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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king jungkwa, a traditional Korean snack, is difficult and complicated. In this study, a rice cooker was 
used to simplify the process of making jungkwa made with ginseng. Comparing ginseng jungkwa cooked in 
a rice cooker with the control group cooked in a traditional way, their chewiness, browness, glossy and overall 
preference were similar when cooked for 160 minutes, 175 minutes, 190 minutes, 205 minutes, and 220 
minutes. The moisture content of ginseng jungkwa cooked in a rice cooker decreased, while its sugar content 
increased with increased cooking time. Also, the ginseng jungkwa had lower lightness and higher redness and 
yellowness as its cooking time got longer. The ginseng jungkwa cooked for 205 minutes was most similar 
to the one cooked in a traditional way. In the measurement of texture, the ginseng jungkwa had higher 
hardness with increased cooking time, and, when cooked for 205 minutes, it was most similar to the one 
cooked in a traditional way in chewiness. The sensory evaluation showed that the one cooked for 205 minutes 
was most preferred in appearance, smell, taste, texture and overall preferenc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revealed that using a rice cooker can be substituted for the traditional way of making jungk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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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통식품인 정과는 과(煎果)라고도 

하며, 채소의 뿌리나 열매, 기 등을 이용하여 살

짝 데치거나 날것을 꿀에 오랫동안 졸여서 달고 

쫄깃한 형태가 되도록 만든다. 정과에 주로 이용

되어져 온 채소의 종류는 인삼, 생강, 도라지  

당근 등이 있다(신승미 등 2005, Cho SH et al 
1984). 정과를 포함하는 한과류는 고려시 와 조

선시 에 궁 의 잔칫상, 의례상, 제사에 사용되

었으며, 양반층과 왕실의 기호 음식으로 주로 고

스럽게 발달하여 왔다(강인희 1999). 하지만 

1900년 에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식문화도 

서양식으로 바 어 서양과자의 종류가 다양해지

고 양 으로 풍성해짐에 따라 통 한과류는 기

호에서 멀어졌는데(Lee HJ 2000), 서양과자는 지

속 으로 신제품을 개발하여 맛과 종류가 다양하

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데, 정과

와 같은 한과류는 만들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량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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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힘든 상황으로 소비자들의 기 를 충족시키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박형우 2002).
최근 소비자들은 건강식에 한 심이 증 하

고 있고 소비자는 웰빙 성향이 강할수록 서양의 

과자보다는 우리나라 통 한과류를 선택하며, 
한과류를 선택할 때에도 유기농 재료를 이용한 

한과류를 선호한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Kim 
HB 2011).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호에 부합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재료를 이용하여 제조 방

법을 간단히 한 정과류를 개발한다면 소비자의 

기호에도 충족시키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d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 인삼은 건강 기능성 식품  가장 많

이 소비되고 가공 식품도 많이 개발 되고 있다

(Korean ginseng & tabacco research experiment 
station 1996).

인삼의 소비 형태는 인삼 생산량의 약 50%가 

수삼의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며, 수삼정과는 수

삼을 한번 삶은 후 설탕이나 꿀 등의 당류를 이용

하여 졸인 식품으로 수삼 가공품의 약 3%를 차지

할 정도로 은 량이 소비되고 있다(Ryu GH 
2010, Korea Customs Service 2007). 재 정과에 

한 연구로는 연근정과(Choi SH et al 1984), 동
아정과(Lee HG & Kim HJ 2001), 첨가 인삼

정과(Kim HJ et al 1985), 당침 시간을 달리한 인

삼정과의 품질특성(Paek JK et al 2006), 도라지와 

연근정과 제조 시 오미자 추출물을 첨가하여 정

과를 제조한 후 품질특성(Kwon HJ & Park CS 
2009)을 보고하는 등 정과류의 품질개선에 한 

연구만 있고 정과를 간편하게 제조하는 방법에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인삼을 이용하여 제조과정이 복잡한 

정과를 만드는 방법을 단순화시켜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기밥솥을 이용한 간편한 정과 제조

방법을 찾아내고자 수삼을 이용하여 정과를 제조

한 후 통 으로 제조한 수삼 정과와 기밥솥

에 간편하게 제조한 수삼 정과의 품질 특성을 비

교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간편한, 량생

산이 가능한 수삼 정과의 최  제조 조건을 알아

내고자 한다. 

