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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한 시금치 페스토 제조조건의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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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optimal mixing ratio of olive oil, parmesan cheese, and nuts for preparation 
of pesto with spinach. Based on a surface response methodology (RSM),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olive oil (100~300 
g), parmesan cheese (25~75 g) and nuts (12~36 g).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physico-chemical properties as pH, color 
values (L, a, and b values), viscosity and sensory evaluation. pH decreased with increasing parmesan cheese levels. The 
L value decreased and the a and b values increased with increasing olive oil levels. Viscosit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olive oil levels but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amounts of parmesan cheese and nuts. The addition of oil exerted 
a positive effect on gloss, and oily taste. In the sensory evaluation, the values of appearance, color, flavor, taste and overall 
acceptance were in the range of 4.4~7.2, 3.7~7.4, 4.4~7.1, 3.9~7.3 and 3.5~7.6, respectively. The sensory evaluation results 
showed significant values in appearance (p<0.01), flavor (p<0.01), taste (p<0.01) and overall acceptance (p<0.05). The 
optimal amounts of spinach pesto with olive oil, parmesan cheese, and nuts were determined by numerical optimization 
of a canonical model and graphical optimization. The optimal amounts were 175.29 g of olive oil, 49.51 g parmesan cheese, 
and 27.37 g of nuts per 100 g of spin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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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시금치는 명아주과에 속하는 1년생 저온성 작물로 우리나

라에서는 주로 나물로 이용되는 채소이다(Hong & Ahn 2005). 
학명은 Spinacia oleracea L.로 원산지는 아프카니스탄 주변 

중앙아시아이며, 이란에서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왔다. 우리

나라에는 1927년 조선시대 중종 22년에 최세진이 편찬한 <훈

몽자회>에 채소류로 소개되는 것으로 보아 15세기 말 중국을 

통하여 전래되었으며, 동양종이 도래해서 당채(唐菜)나 적근

채(赤根菜)라는 이름으로 각지에 확산되었다(Lee MH 2009). 
시금치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carotene과 ascorbic acid, 그

리고 칼슘, 인, 철분 등의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식이섬

유소가 풍부하여 변비에 효능이 뛰어나며, 엽산과 엽록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암 및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Maeda 등 2005). 특히 철분은 시금치 100 g 중 약 2.5 mg
으로 당근, 고추, 피망의 3배에 해당되는 양이 포함되어 빈혈 

예방 및 임산부에게 도움을 주는 알칼리성 식품이다(Lee MH 
2009; Ahn JH 2012). 시금치의 oxalic acid(수산)는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불용성염을 만들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과량 섭취시 체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신장이

나 방광에 결석을 형성하기도 한다(Food Materials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2004). 그러나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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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 유기산이 휘발되어 이와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시금치를 활용한 가공식품에 관한 연구로는 시금치를 첨

가한 두부(Kim SD 2003)와 생면(Sim 등 2003), 시금치 머핀의 

최적화(Joo SY 2006), 시금치 가루를 첨가한 발아현미쿠키의 

최적화(Lee & Joo 2010), 시금치 주스와 분말을 첨가한 설기

떡(Ahn JH 2012), 시금치를 첨가한 자장면의 품질특성(Seo 등 

2012)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외국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외국 소스와 드레

싱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으며, 외식산업과 가정에서 널리 사

용되면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과 같은 건강지향적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차별화된 에스

닉풍의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식문화가 잘 보존되

고 있는 이탈리아 소스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Son SK 2011).
이탈리아 소스는 프랑스 소스처럼 밀가루를 이용한 걸쭉

한 소스는 많지 않고, 지중해 산물인 올리브유를 이용하는 소

스가 많다(Park JW 2015). 대표적인 것이 페스토 소스로 허브

나 다양한 채소를 올리브유와 잘 섞어 갈아놓은 퓨레 형태의 

익히지 않는 신선한 상태의 소스이다(Lee & Lee 2004). 페스

토(pesto)의 어원은 ‘찧다, 빻다, 부수다’라는 뜻을 가진 이탈

리어 ‘페스타레(pestare)’와 제노바의 방언인 ‘페스타(pesta)’에
서 파생된 용어이며(Park JW 2015), 즉 바질을 막자사발에 빻

