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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Sikhye, a traditional Korean drink, made with
various amounts (0.5, 1, 2, and 3%) of powder from the roots of Doraji (RPD), for different storage periods
(1, 3, 5, 7, 10, 13, or 15 days). The pH and Hunter's L value of Sikhye decreased with higher amounts of added
RPD, while saccharinity as well as “a” and b values increased. During storage, pH and Hunter's L value of
Sikhye tended to decrease while “a” and b values increased. The saccharinity of Sikhye with 0.5% and 1%
RPD reached its maximum values on the tenth storage day and continuously decreased during the storage period.
In contrast, the saccharinity of Sikhye with 2% and 3% RPD increased during the storage period, and had its
maximum saccharinity on the fifteenth storage day. During the storage of Sikhye the total microbial cell count,
typically 3.19～0.35×102 CFU/mL on the third storage day, was undetected in Sikhye with 3% RPD. The total
microbial cell count of Sikhye without RPD increased to 1.91×109 CFU/mL by the fifteenth storage day, while
Sikhye with 0.5, 1, 2, and 3% RPD added contained 8.43×108, 9.77×107, 2.10×107, and 7.21×106 CFU/mL,
respectively. Thus, the total cell count was lower with higher additions of RPD. In sensory tests, the Sikhye
control, or with 0.5% and 1% RPD added, didn'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exture of rice granules,
plumpness of rice granules, floating of rice granules, taste, flavor, and sweetness values. The overall preference
was highest (5.38) for Sikhye with 0.5% RPD, followed by the control, 1% RPD, 2% RPD and 3% RPD. In
conclusion, according to preference tests, we recommended the addition of 0.5% or 1% RPD in Sik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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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건강

지향적인 식품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전통 식품에

있어서도 건강 유지를 위한 기능성 측면을 강조한 식품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식혜는 우리나라 전통 음료 중 하나로, 식혜의 조리법은

조리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 조건은 엿기름가루

를 우려낸 물에 지에밥(찹쌀밥 또는 멥쌀밥)을 넣고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일정시간을 삭혀서 만든 것으로(1), 엿기

름 중의 당화 효소인 아밀라제에 의하여 당화 작용이 일어나

쌀 전분을 분해시켜 말토오즈의 독특한 단맛과 맥아향 등이

조화를 이룬 것이다(2). 식혜는 보통 단술 또는 감주라고 부

르나, 밥알을 띄어서 먹는 것을 식혜라고 하고 다 삭은 것을

끓여서 밥알은 건져 내고 물만 먹는 것을 감주라고 구별하기

도 한다(3). 식혜의 열량 또는 단맛 제공의 제한된 식품영양

학적 가치에 부가하여, 전통음료인 식혜의 보급화, 고급화,

다양화 등을 위해 생리활성 물질이 강화된 식혜 개발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4). 기능성 식품을 이용한 식혜에는 가

루녹차(4),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5), 인삼(6), 황기 추출물액

(7), 옥수수수염 추출액(8), 오미자 열매 추출액(9), 단호박

(10), 오디(11) 등을 이용한 식혜가 보고되었다.

도라지(P latycodon grandiflourm A. DE. Candolle)는 초

롱꽃(Campanulaceae)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 식물로서 한

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등 동아시아에 분포한

다(12). 도라지의 뿌리인 길경(桔梗)은 산채 및 나물 등의

식재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한약재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

는데, 특히 거담, 배농, 진해약, 편도섬염, 최유, 감기, 기침,

천식, 폐결핵, 거담제로서 유용하고 늑막염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13). 도라지의 생리활성 연구에 의하면 도라지는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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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식이를 한 흰쥐 간의 중성지방 저하 효과(14)와 혈청과

간의 지질 개선 효과(15,16), 고콜레스테롤혈증 흰쥐의 간기

능과 지질 대사 개선 효과(17)가 있다고 한다. 또한 직장암,

결장암, 백혈병 세포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효과(18), 항산화

작용과 NO 생성 억제작용, 항염증작용, 항천식작용, 간 손상

억제 작용, 면역활성 증가로 아토피 피부염 저해 효과 등

(19-25)이 보고되어 있다. 도라지 뿌리의 주요 성분으로는

platycodin A, -C, -D1, -D2와 polygalacin D와 D2, deapio-

platycoside E와 platycoside E를 포함한 10여종의 saponin

과 glaticodin, glucosidem spinasterol, inulin, betulin 등이

보고되었다(16,26,27). 도라지의 생리활성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연구로는 도라지 호상 요구르트(28), 도라지 차

