함량을 7∼12% 정도 유지하게 건
조하는 공정을 거쳐, 건조된 둥굴레는 스텐드형 분쇄기(채망
굵기 3 mm)로 분쇄하여 4∼15 mesh의 균일한 입자만을 선
별한 후 외부형 디지로스트기를 이용하여 250∼300℃에서
10∼15분간 투입 용량에 따라 로스팅 작업을 실시한 원료를
사용하였다. 둥글레의 로스팅 조건은 동우당 제약에서 사용
하는 둥글레의 로스팅 조건에 의해 실시하였다. 물은 100℃
까지 가열 후 각각의 실험 온도로 식혀서 사용하였다. 준비
한 시료를 각각의 실험 방법에 따라 준비한 뒤 준비한 물을

일본산 다까히로 주전자로 회전력이 있는 물로 불림 후 1분
30초～2분 정도로 핸드드립 하였다. 

3. 실험 계획
반응 표면 분석법을 사용하기 위한 실험 설계로는 중심합

성 계획(성내경 1993)을 이용하였다. 둥굴레커피의 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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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비율은 예비 실험을 통해서 부재료가 영향력을 미치는

한계구간을 설정한 후 —1, 0, 1의 3단계로 나누어 부호화하
였다. 둥굴레커피의 배합 성분인 둥굴레와 커피, 제조 조건
인 물 온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3수준 한 것을 Table 1, Table 
2, Table 3에 제시하였다.

4. 관능평가
관능 요원은 커피 애호가 그룹 중에서 신뢰성, 건강, 실험

에 대한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16명을 panel로 선정하여 이
들에게 실험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뒤, model system과 시
료를 이용하여 훈련시킨 뒤 실험에 응하도록 하였다. 관능검
사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흰색의
사기 컵에담고각각패널에게제공하였다. 한개의시료를평
가한 후 반드시 물로 입안을 헹군 후 다른 시료를 시음하게

하였다.
실험의객관성을보장하고정밀도를증가시키기위하여균

형 불완전 블록 계획(BIBD: balanced incomplete block de-
sign)을 사용하여 랜덤화, 블록화하였다. 16명의 관능요원이
16가지의 시료 중 6가지의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각
처리는 6번 반복되었다. 관능평가 항목은 향(crust break-둥굴
레 커피에 물에 부었을 때의 향, flavor-입으로 맛을 본 후코
로나오는향), 맛(clean cup-잡내가없는깔끔한맛, sweetness-
단맛, acidity-신맛), 무게감(mouthfeel), 여운(aftertaste), 전체
적인 기호도(overall quality) 등에 대한 기호도 특성이었으며, 
scoring test 중 7점법으로 평가하여 선호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Table 1. Basic formula for Solomon's seal coffee pre-
paration

Ingredient Weight(g)

Coffee  20

Solomon's seal   2

Water 150

Total 172

Table 2. Variation and their level or central compo-
sition design of Solomon's seal coffee

Variable Symbol
Coded-variables

—1 0 1

Coffee X1 15 20 25

Solomon's seal X2 1.5  2 2.5

Temperature X3 85 90 95

5. 통계 분석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통계 Package SAS(version 8.12)를

이용하여분석하였다. 요인이 3개 이상일 때, 가장적은 실험
수를가지는 중심합성계획법에따라 3수준 3요인으로실험
을 설계하여 반응 표면 분석법 (RSM: Response Surface Me-
thodology)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재료의 배합 성분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고, 실험 결과인

반응변수와의 관계를 2차 다항 회귀식으로 구하였다. 각 반
응변수(Y)에 대한 다항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1=β0+β1 X1+β2 X2+β3 X3+β11 X1
2+β12 X1X2+β22 X2

2+ 
β13 X1X3+β23 X2X3+β33 X3

2

이때 β0은중심점이고, βn은 1차선형효과를, βnn은 2차
선형 효과를, βnm은 교호 작용의 계수를 의미한다. 이 다항
회귀식에 의해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F 검정 및 T 검정을
통해 종속변량의 유의성을 결정하였고, 1차 선형 효과, 2차
곡선 효과 및 인자간 교호작용을 살펴보았으며,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반응 표면 상태를 3차원 그래프와 등고선