Ⅱ. 재료  방법

1. 재료  시료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꿀(동서벌꿀), 설탕(제일제

당), 물(삼다수) 등의 재료는 모두 시  형 마트

에서 구입하 고 수삼은 경동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수삼 정과를 만들기 한 수삼은 직

경이 1.5～2 cm, 길이가 15 cm 정도 되는 것을 골

라서 구입하 으며, 수삼은 앞과 끝부분을 제외

하고 비교  굵기가 고른 간부분을 이용하여 7 
mm 두께로 통썰기 하고 솥(stainless, diameter : 
20 cm, height : 15 cm)에 물(1 L)을 넣고 끓으면 

수삼 500 g을 넣어 10 간 데치고 건져서 물기를 

제거하 다. 물을 처음 솥에 넣었던 양의 반인 

500 g을 빼낸 후 꿀 500 g을 가하고 데친 수삼을 

넣어 30분간 불에서 졸이고 불을 끄고 두 시간 

당침을 하 다. 이러한 과정을 3회 반복하여 통

인 제조방법으로 만든 정과를 조군으로 하

다(Lee KS et al 2009). 기밥솥에서 제조된 수삼 

정과는 통 인 방법과 마찬가지로 7 mm 두께

로 통썰기 한 수삼을 솥(stainless, diameter : 20 
cm, height : 15 cm)의 물(1 L)이 끓으면 500 g을 

넣어 10 간 데친다. 물을 처음 솥에 넣었던 양의 

반인 500 g을 빼낸 후 설탕 500 g을 가하고 잘 

은 후 당침 용액을 만들어 기밥솥에 넣고, 물
기를 뺀 수삼을 넣어 졸인다(70±2℃). 비실험을 

통해 수삼정과로서의 한 졸임시간으로 단

된 160분부터 235분까지 15분 간격으로 시간을 

달리하여 시료를 제조하 다. 

2. 실험 방법

1) 수분  당도 측정

수삼 정과의 수분 함량은 수삼정과 3 g 씩을 수

분측정기(Moisture Analayser, MB 45 OH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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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의 할로겐 방식(110℃, A60)으로, 당도는 디

지털 당도계(Atago digital refractometer PAL-3, 
Japan)로 1배의 물과 함께 믹서에 갈아 액을 잘 

섞은 후 액만 측정하 으며 각각의 시료를 5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 다. 

2) 텍스처 측정

수삼 정과의 당침 후 텍스처 측정은 texture an-
alyzer(TA-XT Express, Stable Micro Systems, 
UK)를 이용하여 2 mm cylinder probe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치에 의한 오차 제거를 해 완성

된 수삼정과의 심부분의 경도(hardness), 부착

성(adhesiveness), 씹힘성(chewiness), 응집성(cohe-
siveness)을 각 시료별로 5회씩 측정하여 평균값

을 구하 다(Pre-test speed: 3 mm/s, Test speed : 
2 mm/s, Post-test speed: 3 mm/s, Distance: 1.5 
mm, Time: 3 sec, Trigger Force: 5 g). 