(29), 도라지 캔디(30), 도라지 설기떡(31), 도라지 피클(32),

도라지 양갱(33), 도라지 정과(34,35), 도라지 다식(36) 등이

있다. 그러나 도라지를 이용한 식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 도라지를

전통 음료인 식혜에 활용하여 도라지의 이용을 증대시키고

자, 도라지 식혜를 제조한 후 품질 특성 및 관능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도라지 가루는 웰빙도라지연구회

(Jeonbuk, Korea)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엿기름가루

는 뚜레반(Goyang, Korea)에서 생산한 것을, 물은 생수(석

정수, Jeonbuk, Korea)를, 멥쌀은 군산지역에서 생산된 일반

미를, 백설탕은 ㈜제일제당(Incheon, Korea)에서 생산한 것

을 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엿기름 추출액과 고두밥 제조

엿기름은 40
o
C의 7 L 생수에 엿기름가루 600 g을 넣고

2시간 동안 20분 간격으로 주물러서 걸러 용기에 넣고 냉장

고에 하룻밤 방치하여 상층의 맑은 액만 채취하여 식혜의

당화에 이용하였다. 식혜에 사용한 고두밥은 멥쌀 700 g을

3회 세척하여 1시간 동안 침지시킨 후 소쿠리에 받혀 10분

동안 탈수시킨 후 1.2배의 물을 넣고 전기밥솥(쿠쿠홈시스,

Yangsan, Korea)으로 제조하였다.

도라지 가루 첨가 식혜 제조

도라지 식혜는 식혜 제조에 관련된 문헌과 선행연구(4-

11,37)를 참고하여 예비실험을 거쳐 도라지 가루 0.5%, 1%,

2%, 3%로 첨가 비율을 정하였다. 엿기름 추출액과 고두밥,

생수만으로 제조한 것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식혜는 고두밥

100 g에 엿기름 추출액 1,000 mL를 넣어 60
o
C에서 5시간

동안 당화시켜 10%의 설탕을 넣은 후 90oC에서 10분간 가열

하여 제조하였다.

저장기간 중 이화학적 특성 변화

도라지 첨가 식혜의 저장 기간 중 pH, 당도, 탁도를 측정하

기 위해 식혜를 여과지(Whatman filter paper No. 1, MA-

CHEREY-NAGEL, Düren, Germany)로 여과한 후 pH는

pH meter(A221, Orion Co., Beverly, M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당도는 당도계(refractometer, PR-32, Atago

Co., Tokyo, Japan)로 측정하였고, 색도는 색차계(color me-

ter, NE4000, Nippon Denshoku, Toyo, Japan)를 이용하여

Hunter's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 값을 5회 반복 측정

하였다. 표준판의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 값은 각각

98.27, -0.13, 0.02이었다.

저장기간 중 총균수의 변화

도라지 첨가 식혜의 저장 기간에 따른 미생물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저장기간별 총균수를 측정하였다. 시료는 식

혜를 4oC의 냉장고에 저장하면서 1, 3, 5, 7, 10, 13, 15일에

고형분을 포함한 식혜 10 mL를 취해 멸균수를 넣어 stom-

acher(Mayo, Romainville, France)로 분쇄하여 그 액 1 mL

를 취하고 단계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표준 평판법에

따라 PAC(plate count agar, Difco, Detroit, MI, USA) 배지

에 도말하고 36oC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생성된 집락수를

계산하였다.