Table 3. Experimental combinations and data under va-
rious conditions of coffee(X1), Solomon's seal(X2), time (X3) 

Treat-
ment

Variable level Weight

X1 X2 X3 Coffee Solomon's 
seal

Tempe-
rature 

1 —1 —1 —1 15 1.5 85

2 —1 1 —1 15 2.5 85

3 —1 —1 1 15 1.5 95

4 —1 1 1 15 2.5 95

5 —1 0 0 15 2.0 90

6 0 0 0 20 2.0 90

7 0 1 0 20 2.5 90

8 0 0 1 20 2.0 95

9 0 —1 0 20 1.5 90

10 0 0 —1 20 2.0 85

11 1 0 0 25 2.0 90

12 1 1 0 25 2.5 90

13 1 —1 0 25 1.5 90

14 1 0 —1 25 2.0 85

15 1 0 1 25 2.0 95

16 1 1 1 25 2.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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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정상점이 안장점일 때
는 능선분석을 행하여 최적점을 구하였다.

결과 및 고찰

패널 요원들에게 여러 가지 커피에 대한 기호도 검사를

통하여커피에 대하여주관적인 평가 기준을최대한갖지않

도록 훈련하여 차이식별 능력이 우수한 16명의 패널로 선정
하여 실험에 응하도록 하였다. 각 시료에 대한 개인별 관능
평가점수의 평균값으로 반응표면 분석을실시하였다. 3가지
시료의 첨가량을 각각 3수준으로 하여 제조한 둥굴레커피에
대한 관능평가의 평가 점수를 종속변수로, 커피, 둥굴레, 온
도을 독립변수로 하여 나타낸 것은 Table 4와 같으며, 회귀
방정식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1. Crust Break
둥굴레커피의 관능평가항목 중 crust break의 관능평점은

3.13～4.75를 나타냈다. 분산 분석한 결과, F값이 1.32로 0.05
수준에서 유의적이지 않았다(Table 5). 또한 R2

값은 0.6650으

Table 4. Sensory evaluation values of Polygonaatum sibiricum coffee at various condition of coffee(X1), Solomon's 
seal(X2), temperature (X3) and their response

Treatment
Variable-levela Responseb

X1 X2 X3 Y1 Y2 Y3 Y4 Y5 Y6 Y7 Y8

 1 —1 —1 —1 3.75 3.50 3.71 3.21 3.75 3.71 3.91 3.81

 2 —1 1 —1 4.25 3.58 3.75 3.20 4.17 3.82 3.70 4.12

 3 —1 —1 1 3.13 2.75 3.25 3.27 4.04 4.02 3.13 4.11

 4 —1 1 1 3.50 3.50 4.00 3.54 3.50 4.32 3.42 4.54

 5 —1 0 0 3.00 2.71 3.00 3.53 3.54 4.65 3.00 4.89

 6 0 0 0 3.89 3.19 3.48 4.76 3.70 4.99 3.38 5.64

 7 0 1 0 4.58 4.00 4.33 4.56 4.25 4.66 4.25 5.65 

 8 0 0 1 4.75 4.50 4.50 4.55 5.00 4.65 5.25 5.02

 9 0 —1 0 3.85 3.81 3.81 4.21 3.85 4.64 4.00 5.12

10 0 0 —1 3.74 3.74 4.30 4.20 4.26 4.55 3.43 4.98

11 1 0 0 3.81 3.63 3.96 3.66 3.89 4.54 3.19 4.96

12 1 1 0 4.26 3.52 3.53 3.64 4.00 4.54 3.68 4.61

13 1 —1 0 4.30 4.43 3.52 3.54 5.48 4.50 3.96 4.43

14 1 0 —1 3.79 4.29 4.50 3.54 4.21 4.32 4.79 3.23

15 1 0 1 4.00 3.13 3.00 3.31 2.67 4.25 3.00 3.12

16 1 1 1 4.04 3.63 4.45 3.30 3.83 4.22 5.63 3.14

a Coded variable
b Y1 : crust break,   Y2 : clean cup,   Y3 : sweetness,   Y4 : acidity,   Y5 : mouthfeel,   Y6 : flavor,   Y7 : after taste,  Y8 : overall quality.