3) 색도 측정

수삼 정과의 색은 측색 색차계(Color meter, 
JC-801, Color Techno Co, LTD, Japan)로 반사

에 의해 측정하 는데(L: 93.723, a: -0.514, b: 
0.816), 수삼 정과를 원통형용기(35 × 10 mm)에 

담아 각 시료 당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4) 수삼 정과의 능검사

수삼 정과의 능검사를 한 시료는 수삼 정

과 1개씩을 흰색 폴리에틸  1회용 시에 담아 

제공하 으며, 정과의 품질 차이를 식별할 수 있

는 훈련된 통조리과 학생 25명을 상으로 실

시하 고, 시료번호는 난수표(3자리)를 이용하

다. 수삼 정과를 섭취한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고 

다음 시료를 섭취하도록 하 으며, 수삼 정과를 

간편하게 제조하기 하여 기밥솥에서의 정 

당침시간을 측정하기 한 능검사 문항은 수삼 

정과의 윤기, 갈색의 정도, 씹힘성, 종합 인 기호

도로 하여 5  척도법으로 실시하 다. 이 결과를 

근거로 하여 간편한 수삼정과 제조의 최  조건

을 알아내기 한 정과의 품질에 한 기호 검사

는 외 , 냄새, 맛, 텍스처, 종합 인 기호도를 5  

척도법으로, 1 은 매우 나쁘다, 5 은 매우 좋다

로 평가하 으며, 윤기, 투명함, 갈색의 정도, 수
삼향, 단맛, 수삼의 맛, 쫄깃함의 정도에 하여, 
1 은 가장 약한 정도를 나타내며 5 은 가장 강

한 정도로 하여 실시하 다.

5) 통계방법

수삼 정과의 수분, 당도, 텍스처, 색도  능

검사에 한 결과는 일원 분산분석(ANOVA)에 

의해서 분석하 으며, p<0.05 수 에서 Duncan의 

다 범  검정(Duncan‘s multiple test)으로 유의

성 검정을 실시하 고, 분석은 SPSS WIN pro-
gram 20.0 을 이용하 다.

Ⅲ. 연구 결과  고찰

1. 수삼 정과의 수분 함량과 당도

정과는 알맞은 시간을 졸 을 때 투명도가 있

고 쫄깃함이 잇는 좋은 텍스처가 형성되는데, 졸
임시간에 따라 당침액의 삼투압 작용이 일어나 

수삼속의 자유수는 수분으로 탈수되어 당침액으

로 흘러들어가고 당침액은 수삼으로 침투되어 졸

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삼의 수분 함량은 고 

당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가 원

하는 쫄깃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삼 정과의 수

분 함량과 당도를 측정하여 통방식의 정과와 

비교하면 유사한 품질의 정과를 만들 수 있으리

라 생각된다. 기밥솥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수

삼 정과를 능검사의 결과 종합  기호도가 높

았던 160분, 175분, 190분, 205분, 220분, 235분 

졸인 것으로 제한하여 정과의 수분함량과 당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았다.
통방식으로 제조한 조군인 수삼 정과의 수

분 함량은 28.81% 이었으며, 기밥솥에 졸인 정

과는 졸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과 내의 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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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isture and sugar contents of jungkwa made with ginseng at different boiling time periods

Moisture content(%) Sugar content(°Brix)
Con1) 28.81±0.63d 23.20±0.10c

160 min2) 45.98±0.27a 15.06±0.23f

175 min 36.89±0.15b 17.533±0.25e

190 min 35.77±0.87c 22.43±0.20d

205 min 28.60±0.96d 24.03±0.02b

220 min 14.48±0.83e 26.73±0.21a

F - value 678.378*** 1328.104***

1)Con : Ginseng jungkwa made with a traditional method.
2)Ginseng jungkwa boiled in a rice cooker for 160, 175, 190, 205, 220 min
a-f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01

<Table 2> Color values of jungkwa made with ginseng at different boiling time periods

L a b
Con1) 42.02±0.15b 11.92±0.28ab 30.11±0.19b

160 min2) 43.67±0.02a 8.37±0.26d 26.35±0.06c

175 min 43.58±0.25a 10.13±0.10c 29.61±0.41b

190 min 42.12±0.03b 11.82±0.33b 30.23±0.73b

205 min 42.23±0.04b 12.14±0.47ab 30.29±0.87b

220 min 41.59±0.44c 12.45±0.21a 32.58±0.23a

F - value 47.078*** 82.050*** 57.113***

1)Con : Ginseng jungkwa made with a traditional method.
2)Ginseng jungkwa boiled in a rice cooker for 160, 175, 190, 205, 220 min
a-f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01