관능검사

도라지 첨가 식혜의 관능검사는 제조 당일 군산대학교 식

품영양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 8명을 대상으로 각각의 시료

100 mL를 투명한 용기에 담아 제시하였으며 검사방법과 평

가특성을 교육시킨 후 실시하였다. 한 개의 시료 평가 후

반드시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다른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

다. 검사 항목은 밥알의 조직감(texture of rice granule), 통

통함(plumpness of rice granule), 뜨는 정도(floating of rice

granule), 식혜의 맛(taste), 색깔(color), 향기(flavor), 단맛

(sweetness), 쓴맛(bitterness),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preference)에 대해 7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였고, 각 항목의

특성이 강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기호도 특성은

선호도가 좋을수록 점수를 높게 주었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SPSS program(IBM SPSS Statistics 20.0,

IBM SPSS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각 실험군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시료간의 차이 검증은 일원

배치 분산 분석(one way ANOVA)을 사용하였으며, 사후검

증은 Duncan's multiple rage test에 따라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저장기간 중 이화학적 특성 변화

저장기간 중 도라지 분말 첨가 식혜의 pH 변화는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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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in pH of Sikhe prepared with the roots powder of Doraji during storage at 4
o
C

Days
Sample

Control 0.5% RPD
1) 1% RPD 2% RPD 3% RPD F-value

1
3
5
7
10
13
15

F-value

5.78±0.06Fb2)
5.35±0.12Ea
4.86±0.05Da
4.45±0.11Ca
3.81±0.09Ba
3.62±0.08Aa
3.58±0.12Aa
258.13

***

5.81±0.01Fb
5.56±0.05Eb
5.28±0.12Db
4.72±0.10Cb
4.30±0.20Bb
4.12±0.11Bb
3.59±0.12Aa
158.89

***

5.81±0.08Eb
5.68±0.06Eb
5.52±0.10Dc
5.20±0.05Cc
4.83±0.10Bc
4.81±0.05Bc
4.11±0.57Ab
172.68

***

5.71±0.09Eab
5.64±0.01Eb
5.57±0.04Ec
5.23±0.11Dc
5.08±0.07Cd
4.83±0.07Bc
4.11±0.10Ab
164.66

***

5.64±0.02Da
5.68±0.03Db
5.64±0.67Dc
5.60±0.67Dd
5.11±0.14Cd
4.94±0.64Bc
4.31±0.49Ab
126.25

***

4.85*

13.69
***

46.41***

75.11
***

58.54***

164.91
***

29.17***

1)RPD: roots powder of Doraji.
2)
Values in the same column (A-F) and the same row (a-d)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2. Changes in saccharinity of Sikhe prepared with the roots powder of Doraji during storage at 4oC

Days
Sample

Control 0.5% RPD1) 1% RPD 2% RPD 3% RPD F-value

1
3
5
7
10
13
15

F-value

9.59±0.03Aa2)
10.03±0.01Ba
10.80±0.10Ca
11.13±0.06Da
11.07±0.10Da
10.78±0.06Ca
10.76±0.06Ca
283.56***

9.85±0.03Ab
10.51±0.30Bb
11.14±0.06Cb
11.54±0.07Db
11.60±0.37Db
10.93±0.15Ca
10.86±0.06Cab
29.89***

10.89±0.01ABc
10.87±0.06Ac
11.27±0.05Cc
11.54±0.06Db
11.85±0.04Eb
11.06±0.07ABa
11.09±0.26BCb
32.06***

11.18±0.08Ad
11.16±0.06Ad
11.54±0.06Bd
12.11±0.20Cc
12.47±0.06Dc
12.57±0.05Db
12.59±0.07Dc
129.68***

11.77±0.06Ae
11.87±0.06Ae
11.90±0.01Ae
12.58±0.09Bd
12.84±0.06Bd
12.93±0.59Bb
12.94±0.07Bc
14.78***

1056.24
***

73.40***

124.99
***

78.68***

50.20
***

40.55***

171.06
***

1)
RPD: roots powder of Doraji.
2)Values in the same column (A-E) and the same row (a-e)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1과 같다. 저장 1일 후 대조군 식혜의 pH는 5.78이었고, 도라

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는 감소하여 0.5% 첨가군은

5.81, 1% 첨가군은 5.81, 2% 첨가군은 5.71, 3% 첨가군은

5.64로, 3% 첨가군이 가장 낮았다(p<0.05). 유근피 추출물

(2), 가루녹차(4),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5), 옥수수수염 추출

액(8), 오미자 추출물(9), 오디 추출물(11)을 첨가한 식혜에

서도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pH가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저장기간에 따라 pH는 감소하였는데, 특히 대조군은 저장