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이 5% 내에서 유의하지 않았다(Ta-
ble 5). 3차원 그래프는 Fig. 1에 나타내었다. 

2. Clean Cup
둥굴레커피의 관능평가시 clean cup은 2.71～4.50을 나타

냈다. 분산 분석한 결과, F값이 1.64로 0.05 수준에서 유의하
지않았다. 또한 R2(결정계수)값은 0.7105로 나타났으며 회귀
모형이 5% 내에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5). 3차원 그래프
는 Fig. 2에 나타내었다. 

3. Sweetness
둥굴레커피의 관능평가시 sweetness의 관능평점은 3.0～

4.50을 나타냈다. 분산 분석한 결과는 F값이 1.47로 0.05 수
준에서 유의적이지 않았다. 또한 R2(결정계수)값은 0.6881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이 5% 내에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5). 3차원 그래프는 Fig. 3에 나타내었다. 

4. Acidity
둥굴레커피의 관능평가시 acidity의 관능평점은 3.2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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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분산분석한결과, P값이 0.0021로유의적이었으며 R2값

이 0.9558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중 회귀분석을

Table 5. Polynomial equations calculated by RSM program for mixing of Solomon's seal coffee in sensory evaluation

Responses Polynomial equation1) R2 F p-value

Crust 
break 

Y1=64.181828+0.209770X1—0.860160X2—1.383172X3—0.020350X1
2
—0.075052X2X1+ 

1.403853X2
2+0.009127X3X1—0.036000X3X2+0.007081 X3

2 0.6650 1.32 0.3787

Clean 
cup

Y1=111.870985+1.673167X1—10.260681X2—2.527053X3—0.022006X1
2
—0.134118X2X1+ 

1.714836X2
2
—0.004835X3X1+40.064819X3X2+0.013649X3

2 0.7105 1.64 0.2825

Sweet-
ness

Y1=176.531465+1.724455X1—11.383130X2—3.947282X3—0.020242X1
2—0.008912X2X1+ 

0.705243X2
2
—0.009403X3X1+0.100967X3X2+0.021619X3

2 0.6881 1.47 0.3292

Acidity Y1=—84.452757+1.873924X1+0.064046X2+1.551417X3—0.037538X1
2
—0.009886X2X1—

0.530145X2
2—0.003867X3X1+0.025460X3X2—0.008430X3

2 0.9558 14.41 0.0021**

Mouth 
feel

Y1=—13.672713+1.818998X1—3.843047X2—0.500416X3—0.022253X1
2
—0.116868X2X1+ 

2.627947X2
2
—0.007022X3X1—0.056844X3X2+0.004034X3

2 0.5245 0.74 0.6745

Flavor 
Y1=—124.456271+0.873710X1+1.849054X2+2.617756X3—0.011395X1

2—0.013331X2X1—

0.956254X2
2
—0.004234X3X1+0.026026X3X2—0.014265X3

2 0.9566 14.70 0.0020**

After 
taste

Y1=+244.017893+1.105480X1—18.884208X2—5.183711X3—0.024560X1
2+0.033789X2X1+ 

1.976794X2
2—0.001120X3X1+0.116681X3X2+0.027568X3

2 0.4917 0.64 0.7343

Overall 
quality

Y1=—329.280419+1.907046X1+1.554062X2+6.995423X3—0.035395X1—0.037168X2X1—

0.0403815X2
2—0.005394X3X1+0.009270X3X2—0.038340X3

2 0.8916 5.48 0.0254*

1) X1 : coffee,   X2 : Solomon's seal,   X3 : temperature.
* p<0.05,   ** p<0.01,   *** p<0.001.

Fig. 1. Response surface for crust break of Solomon's seal coffee.

Fig. 2. Response surface for of clean cup Solomon's seal coffee.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1차 선형 효과에서 커피가
p<0.001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2차 곡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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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ponse surface for sweetness of Solomon's seal coffee.