량이 45.98%에서 14.48%로 유의 으로 낮아졌고

(p<0.001), 175분 졸인 정과와 190분 졸인 정과의 

수분 함량은 유의 으로 비슷하 다. 따라서 

통 으로 제조한 정과와 유사한 수분 함량을 나

타내는 정과는 기밥솥에서 205분 졸인 수삼 정

과(28.60%)인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당도는 조군의 경우 23.20 °Brix, 기밥솥에

서 160분 졸인 수삼 정과는 15.06 °Brix, 175분 졸

인 정과는 17.53 °Brix, 190분 졸인 수삼 정과의 

당도는 22.43 °Brix으로 통 으로 만든 정과의 

당도보다 유의 으로 낮았으나(p<0.001), 205분, 
220분 졸인 정과는 당도가 24.03 °Brix, 26.73 
°Brix으로 조군 수삼 정과의 당도와 유의 인 

차이는 있었으나 유사하게 나타났다(p<0.001). 
본 연구의 수삼 정과가 졸임 시간이 길어질수

록 수분 함량은 어들고 당도는 유의 으로 높

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Koh BS(1987), 

Lee KS et al(2009)의 인삼정과 담 액 종류, Paek 
JK et al (2006)의 인삼정과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

되는 경향으로 이 논문들에서도 정과의 수분 함

량이 어들면 당도는 높아지다고 보고하 다. 

2. 수삼 정과의 색

수삼으로 정과를 만들어 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통방식으로 만든 수삼 정

과의 명도(L값)는 42.02이 고, 기밥솥에서 졸

인 시간이 길어질수록 43.67에서 41.59로 통방

법으로 졸인 정과의 명도보다 유의 으로 낮아졌

으며(p<0.001), 색도(a값)는 조군이 11.92, 
기밥솥에서 졸인 수삼 정과의 경우 졸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8.37 ～ 12.45로 유의 으로 높아졌다

(p<0.001). 황색도(b값)는 조군이 30.11, 기밥

솥에 졸인 수삼 정과는 졸임 시간의 경과에 따라 

26.35에서 32.58로 졸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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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exture of jungkwa made with ginseng at different boiling time periods

Hardness
g/cm2

Adhesiveness
g.s/cm2 Springiness Chewiness Gumminess Cohesiveness

Con1) 484.93±13.76b -9.70±0.60c 1.00±0.00 256.79±24.85b 226.93±24.37c 0.29±0.00ab

160 min2) 356.00±34.90d -5.23±2.51a 0.84±0.03 205.57±3.21d 168.22±3.88e 0.27±0.02b

175 min 428.96±16.86c -6.90±1.66ab 2.79±3.69 228.25±9.44cd 193.82±3.38d 0.25±0.02b

190 min 478.46±17.48b -8.96±0.28bc 0.56±0.05 240.58±14.47bc 229.22±9.20bc 0.25±0.00b

205 min 496.76±15.33b -9.40±0.26c 0.60±0.04 254.49±11.07b 251.40±11.41b 0.28±0.04ab

220 min 661.82±12.20a -9.46±0.32c 0.53±0.02 295.59±9.80a 325.30±13.69a 0.32±0.01a

F - value 39.382*** 6.069* 0.994ns3) 14.390*** 51.511*** 2.725ns

1)Con : Ginseng jungkwa made with a traditional method.
2)Ginseng jungkwa boiled in a rice cooker for 160, 175, 190, 205, 220 min.
3)ns : non significant,   ***p<0.001,   *p<0.05
a-f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으로 높아졌다(p<0.001). 기밥솥으로 만든 정

과의 경우 졸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명도는 낮아

지고 색도와 황색도가 높아진 결과는 Lee KS 
et al(2009)의 인삼정과의 담 액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 으며, 졸임액의 경우 통방식

으로 만든 정과는 원료가 꿀이었고, 기밥솥에 

만든 정과는 설탕으로 두 감미료의 색이나 성질

이 다르고 가열방법이 달라서 색에서도 차이가 

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통방식으로 제조한 수삼 정과와 기

밥솥으로 제조한 수삼 정과의 명도, 색도, 황색

도를 비교해본 결과 기밥솥에 205분 졸인 수삼 

정과가 유의 으로 가장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기밥솥에 수삼 정과를 졸이는 시간은 205분이 

당함을 알 수 있었다.