3일 후에 5.35로, 0.5% 첨가군도 3일 후에 5.56으로 유의적으

로 낮아졌으나, 1% 첨가군은 5일후에 5.52로, 2% 첨가군은

7일후에 5.23으로, 3% 첨가군은 10일후에 5.11로 유의적으

로 낮아졌다. 15일 후에 대조군과 0.5% 첨가군은 pH는 유의

적 차이가 없었으나, 1% 이상 첨가군과는 유의적 차이가 있

었다(p<0.001). 이는 유근피 추출물(2), 헛개나무 열매 추출

물(5) 첨가한 식혜에서도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저장기간에

따른 pH 감소 속도가 지연되었다고 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도라지의 약리성이 식혜의 저장기간

중 pH 저하로 시어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장기간 중 도라지 분말 첨가 식혜의 당도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저장 1일 후 대조군의 당도는 9.59%로 단호

박 첨가 식혜(10)의 대조군 당도 13.2%, Jeon 등(38)의 멥쌀

식혜 10.8%보다는 낮았으나,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 식혜(5)

의 대조군 당도 9.20%보다는 약간 높았다. 식혜의 당도는

식혜 제조에 사용한 엿기름가루와 밥의 양뿐만 아니라, 엿기

름 추출 조건, 엿기름 농도, 당화 시간 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37-39)고 하여 실험방법의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도라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당도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0.5% 첨가군은 9.85%, 1% 첨가군은

10.89%, 2% 첨가군은 11.18%, 3% 첨가군은 11.77%이었다

(p<0.001). 가루녹차(4)를 첨가한 식혜는 가루녹차 첨가량에

따라 당도의 변화가 없다고 하였으나, 유근피 추출물(2), 헛

개나무 열매 추출물(5), 옥수수수염 추출액(8), 오미자 추출

물(9), 오디(11)를 첨가한 식혜에서는 첨가물의 첨가량이 증

가함에 따라 당도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경향

이었다. 저장기간별 당도의 변화를 보면, 대조군은 저장 7일

후 11.13%까지 증가하다가, 13일 후부터 감소하여 15일 후

에는 10.76%였다. 도라지 분말 첨가군 중 0.5%와 1% 첨가군

은 10일 후에 각각 11.60%, 11.85%로 가장 높은 당도를 보이

다가 약간씩 감소하여 15일 후에는 각각 10.86%, 11.09%였

다. 2%와 3%는 저장기간 내 증가하여 15일 후에 각각

12.59%, 12.94%로 가장 높은 당도를 나타내었다. 즉 도라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최대 당도에 도달하는 기간이 증

가하였고, 대조군과 0.5%, 1% 도라지 분말 첨가군은 일정기

간 저장 후 당도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2%와 3% 첨가군은

저장기간 내 당도가 감소하지 않았다.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

(5), 단호박(10) 첨가 식혜에서도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식혜의 당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식혜를 저장하는 동안에

도 엿기름의 당이 계속 증가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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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Hunter's color values of Sikhe prepared with the roots powder of Doraji during storage at 4oC

Days
Sample

Control 0.5% RPD
1)

1% RPD 2% RPD 3% RPD F-value

L

1
3
5
7
10
13
15

F-value

53.23±0.02Fd2)
52.14±0.43Ed
51.76±0.06Dd
51.25±0.03BCd
51.46±0.11CDd
50.89±0.08Bd
50.21±0.40Ad
53.09

***

53.03±0.18Ed
51.84±0.03Dd
51.70±0.10Dd
51.71±0.04De
51.24±0.17Cd
50.35±0.02Bc
49.91±0.11Ad
298.48

***

52.49±0.30Dc
51.38±0.01Cc
51.21±0.14Cc
50.55±0.10Bc
50.32±0.23Bc
49.48±0.50Ab
49.53±0.13Ac
56.03

***

49.25±0.16Bb
49.85±0.06Cb
49.73±0.05Cb
49.25±0.19Bb
49.73±0.15Cb
49.20±0.14Bb
48.52±0.08Ab
38.46

***

48.44±0.08Ea
47.93±0.07Da
47.40±0.01Ca
46.04±0.03Ba
45.97±0.01Ba
45.71±0.12Aa
45.73±0.06Aa
920.81