Table 6. Standard error and t value of estimated regression coefficients of acidity

Coefficients Estimated value Standard error t value p value

β(0) —84.452757 30.810042 —2.74 0.0337 Center point

β(1) 1.873924 0.303981 6016 0.0008

Linearβ(2) 0.064046 3.291955 0.02 0.9851

β(3) 1.551417 0.690090 2.2 0.0656

β(11) —0.037538 0.004207 —8.92 0.0001

Quadraticβ(22) —0.530145 0.407373 —1.30 0.2409

β(33) —0.008430 0.003874 —2.18 0.0724

β(12) —0.009886 0.028309 —0.35 0.7388

Crossproductβ(13) —0.003867 0.002814 —1.37 0.2185

β(23) 0.025460 0.033241 0.77 0.4728

과에서는 커피×커피가 p<0.001 수준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요인간의 교호작용은 관능평
가의 acidity에 대한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Fig. 4
는 acidity에 영향을 주는 3차원의 반응 표면 그래프로 커피×
둥굴레, 커피×온도, 둥굴레×온도에서 정상점이 최대점으로
나왔다. 둥굴레커피의 acidity는 커피(p<0.01)가 가장 유의적
인 영향을 주었으며, 온도, 둥굴레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을알 수있었다. 또한관능평가에 의한 acidity은둥굴레커피
배합이 커피 20.03 g, 둥굴레 2.05 g, 온도 90.51℃ 일때최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Response surface for acidity of Solomon's seal coffee.

5. Mouthfeel
둥굴레커피의 관능평가시 mouthfeel은 2.67～5.00을 나타냈

다. 분산 분석한결과는 Table 5와같으며, F값이 0.74로 0.05 
수준에서 유의적이지 않았다. 또한 R2(결정계수)값은 0.5245
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이 5% 내에서 유의하지 않았다(Ta-
ble 5). 3차원 그래프는 Fig. 5에 나타내었다.

6. Flavor
둥굴레커피의관능평가에대한 flavor의관능평점은 3.82～

4.99으로나타났고, 분산분석한결과 P값이 0.0020으로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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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ponse surface for mouthfeel of Solomon's seal coffee.

적이었으며, R 값이 0.9566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차 선형 효과에서 커피가 p< 
0.01, 온도가 p<0.001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2차 곡선 효과에서는 커피×커피, 둥굴레×둥굴레, 온도×온도
모두에서 p<0.01 수준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7). 각 요인간의 교호작용은 관능평가의 fla-
vor에 대한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Fig. 6는 flavor
에 영향을 주는 3차원의 반응 표면 그래프로 커피×둥굴레, 
커피×온도, 둥굴레×온도에서정상점이최대점으로나왔다. 둥
굴레커피의 flavor는온도(p<0.01)가가장유의적인영향을주

Table 7. Standard error and t value of estimated regression coefficients of flavor

Coefficients Estimated value Standard error t value p value

β(0) —124.456271 19.499655 —6.38 0.0007 Center point

β(1) 0.873710 0.192389 4.54 0.0039

Linearβ(2) 1.849054 2.083476 0.89 0.4090

β(3) 2.617756 0.436757 5.99 0.0010

β(11) —0.011395 0.002662 —4.28 0.0052
Quadraticβ(22) —0.956254 0.257826 —3.71 0.0100

β(33) —0.004234 0.002452 —5.82 0.0011

β(12) —0.013331 0.017916 —0.74 0.4849

Crossproductβ(13) —0.004234 0.001781 —2.38 0.0550

β(23) 0.026026 0.021038 1.24 0.2623

Fig. 6. Response surface for flavor of Solomon's seal coffee.

었으며, 커피(p<0.05), 둥굴레순으로영향을미치는것을알수
있었다. 또한 관능평가에의한 flavor는둥굴레커피배합이커
피 20.30 g, 둥굴레 2.06 g, 온도 90.62℃일 때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7. After Taste
둥굴레커피의 관능평가시 after taste의 관능 평점은 3.00～

5.25를나타냈다. 분산분석한결과, F값이 0.64로 0.05 수준에서
유의적이지 않았다(Table 5). 또한 R2(결정계수)값은 0.4917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이 5% 내에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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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tandard error and t value of estimated regression coefficients of overall quality