3. 수삼 정과의 텍스처

기밥솥에 졸인 수삼 정과와 통방법으로 제

조한 수삼정과에 하여 텍스처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통방법으로 제조한 조

군의 경도는 484.93 g/cm2이었고, 기밥솥에서 

160분 졸인 수삼 정과는 356.00 g/cm2, 175분 졸

인 정과는 428.96 g/cm2, 190분 이상 졸인 정과는 

경도가 478.46～661.82 g/cm2로 유의 으로 증가

하 다(p<0.001). 기밥솥에서 제조한 수삼 정과

는 졸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게 높아졌는데, 
이는 졸임 시간이 길수록 정과의 경도는 높아진

다고 보고한 Peak JK et al(2006)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경향이었으며, 졸임시간이 길수록 졸임액의 

수분 함량이 어들어 경도가 증가한 것으로 생

각된다. Kwon HJ & Park CS(2009)의 오미자액을 

첨가한 도라지와 연근 정과의 연구에서는 설탕 

용액에만 도라지 정과를 졸인 것보다 설탕 용액

에 오미자 물을 첨가하여 졸임 용액을 만들어 도

라지를 졸이면 졸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도라지의 

pectin질의 감소로 인해 식이섬유소가 감소하여 

경도가 낮아진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경향

을 보고하 다.
부착성은 통방법으로 제조한 조군은 -9.70 

g.s/cm2, 기밥솥에 제조한 수삼 정과는 –5.23～
-9.46 g.s/cm2으로 졸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의

으로 작아졌는데(p<0.001), 수삼 정과의 졸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과가 단단해져 정과의 쫄깃

한 성질이 어들어 이에 붙는 정도가 약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탄력성은 조군의 경우 1.00으로 유의 으로 

가장 컸으며, 기밥솥에 제조한 수삼 정과는 

0.53 ～ 0.84로 졸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성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통방법과 기밥솥에 제조한 

정과의 탄력이 다른 것은 통방법은 꿀로 졸임 

용액을 만들었고 기밥솥에 만든 정과는 설탕을 

사용하여 차이가 났으며 꿀과 설탕은 구조가 달

라 가열을 했을 때 수분 함량 보유가 달라져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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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ensory evaluation for preference test of jungkwa made with ginseng at different boiling time 
periods

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기밥솥으로 제조한 

정과의 경우 졸임 시간이 길수록 설탕액의 수분

이 증발되어 정과의 경도가 높아져서 탄력성이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Paek JK et al(2006)의 

인삼정과 연구에서도 졸임시간이 길면 인삼정과

의 탄력성은 낮아진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같

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씹힘성은 통방법으로 제조한 수삼 정과(Con)

는 256.79이었고, 기밥솥에 160분 졸인 수삼정

과는 205.57, 175분 졸인 것은 228.25, 190분 졸인 

수삼 정과는 240.58, 205분 졸인 것은 254.49, 220
분 기밥솥에 졸인 수삼 정과는 295.59로 통

인 방법으로 만든 정과의 씹힘성과 유의 으로 

비슷하 다(p<0.001). 기밥솥에 제조한 정과들 

사이에서는 졸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씹힘성은 유

의 으로 높아졌는데, 제조 과정  통 인 방

법은 졸임액을 끓 다가 불을 끄고 식히는 과정

이 여러번 반복 되고, 기밥솥에서 정과를 제조

할 경우 졸임액을 식히는 과정 없이 지속 으로 

열을 가하기 때문에 가열방법의 차이가 당이 수

삼의 침투과정에 향을 미쳐 씹힘성이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Kwon HJ & Park 
CS(2009)의 오미자액을 첨가한 도라지와 연근 정