아 만드는 조리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페스토는 이탈리아 리

구리아(Liguria) 지방의 대표적인 소스로 지방 도시인 제노바 

사람들이 즐겨 먹는 소스라고 하여 ‘페스토 알라 제노베제

(pesto alla genovese)’라고도 불린다(Lim 등 2004). 지역에 따

라 첨가하는 재료가 달라 맛과 색감에 차이가 있지만, 주된 

재료는 바질잎, 잣, 치즈, 올리브 오일, 마늘과 소금이며, 이 

재료를 다져서 혼합하여 주로 파스타 소스로 이용하며, 라자

냐(lasagna), 뇨키, 수프의 가니쉬로 사용한다(Masino 등 2008; 
Hermes House 2010; Park JW 2015). 근래에는 페스토를 생선, 
육류 요리 등에 맛과 향, 색감을 더하기 위해 차갑게 또는 따

뜻하게 곁들여 내기도 하며, 페스토에 빵을 찍어 먹기도 하

고, 페스토를 다양한 전채 또는 메인요리에 곁들이며, 피자에 

페스토를 발라 굽거나, 다른 소스와 섞어 새로운 소스를 만들

어 사용하기도 한다(Hermes House 2010).
페스토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페스토의 저장기간 연

장을 위한 패키지와 냉장에 관한 연구(Bruner 등 2000), 생
(生)바질을 이용한 페스토의 저장에 대한 항균 효과 연구

(Dragana 등 2014), 페스토의 향미 및 색소추출 연구(Paola 등 

2007; Francesca 등 2008; Paola 등 2009), 소스의 안정화를 위

한 연구(Carla 등 2008)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첨가되는 

재료를 다양화하여 페스토 소스를 개발하고, 품질특성을 연

구한 논문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생리활성이 풍부한 시금

치의 이용을 증대하고, 한국인의 기호도에 부합하는 페스토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올리브 오일, 파마산 치

즈, 견과류 등의 배합 조건을 달리한 시금치 페스토의 품질 

특성 및 관능특성을 분석하여 최적 제조 조건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및 실험 계획
본 실험에 사용된 시금치는 전남 신안에서 재배된 것으로 

서울 소재 시장에서 구입하였으며, 올리브 오일(폰다나, 이탈

리아), 다진 마늘(우일농산영농조합, 의성), 잣(미락푸드, 가
평), 아몬드(팜앤팜, 미국), 소금(해표사조, 신안), 파마산 치즈

(크래프트, 미국)는 시중 마트에서 구입하였다. 시금치 페스

토 최적화 연구를 위해 주재료인 시금치 100 g에 대한 올리

브 오일, 파마산 치즈, 견과류의 반응표면실험계획법에 따른 

배합비는 Table 1과 같다. 반응표면분석 실험을 위해 3-level- 
3-factor 실험계획인 Box-Behnken Design(BBD)에 따라 독립

변수로는 올리브 오일(X1), 파마산 치즈(X2), 견과류(X3)의 함

량을 3개 요인으로 설정하여 세 가지 변수를 －1, 0, 1의 3단
계로 부호화 하였다. 종속변수로는 pH, 색도(L, a, b), 점도, 
총균수, 관능적 특성으로 설정하였다. 시금치 페스토의 배합

비는 바질 페스토 배합비(Kim 등 2007; Kim MH 2013; Park 
JW 2015)를 참고하여 예비실험을 통해 올리브 오일 100~300 
g, 파마산 치즈 25~75 g, 견과류 12~30 g의 한계구간을 결정

하였다. 
      
2. 시금치 페스토의 제조
시금치는 흐르는 물로 씻어 끓는 물에 30초간 데친 후 물

기를 제거하여 준비하였으며, 아몬드와 잣은 5분간 로스팅하

여 1:1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시금치와 올리브 오일을 

믹서기 (HMF-2500TG, Hanil, Seoul, Korea)를 이용하여 2분간 

분쇄하여 페이스트 형태로 만든 후 마늘, 견과류, 파마산 치

즈를 넣고 30초간 혼합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3. pH 측정
시금치 페스토의 pH는 pH meter(AB 15, Fisher Scientific, 

Pittsburgh, PA, USA)를 사용하여 각각 3회씩 측정하여 평균

값으로 나타내었다.