***

500.19
***

233.45
***

2029.63
***

1538.75
***

660.46
***

214.27
***

255.89
***

a

1
3
5
7
10
13
15

F-value

0.27±0.04Aa
1.68±0.03Ba
2.31±0.03Cb
2.39±0.03Da
2.57±0.02Ea
3.68±0.05Fa
3.74±0.07Fab
2661.80

***

1.29±0.01Ab
2.83±0.03Bc
2.83±0.03Bc
3.28±0.21Cc
3.48±0.07Db
3.71±0.14Ea
3.70±0.06Ea
208.00

***

2.08±0.05Bd
2.59±0.00Cb
2.65±0.03Aa
2.93±0.10Db
3.40±0.06Eb
3.60±0.10Fa
3.81±0.05Gb
574.91

***

2.23±0.09Ac
2.81±0.03Bc
3.42±0.02Cd
3.39±0.06Cc
3.64±0.06Dc
3.75±0.03Ea
3.90±0.02Fc
834.66

***

2.56±0.02Ae
2.95±0.03Bd
3.73±0.08Ce
3.71±0.03Cd
3.90±0.01Dd
4.03±0.02Eb
4.11±0.02Fd
800.14

***

1145.37
***

1349.22***

526.65
***

80.52***

314.61
***

12.20**

36.66
***

b

1
3
5
7
10
13
15

F-value

5.93±0.10Aa
9.07±0.11Ba
10.08±0.03Ca
12.67±0.03Da
13.96±0.04Ea
14.68±0.07Fa
16.48±0.01Ga
9278.28

***

9.41±0.16Ab
10.06±0.33Bb
13.04±0.01Cb
15.07±0.01Dc
15.25±0.06Db
15.78±0.10Eb
16.66±0.10Fab
1085.41

***

10.64±0.19Ac
12.07±0.19Bc
13.11±0.11Cb
13.10±0.11Cb
15.60±0.07Dc
15.91±0.06Eb
16.96±0.03Fb
1049.40

***

12.34±0.15Ad
14.75±0.04Bd
15.91±0.01DEc
16.08±0.04Cd
16.21±0.02CDd
16.36±0.25Ec
16.71±0.27Fb
286.09

***

15.13±0.03Ae
15.64±0.52Be
16.15±0.07Cc
16.48±0.10CDe
16.60±0.08DEe
16.85±0.06Ed
16.94±0.03Eb
32.65

***

1842.04
***

285.80***

5307.21
***

3272.56***

1003.59
***

113.35***

6.40
***

1)
RPD: roots powder of Doraji.
2)Values in the same column (A-G) and the same row (a-e)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다고 하였다. 또한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5)의 첨가량이 많

을수록 16일 저장기간내 당도가 감소하지 않았으나, 대조군

과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이 20%로 적게 들어간 식혜는 대조

군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저장 후 당도가 감소하였다고 하

여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저장기간 중 도라지 분말 첨가 식혜의 색도의 변화는

Table 3과 같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대조군의 저장 1일

후는 53.23이었고, 도라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였다. 오미자 추출물(9)을 첨가한 식혜는 추출물 첨가량과

명도 값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었다고 하였으나, 가루녹

차(4),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5), 옥수수수염 추출액(8), 단호

박(10), 오디(11)를 첨가한 식혜에서는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명도가 감소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이었다.

저장기간에 따른 영향을 보면 대조군, 도라지 분말 첨가군

모두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L값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

다.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 첨가 식혜 연구(5)에서는 대조군,

20%, 40%, 60% 첨가군은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졌으

나, 80%와 100%로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 농도가 높은 식혜

는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단호박 첨가 식혜 연구(10)에

서는 대조군과 단호박 첨가군 모두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L값이 낮아져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적색도를 나타

내는 a값과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도라지 분말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높아졌으며,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치가 높

아졌다. 가루녹차 식혜는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a값은 감

소하였으나, b값은 증가하였고,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a값

과 b값이 각각 증가하였다(4)고 하여 본 연구와는 a값의 변

화 양상이 차이가 있었다.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5), 단호박

(10), 오디(11)를 첨가한 식혜에서는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

라 a값과 b값이 각각 증가하였고,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졌다고 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이었다. 저장기간 중

당의 갈변화 현상으로 적색도가 높아진다(4)고 보고된 바

있다.