과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통방법

으로 제조한 수삼 정과와 비슷한 씹힘성을 보인 

기밥솥에 졸임 시간은 205분 이었다.
수삼 정과의 검성은 조군이 226.93, 기밥

솥에 졸인 수삼 정과는 168.22 ～ 325.30으로 졸

임시간이 길어질수록 검성이 커졌으며, 220분 

기밥솥에 졸인 수삼 정과의 검성은 다른 시료들

에 비해 유의 으로 큰 차이를 보 다(p<0.001). 
응집성은 기밥솥에 220분 졸인 정과가 시료

들 간에 유의 으로 가장 컸고, 기밥솥에 175
분, 190분 졸인 정과가 가장 작았으며, 졸임 시간

이 길수록 커졌는데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졸임시간이 길수록 정과의 경도가 

커져 단단해져서 쫄깃한 정도가 작아져 이에 붙

는 정도가 없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수삼 정과를 통 인 방법으로 제조하

을 때와 비슷한 텍스처를 찾기 하여 텍스처

를 측정한 결과 기밥솥에 수삼 정과를 제조하

는 것도 가능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으며 기밥

솥에 수삼 정과를 졸일 때 가장 정한 시간은 

205분임을 알 수 있었다.

4. 수삼 정과의 능검사

수삼 정과의 제조 방법을 간편화하기 하여 

기밥솥에서 제조하여 통방법으로 만든 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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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sensory evaluation for difference test of jungkwa made with ginseng at different boiling time 
periods

와 비교한 능검사의 결과는 <Fig. 1, 2>와 같았

다. 기호 검사 결과 수삼 정과의 종합 인 기호도

는 기밥솥에 졸인 정과  205분 졸인 정과가 

가장 높았으며, 기밥솥에 190분, 220분 졸인 정

과의 종합 인 기호도는 유의  차이가 없었다. 
기밥솥에 160분 졸인 수삼 정과를 제외한 다른 

시료들은 통 인 방법에 의해 제조된 정과보다 

유의 으로 높게 선호되어(p<0.001) 기밥솥에 

정과를 제조하여도 먹기에 좋은 품질의 정과 생

산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수삼 정과의 외 과 

향의 기호도는 기밥솥에서 205분 졸인 수삼 정

과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맛은 205
분, 220분 졸인 정과가 비슷하게 선호되었으며, 
텍스처는 205분 기밥솥에 졸인 정과가 유의

으로 가장 선호되었다. 체 으로 정과의 외 , 
향, 맛, 텍스처 종합 인 기호도 등은 기밥솥에 

175분, 190분, 205분, 220분 졸인 정과가 선호되

었으며 그 에서도 가장 선호된 수삼 정과는 

기밥솥에 205분 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과의 차이식별검사 결과 윤기는 통방식으

로 만든 정과와 기밥솥에 제조된 정과 사이에 

시료 간에 유의 으로 차이를 보 으며, 205분 졸

인 정과가 가장 윤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
과의 투명함의 정도와 갈색의 정도는 기밥솥에

서 졸여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해졌다. 정과

의 단향은 기밥솥에 졸인 수삼 정과의 경우 졸

임 시간이 길수록 졸임액이 수삼에 많이 침투하

여 단향이 유의 으로 강해졌으며, 수삼향은 단

향과 반 로 졸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의 으로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정과의 단맛은 기밥솥에서 190분, 205분, 

220분 졸인 정과는 기밥솥에 160분, 175분 졸

인 정과에 비해 유의 으로 강하게 나타났으며, 
통방법으로 졸인 정과에 비해서도 달게 느껴졌

다. 수삼의 맛은 수삼향과 마찬가지로 기밥솥

에 졸임 시간이 길수록 수삼의 맛은 유의 으로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졸임 시간이 길

수록 단맛이 수맛에 많이 침투되어 수삼의 맛을 

덜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정과의 쫄깃

한 정도는 통 인 방법과 가장 유사하게 느껴

지는 것이 기밥솥에 205분 졸인 수삼 정과로 나

타났으며, 기밥솥에 제조한 수삼 정과의 쫄깃

한 정도는 졸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해지는 것

으로 나타나 기계검사의 텍스처 측정의 씹힘성 

측정과 같은 결과를 보 다(p<0.001). Paek JK et 
al(2006)의 인삼정과 연구에서 정과의 쫄깃함이 

정과의 단맛이나 향에 비해 종합 인 기호도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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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도 조군과 씹힘성이 유사하게 나타난 