4. 색도 측정
시금치 페스토의 색도는 셀(35 × 10 mm)에 담아 색차계(CR- 

210, Minolta, Osaka, Japan)를 이용하여  L값(lightness,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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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Variable levels1) Ingredients(g)

Factor 1 Factor 2 Factor 3 Olive oil Parmesan 
cheese Nuts Spinach Salt Garlic

1 －1 －1 0 100 25 24 100 2 2

2 +1 －1 0 300 25 24 100 2 2
3 －1 +1 0 100 75 24 100 2 2
4 +1 +1 0 300 75 24 100 2 2
5 －1 0 －1 100 50 12 100 2 2
6 +1 0 －1 300 50 12 100 2 2
7 －1 0 +1 100 50 36 100 2 2

8 +1 0 +1 300 50 36 100 2 2
9 0 －1 －1 200 25 12 100 2 2
10 0 +1 －1 200 75 12 100 2 2
11 0 －1 +1 200 25 36 100 2 2
12 0 +1 +1 200 75 36 100 2 2
13 0 0 0 200 50 24 100 2 2

14 0 0 0 200 50 24 100 2 2
15 0 0 0 200 50 24 100 2 2

1) Factor 1=Olive oil, Factor 2=Parmesan cheese, Factor 3=Nuts

Table 1. Experimental design for spinach-pesto

a값(redness, 적색도), b값(yellowness, 황색도)을 각각 3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5. 점도 측정
시금치 페스토는 500 mL 비커에 350 mL 담아 viscometer 

(DV-Ⅱ＋, MA, USA)를 이용하여 spindle No. 4를 사용하여 

5 rpm으로 측정하여 cp(centipoise) 단위로 각각 3회씩 측정하

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시료의 온도는 35℃로 유지하였으며, 
30초간 작동시켜 측정하였다.

6. 총균수 측정
시금치 페스토는 표준평판법을 사용하여 일반세균수를 측

정하였다. 페스토 10 g을 취한 후 멸균된 0.85% saline 용액 

90 mL와 함께 stomacher(Bag mixer R400, Interscience, Saint 
Nom, France)로 균질화한 후 단계 희석하여 실험을 실시하였

다. 희석액 1 mL를 멸균 페트리접시에 무균적으로 취하여 표

준한천배지 15 mL를 넣고 pouring culture method로 접종한 

다음 35℃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계수하였다. 이때 사용한 배

지는 plate count agar(Difco, Detroit, MI, USA)이며, 균수는 

colony forming unit(cfu/g)으로 표시하였다.

7. 관능검사
시금치 페스토의 관능검사는 15명의 패널요원을 선발하여 

충분한 지식과 관능검사의 평가기준을 숙지시킨 후, 관능검

사에 응하도록 하였다. 실험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정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균형 불완비 블록계획법(BIBD: Balanced 
Incomplete Block Design)을 사용하여 랜덤화(randomization), 
블록화(blocking)하였다. 따라서 15명의 관능검사 패널이 15
가지의 시료 중 5가지의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관능

검사는 특성차이검사와 기호도 평가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관능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익힌 스파게티 면을 함께 공급하

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특성차이검사 항목은 녹색도(greenness), 
윤기(gloss), 시금치 냄새(spinach flavor), 시금치 맛(spinach 
taste), 기름진 맛(oily taste), 걸쭉한 정도 (thickness)에 대해 9
점 척도를 이용하여 검사하였다. 기호도 평가 항목은 외관

(appearance), 색(color), 냄새(flavor), 맛(taste)에 대한 기호도 

및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의 항목에 대해 9점 척

도법으로 선호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8. 통계처리
시금치 페스토의 품질 특성 및 성분들 간의 상호작용과 경

향을 알아보기 위해 design expert 9 프로그램(State-Ease Inc., 
Mineapolis, MN, USA)의 ANOVA test 및 회귀분석을 이용하

였으며, model의 적합성 여부는 F-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

다. 1차 선형효과, 2차 곡선효과 및 인자간 교호작용을 보았으

며,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반응 표면 상태를 petur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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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과 response surface 3D plo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적

화는 수치최적화(numerical optimization)와 모형최적화(graphical 
optimization)를 통해 올리브 오일, 파마산 치즈 및 견과류의 양

을 선정하였고, 그 때의 점을 예측하여 최적점으로 선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이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결과
제조조건을 달리한 시금치 페스토의 pH, 색도, 점도 및 총

균수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 pH

Sample
No.