Coefficients Estimated value Standard error t value p value

β(0) —329.280419 74.524796 —4.42 0.0045 Center point

β(1) 1.907046 0.735284 2.59 0.0410

Linearβ(2) 1.554062 7.962736 0.20 0.8517

β(3) 6.995423 1.669222 4.19 0.0057

β(11) —0.035395 0.010175 —3.48 0.0132

Quadraticβ(22) —0.403815 0.985372 —0.41 0.6962

β(33) —0.038340 0.009370 —4.09 0.0064

β(12) —0.037168 0.068474 —0.54 0.6068

Crossproductβ(13) —0.005394 0.006807 —0.79 0.4583

β(23) 0.009270 0.080404 0.12 0.9120

5). 3차원 그래프는 Fig. 7에 나타내었다. 

8. Overall Quality
둥굴레커피의 관능평가에 대한 overall quality의 관능평점

을 분산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같다. P값이 0.0254로 유의
적이었으며, R2 값이 0.8916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
다. 다중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 1차 선형효과에서 커피가
p<0.05, 온도가 p<0.01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2차 곡선 효과에서는 커피×커피가 p<0.05, 온도×온도가

Fig. 7. Response surface for after taste of Solomon's seal coffee.

Fig. 8. Response surface for overall quality of Solomon's seal coffee.

p<0.01 수준으로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수있었다
(Table 8). 각 요인간의 교호 작용은 관능평가의 overall qua-
lity에 대한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Fig. 8은 overall 
quality에 영향을 주는 3차원의 반응 표면 그래프로 커피×둥
굴레, 커피× 온도에서는 정상점이 안장점으로 나왔으며, 둥
굴레×온도에서정상점이최대점으로나왔다. 둥굴레커피의 over-
all quality는 커피(p<0.05)가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온도(p<0.05), 둥굴레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수 있었
다. 또한 관능평가에 의한 overall quality는 둥굴레커피 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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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커피 18.98 g, 둥굴레 2.09 g, 온도 90.15℃ 일 때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능성 식품으로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는 둥굴레를 이용하여 서양 음료인 커피의 제조법을 접목

하여 우리 입맛에도 맞고 건강기능성 식품으로도 손색이없

는 둥굴레커피를 개발하고자 반응 표면 분석법을 이용한 둥

굴레 커피의 최적 제조 조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둥굴레 커피의 관능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양의

물을 넣고, 커피(X1), 둥굴레(X2), 온도(X3)를 독립변수로 설
정하였으며 선정된 독립인자의 반응 표면에 대한 영향을 분

석하고, 다중 회귀 모형식을 Y1=β0+β1 X1+β2 X2+β3 X3+ 
β11 X1

2+β12 X1X1+β22 X2
2+β13 X1X3+β23 X2X3+β33 X3

2
로

하여 liner, quadratic 및 interaction effects를 관찰하여 관능

평가로 최적화된 둥굴레커피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였다. 관
능적 특성으로 향(crust break-둥굴레 커피에 물에 부었을 때
의향, flavor-입으로맛을본후코로나오는향), 맛(clean cup- 
잡내가 없는 깔끔한 맛, sweetness-단맛, acidity-신맛), 무게
감(mouthfeel), 여운(aftertaste),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qua-
lity)를 조사한 결과, acidity, flavor, overall quality 항목은 유
의적으로 나왔고 acidity는 커피(p<0.01)가 가장 유의적인 영
향을주었고, 온도, 둥굴레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알 수
있었으며 flavor는 온도(p<0.01)가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주
었고, 커피(p<0.05), 둥굴레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Overall quality는 커피(p<0.05)가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온도(p<0.05), 둥굴레 순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능평가항목의중복된부분을토대로 예측된둥굴레커피

제조의 최적 범위는 커피 18.98～20.03 g, 둥굴레 2.05～2.09 
g, 온도 90.15～90.62℃이었으며, 모든 관능항목을 충족시키는
요인의범위중중앙에위치한값을산출하여최적점을산출한

결과, 커피 19.51 g, 둥굴레 2.07 g, 온도 90.39℃으로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둥굴레를 첨가하여 만든 커피가 기호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둥굴레가
가지는 기능적 측면을 볼 때 여러 가지 다른 식품에도 응용

할 수 있는 우수한 식품 소재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관한 연
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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