도라지 분말 첨가 식품의 색도에 관한 연구를 보면, 도라

지 분말 가루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콩다식(36)의 명도는 감

소하였고 적색도와 황색도는 증가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이었으나, 설기떡(31)의 명도와 적색도는 감소하

였고 황색도는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재료와의 배

합, 조리법의 차이 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이라 생각

된다.

저장기간 중 총균수의 변화

저장기간 중 도라지 분말 첨가 식혜의 총균수의 변화는

Table 4와 같다. 본 실험에서 4oC에서 보관하여 15일까지는

외관상의 변화는 없었고, 저장 1일후까지는 미생물이 검출

되지 않았고, 3일후에 대조군, 0.5%, 1%, 2% 첨가군은 미생

물이 3.19～0.35×102 CFU/mL를 나타냈으나 3% 첨가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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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in total viable cell of Sikhe added with the roots powder of Doraji (Platycodon grandiflorum) during storage
at 4oC (CFU/mL)

Days
Sample

Control 0.5% RPD1) 1% RPD 2% RPD 3% RPD

1
3
5
7
10
13
15

ND
2)

3.19×102
1.13×103
5.84×105
3.65×107
3.24×108
1.91×109

ND
1.43×102
1.90×103
6.41×104
2.47×107
1.60×108
8.43×108

ND
0.95×102
2.05×102
6.25×104
5.33×106
5.84×107
9.77×107

ND
0.35×102
0.53×102
3.18×104
4.33×105
4.03×106
2.10×107

ND
ND

0.75×102
1.02×103
3.63×105
3.66×106
7.21×106

1)
RPD: roots powder of Doraji.

2)
ND: Not detected (<1×10 CFU/mL).

Table 5. Sensory evaluation of Sikhe prepared with the roots powder of Doraji

Sample Control 0.5% RPD1) 1% RPD 2% RPD 3% RPD F-value

Texture of rice granule
Plumpness of rice granule
Floating of rice granule
Taste
Color
Flavor
Sweetness
Bitterness
Overall preference

5.00±0.76c2)
4.38±0.52c
4.50±1.07c
4.50±0.93b
4.25±1.04c
4.50±0.93b
4.00±0.76b
5.25±0.46c
4.38±0.74c

4.25±1.16bc
3.75±1.04bc
4.13±0.64bc
4.75±0.89b
3.88±1.25bc
5.38±1.06b
4.63±1.06b
3.38±0.30b
5.38±0.74d

4.13±0.99bc
4.13±0.83bc
3.50±0.53b
4.25±1.28b
3.00±0.93b
4.75±1.16b
3.75±0.16b
2.63±0.74b
4.25±1.39c

3.25±0.89ab
3.50±0.76b
2.75±0.46a
2.00±0.93a
2.00±0.53a
2.50±1.07a
1.88±0.83a
1.63±0.52a
2.50±1.07b

2.88±0.83a
2.63±0.52a
2.38±0.74a
1.25±0.46a
1.63±0.52a
1.75±0.89a
1.25±0.46a
1.25±0.46a
1.50±0.76a

6.502
**

6.370
**

12.298
***

23.298
***

12.900
***

18.532
***

21.394
***

34.427
***

20.618
***

1)RPD: roots powder of Doraji.
2)
Value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검출되지 않았다. 15일 저장기간 후 대조군은 1.91×109 CFU/
mL이었고 0.5, 1, 2, 3%의 도라지 분말 첨가군은 각각 8.43× 
108, 9.77×107, 2.10×107, 7.21×106 CFU/mL로 도라지 분말

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총균수 증가 속도가 지연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헛개나무 추출액(5), 유근피 추출액, 오디 추출

액(12) 첨가 식혜에서도 첨가량이 많을수록 총균수 증가 속

도가 감소하여 저장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보고한 것과 비슷

한 경향이었다.