Ingredients Response factors

Olive oil Parmesan 
cheese Nuts pH L a b Viscosity

(cP)
Total plate 

count

1 100 25 24 6.09 44.93 －7.77 17.07 23,387 3.58
2 300 25 24 6.11 42.93 －6.73 16.87  3,560 3.08
3 100 75 24 5.76 45.77 －8.80 20.97 85,533 3.25
4 300 75 24 5.80 41.63 －6.40 16.60 15,160 2.91
5 100 50 12 5.87 43.60 －8.63 19.77 59,000 3.30
6 300 50 12 5.94 40.90 －6.70 15.73  5,820 2.92

7 100 50 36 5.86 47.00 －8.67 21.50 66,440 3.48
8 300 50 36 5.89 42.50 －6.20 17.07  6,200 2.83
9 200 25 12 6.02 40.07 －7.43 15.67  5,200 2.58
10 200 75 12 5.83 42.30 －6.40 16.23 22,387 3.08
11 200 25 36 6.03 41.00 －6.70 16.87 15,053 3.13
12 200 75 36 5.86 42.07 －6.30 20.33 47,120 3.02

13 200 50 24 5.86 43.33 －5.97 17.83 24,720 3.25
14 200 50 24 5.90 44.27 －6.73 19.23 22,173 3.21
15 200 50 24 5.90 41.33 －7.17 17.90 23,200 3.11

Table 2. Physicochemical and microbiological properties of spinach pesto   

Response Model R-squared1) F-value Prob>F Polynomial equation
pH Linear 0.8507 20.89 <0.0001***2) 6.1364+0.0002A－0.0049B－0.0003C

L Linear 0.5186  3.95 0.0389* 44.1089－0.0167A+0.0142B+0.0593C
a Linear 0.6329  6.32 0.0095** －9.5733+0.0098A+0.0037B+0.0135C
b Linear 0.7300  9.91 0.0018** 17.2256－0.0163A+0.0383B+0.0872C

Viscosity Linear 0.8438 19.80 <0.0001*** 37883.55－254.52A+615.00B+441.74C
Total plate count Linear 0.5407  3.18 0.1076 3.4669－2.3442A+5.7084B+6.0548C

1) 0≤R2≤1, close to 1 indicates line fit the model
2) *p<0.05, **p<0.01, ***p<0.001
A: Olive oil, B: Parmesan cheese, C: Nuts (almond:pine nut=1:1)

Table 3.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physicochemical and biological properties of spinach pesto 

제조조건을 달리하여 제조한 시금치 페스토의 pH 값은 

5.76~6.11 수준으로 나타났고, Kim 등(2007)의 연구에서 바질

페스토의 pH가 5.76으로 나타났으며, Lee 등(2002)의 선행연

구에서도 브라운소스의 pH가 5.0~5.6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소스가 약산성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H 값은 각 요인

들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Linear 모델이 선택되었으며, 
p<0.0001로 유의성이 있었으며, 반응표면 회귀식의 결정계수 

R2값은 0.8507로 회귀방정식에 대한 설명력이 높았다. 올리

브유 300 g, 파마산 치즈 25 g, 견과류 24 g 수준에서 pH 값이 

가장 높았으며, perturbation plot과 반응표면분석 결과, 3가지 

변수 중 파마산 치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pH 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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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도
제조조건을 달리하여 제조한 시금치 페스토의 L값은 40.07~ 

47.00 수준으로 올리브유 100 g, 파마산 치즈 50 g, 견과류 36 
g 수준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L값은 각 요인들이 

pH

L value

a value

b value

Viscosity(cp)

Total plate count(log acfu/g)

Fig. 1. Pertu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 of olive oil (A), parmesan cheese (B) and nuts (C) on 
physicochemical and microbiological properties of spinach pesto.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Linear 모델이 선택되었으며(Table 3), 
Petrubation plot과 반응표면 분석 결과, L값은 올리브 오일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파마산 치즈와 견과류 함

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1). a값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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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model이 선택되었으며, p=0.0095로 유의성이 있었다. 
Petrubation plot과 반응표면 분석 결과, 올리브 오일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a값이 증가하였는데, 올리브 오일 함량의 증가로 

시금치 비율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b값은 15.73~21.50 
수준으로 올리브 오일, 파마산 치즈, 견과류 모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b값도 Linear model이 선택되었으며, 
p=0.0018로 유의성이 있었다. Petrubation plot과 반응표면 분