기밥솥에 205분 졸인 수삼 정과의 종합 인 기호

도가 가장 높았다. 한 졸임 시간이 무 길어도 

정과의 쫄깃함이 강해서 사람이 먹기에 좋지 않

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수삼 정과의 제조 방법을 간단하게 개

발하여 정과의 섭취를 보편화 시키고자 기밥솥

을 이용하여 수삼 정과를 만들고 품질을 검토하

여 최 의 졸임 시간을 알아본 결과, 통 으로 

만든 정과와 비교하여 비교  정과의 투명함과 

색이 비슷하며, 능검사에서 종합 인 기호도가 

가장 높았던 정과는 205분 졸인 정과 다. 따라서 

기밥솥으로 정과를 제조할 때 통방식으로 제

조한 정과와 유사한 품질의 정과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한 졸임 시간은 205분인 것으로 단되

었고, 기밥솥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정과의 제

조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Ⅳ. 요약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통의 한과류인 정과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기

밥솥에서 정 졸임 시간을 알아내기 해 통

방식으로 제조한 정과와 함께 품질을 비교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기밥솥에 졸인 수삼 정과는 졸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분 함량은 어들고 당도는 

유의 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2. 통방식으로 제조한 수삼 정과와 기밥솥

으로 제조한 수삼 정과의 명도, 색도, 황색

도를 비교해 본 결과 기밥솥에 205분 졸인 

수삼 정과가 유의 으로 가장 비슷한 것으

로 나타났고, 기밥솥에 졸인 수삼 정과는 

졸임시간이 길어질수록 명도는 낮아지고 

색도와 황색도는 높아졌다. 
3. 수삼 정과의 텍스처 측정 결과, 경도는 기

밥솥에 졸인 정과의 경우 졸임 시간이 길어

질수록 유의 으로 높아졌다. 부착성과 탄

력성은 졸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졌으

며, 씹힘성, 검성, 응집성은 졸임 시간이 길

어질수록 유의 으로 높아졌다. 통방법으

로 제조한 정과와 가장 유사한 결과를 나타

낸 기밥솥의 정과의 졸임 시간은 205분 

이었다. 
4. 수삼 정과의 능검사의 결과, 정과의 외 , 

냄새, 맛, 텍스처  종합 인 기호도 등 모

든 특성에서 높은 수를 얻은 정과는 205분 

졸인 정과이었다. 차이식별검사의 결과에서

도 기밥솥에 졸인 정과는 다른 시료들에 

비해 205분이 가장 좋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기밥솥으로 간편하게 수삼 정과를 제조하여

도 통 인 방법으로 만든 정과와 비슷한 품질

로 제조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기밥솥을 이용한 정과 제조 방법은 통방법으

로 제조하는 것보다 시간이 약되고 복잡한 공

정이 어들어 손쉽게 정과를 제조할 수 있으리

라 생각된다. 한 건강을 요시 하는 소비자들

의 기호에 부합하는 설탕 신 칼로리가 낮은 감

미료를 사용한 졸임액에 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록

본 연구는 정과를 통 인 방법보다 간편하게 

제조하고자 기밥솥을 이용하여 수삼 정과를 제

조하고자 하 다. 기밥솥에 수삼 정과를 제조

할 경우 졸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분 함량은 

고 당도는 높아졌다. 한 졸임 시간이 길어질수

록 명도는 낮아지고 색도와 황색도는 유의 으

로 높아졌고 205분 졸인 정과가 통 인 방법으

로 제조한 정과와 색이 가장 비슷하 다. 텍스처 

측정 결과 졸임 시간이 길수록 경도는 높아 졌고, 
경도와 씹힘성은 205분 졸인 정과가 통 인 방

법으로 제조한 정과와 가장 비슷한 수치를 보

다. 능검사 결과 정과의 외 , 향, 맛, 텍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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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 기호도에서 기밥솥에 205분 졸인 것

이 가장 선호 되었으며, 통 인 방법을 신하

여 기밥솥에 정과를 제조함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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