관능검사

도라지 가루를 첨가하여 제조한 식혜의 관능검사의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식혜 밥알의 조직감, 통통함, 뜨는 정도,

식혜의 색, 쓴맛은 대조군이 가장 높았고, 식혜의 맛, 향, 단

맛, 전체적 기호도는 0.5% 첨가군이 가장 높았으며, 도라지

가루 첨가량이 많을수록 점차 낮게 평가되어 3% 첨가군이

가장 낮았다. 식혜의 맛, 향, 단맛은 대조군과 0.5%, 1% 첨가

군이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식혜의 쓴맛, 전체적 기호도

는 대조군과 0.5%, 1% 첨가군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p<0.001). Table 2에서 도라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당도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관능검사에서는 오히려

도라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단맛에 대한 기호도가 감

소하였는데 이는 쓴맛에 대한 기호도의 감소, 즉 쓴맛이 더

욱 강하게 느껴져 나온 결과로 보인다. 전체적인 기호도에서

는 0.5% 첨가군이 5.38로 가장 높았고, 대조군이 4.38, 1%

첨가군은 4.25, 2% 첨가군은 2.50 순으로 나타났고, 3% 첨가

군은 1.50으로 가장 낮았다. 도라지 분말을 첨가한 다른 연구

를 보면 도라지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31)에서는 쌀가루 대

비 6% 첨가군이 전체적 기호도가 가장 높았고 콩다식(36)에

서도 콩가루 대비 6% 첨가군이 가장 좋게 평가되었으며,

캔디(30)에서는 도라지 분말 5% 첨가군이 쓴맛이 적고 도라

지 향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라지의 saponin 성분

으로 인해 독특한 쓴맛과 향은 식품으로도 유용할 뿐만 아니

라 약리성도 뛰어나지만(16,26,27), 기호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첨가해야만 이러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로 보아 식혜에 도라지 분말가루를 0.5～1% 정

도 첨가하는 것이 관능평가 면에서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 도라지를 전통 음

료인 식혜에 활용하여 도라지의 이용을 증대시키고자, 도라

지 가루를 다양한 농도(0.5%, 1%, 2%, 3%)로 첨가하여 식혜

를 제조한 후 15일간 저장기간 중 품질 특성 변화와 관능

특성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장 1일 후 대조군 식혜

의 pH는 5.78이었고, 도라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는 감

소하여 3% 첨가군은 5.64였다. 저장기간에 따라 pH는 감소

하였는데, 특히 대조군이 도라지 첨가군에 비해 급격히 감소

하였다. 도라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당도는 점차적으

로 증가하여, 대조군의 당도는 9.59%였고 3% 첨가군은

11.77%이었다. 저장기간에 따른 당도 변화를 보면, 도라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최대 당도에 도달하는 기간이 증

가하였고, 대조군과 0.5%, 1% 도라지 분말 첨가군은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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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저장 후 당도가 감소하였으나, 2%와 3% 첨가군은 저장기

간 내 당도가 감소하지 않았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대조

군의 저장 1일 후는 53.23이었고, 도라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감소하였다. 대조군, 도라지 분말 첨가군 모두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L값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적색도

를 나타내는 a값과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도라지 분말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높아졌으며,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치가 높아졌다. 저장기간 중 총균수 검사에서 저장 1일후

까지는 대조군과 도라지 분말 첨가군 모두 미생물이 검출되

지 않았으나, 대조군, 0.5%, 1%, 2% 첨가군은 3일후엔 미생

물이 검출되었으나 3% 첨가군은 검출되지 않았다. 15일 저

장기간 후 대조군은 1.91×109 CFU/mL이었고, 0.5, 1, 2, 3%

의 도라지 분말 첨가군은 8.43×108, 9.77×107, 2.10×107,
7.21×106 CFU/mL로 도라지 분말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총

균수 증가 속도가 지연되어 도라지 분말 첨가가 식혜의 저장

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식혜 밥알의 조직감, 통통함, 뜨는

정도, 식혜의 맛, 향, 단맛은 대조군과 0.5%와 1% 첨가군이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식혜의 색, 쓴맛은 대조군과 0.5%

첨가군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0.5%와 1% 첨가군은 유

의적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인 기호도에서는 0.5% 첨가군이

5.38로 가장 높았고, 대조군, 1%, 2%, 3% 첨가군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식혜에 도라지 분말을 0.5～1% 정도

첨가하는 것이 관능평가 면에서 적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도라지 분말 첨가 식혜는 저장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도라지의 생리기능 면까지 보완된 기능성 음료로서 개발 가

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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