석 결과, 올리브 오일의 증가는 b값을 감소시키는 반면, 파마

산 치즈와 견과류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Lee 등(2001)
의 연구에서 시금치의 클로로필은 단독으로 존재할 때보다 

linoleic acid와 함께 있을 때 분해가 더 촉진되고, 산화분해효

소인 lipoxygenase는 linoleic acid, linolenic acid 등의 불포화지

방산의 산화를 촉진시키며, 생성된 과산화물이 식품의 클로

로필이나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지용성 색소와 cooxidation을 

일으켜 이들 색소의 분해를 일으킨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

서 견과류로 사용한 아몬드와 잣 등이 L값과 b값에 많은 영

향을 주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Park JW 
(2015)의 견과류의 종류를 달리하여 제조한 페스토 연구에서 

잣을 첨가한 페스토의 색도 변화가 가장 컸다고 보고하였는

데, 본 연구에서는 아몬드와 잣을 1:1로 혼합하여 첨가하여 

견과류의 종류가 페스토의 색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점도
제조조건을 달리하여 제조한 시금치 페스토의 점도에 대

한 이차회귀모형의 결정계수 R2값은 0.8438로 회귀방정식에 

대한 설명력이 높았으며, p=0.0001로 1% 수준에서 유의적으

로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이 되었다(Table 3). Perturbation plot 
분석과 반응표면 분석 결과, 올리브 오일이 증가함에 따라서 

페스토소스의 점도는 낮아졌으며, 파마산 치즈와 견과류는 

점도를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 Kim HD(2004)의 연

구에서 소스의 점도는 제품의 품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

는 요인으로 주로 분말시료의 첨가가 많아질수록 점도가 증

가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분말시료인 파마산 치즈

와 견과류가 점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총균수
제조조건을 달리하여 제조한 시금치 페스토의 총균수는 

2.91~3.30 log CFU/g 수준으로 올리브 오일 100 g, 파마산 치

즈 50 g, 견과류 36 g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Perturbation 
plot 분석과 반응표면 분석 결과, 파마산 치즈와 견과류 함량

은 시금치 페스토의 총균수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나, 
올리브 오일 함량은 증가할수록 총균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1). Fakourelis 등(1987)의 연구에서 chlorophyll의 

경우 빛이 존재하는 경우, 산소를 생산하여 지질산화를 촉진

하지만 β-carotene이 있을 때에는 β-carotene이 filtering 역할

을 하여 산소를 제거하고 지질산화를 억제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올리브 오일과 시금치에 들어있는 항균효과

를 가진 chlorophyll 색소와 시금치의 β-carotene 색소가 시너

지 효과를 내어 올리브 오일이 총균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2. 관능검사

1) 특성차이검사
제조조건을 달리하여 제조한 시금치 페스토의 특성차이검

사에서 녹색도(greenness)의 강도는 3.9~7.7 수준으로 각각 독

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Linear model이 R적합한 모델로 선

정되었으며, 녹색도에 대한 페스토의 회귀곡선의 결정계수 

R2값은 0.7327, p=0.0018로 1% 이내에서 유의적으로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Perturbation plot와 반응표면 분석 결

과, 올리브 오일, 파마산 치즈, 견과류 모두 녹색도에 대해 음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윤기(gloss)의 강도는 4.3~7.6 수
준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Linear model이 적합

한 모델로 채택되었으며, 윤기에 대한 페스토의 회귀곡선의 

결정계수 R2값은 0.8538로 나타났으며, p=0.0001로 모델의 적

합성이 인정되었다. Perturbation plot과 반응표면곡선에서 페

스토의 윤기에는 올리브 오일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올리브 오일이 증가할수록 윤기의 정도는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등(2016)의 연구에서 견과류의 

첨가는 페스토의 윤기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시금치 향미(spinach flavor)
의 강도는  2.9~5.5 수준으로  Linear model이 적합한 모델로 

채택되었으며, 시금치 향미에 대한 페스토의 회귀곡선의 결

정계수 R2값은 0.6235, p=0.0108로 유의적으로 모델의 적합성

이 인정되었다. 시금치 맛(spinach taste)의 강도는 3.0~5.7 수
준으로 Linear model이 적합한 모델로 채택되었다. Perturbation 
plot과 반응표면 분석 결과, 페스토의 시금치 향미와 맛은 올

리브 오일, 파마산 치즈 및 견과류의 양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Fig. 2), 결과적으로 주재료인 시금치가 가장 많

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올리브 오일, 파마산 

치즈, 견과류의 양이 적을수록 시금치의 향미와 맛은 강해짐

을 알 수 있었다. 느끼한 맛의 정도(oilly taste)는 3.8~7.7 수준

으로 페스토의 회귀곡선의 결정계수 R2값은 0.9165로 나타났

으며, p=0.0001로 0.1% 이내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모델의 적

합성이 인정되었다. Perturbation plot과 반응표면 분석 결과, 
느끼한 맛에는 올리브 오일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걸쭉한 정도(thickness)는 3.3~6.9 수준으로 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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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이 적합한 모델로 채택되었으며, 페스토의 회귀곡선의 

결정계수인 R2값은 0.7316으로 나타났으며, p=0.0018로 1% 
이내 수준에서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Perturbation plot
과 반응표면 분석결과, 페스토의 걸쭉한 정도는 올리브 오일

의 함량이 감소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2) 기호도 평가
제조조건을 달리하여 제조한 시금치 페스토의 기호도 검

사결과, 외관은 4.4~7.3, 색은 3.7~7.4, 향미는 4.4~7.1, 맛은 

4.2~7.3, 전반적인 기호도는 3.5~7.6 수준의 범위로 나타났다. 
외관, 색, 향, 맛, 전반적인 기호도는 모두 시료간의 교호작용을 

하는 quadratic model로 결정되었으며, p값은 외관 p=0.0057, 

Sample
No.

Ingredients(g) Response factors

Olive oil Parmesan 
cheese Nuts Color Gloss Spinach 

flavor
Spinach

taste
Oily
taste Thickness

1 100 25 24 7.7 4.3 5.5 5.7 4.5 6.9
2 300 25 24 4.1 7.3 3.7 3.7 6.8 4.4
3 100 75 24 7.1 4.3 4.4 4.5 3.8 6.5
4 300 75 24 3.9 7.2 4.1 3.7 7.1 4.1
5 100 50 12 7.5 4.7 4.9 4.9 4.5 6.5
6 300 50 12 5.5 7.0 3.9 4.2 7.1 4.7

7 100 50 36 6.2 5.3 4.3 4.2 4.2 6.0
8 300 50 36 4.9 7.6 2.9 3.0 7.7 3.3
9 200 25 12 7.1 7.0 5.1 4.9 6.1 4.6
10 200 75 12 4.5 5.7 4.0 3.5 6.3 5.0
11 200 25 36 7.0 6.4 4.4 4.5 6.4 5.5
12 200 75 36 5.5 5.1 3.6 3.8 5.7 5.9

13 200 50 24 6.9 6.3 5.0 5.0 5.8 6.1
14 200 50 24 6.2 6.7 3.7 3.7 6.1 4.3
15 200 50 24 6.4 5.8 4.9 4.7 5.5 5.5

Table 4. Attribute difference test results of spinach pesto

Response Model R-squared1) F-value Prob>F Polynomial equation
Greenness Linear 0.7327 10.05 0.0018**2) 9.9933－0.0127A－0.0240B－0.0097C

Gloss Linear 0.8538 21.41 0.0001** 4.0311+0.0133A－0.0133B+0.0001C
Spinach flavor Linear 0.6235  6.07 0.0108* 6.7178－0.0057A－0.0130B－0.0271C
Spinach taste Linear 0.6337 1.51 6.34 6.7333－0.0058A－0.1633B－0.0201C

Oily taste Linear 0.9165 40.27 0.0001*** 3.1022+0.0147A－0.0043B+0.0007C
Thickness Linear 0.7316  9.99 0.0018** 7.6556－0.0118A+0.0010B－0.0028C

1) 0≤R2≤1, close to 1 indicates line fit the model
2) *p<0.05, **p<0.01, ***p<0.001
A: Olive oil, B: Parmesan cheese, C: Nuts (almond:pine nut=1:1)

Table 5.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attribute difference of spinach pesto 

색 p=0.2514, 향미 p=0.0077, 맛 p=0.0021, 전반적인 기호도 

p=0.0104로 색에 대한 기호도를 제외하고, 5% 이내에서 유의

성이 나타났으며, 모델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유의성이 나타

난 외관, 향미, 맛, 전반적인 기호도의 회귀곡선 결정계수인 

R2값은 1에 가까운 0.9323, 0.9412, 0.9569, 0.9276으로 회귀방

정식에 대한 설명력이 높았다. 외관, 향미, 맛, 전반적인 기호

도 모두 견과류가 양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좋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파마산 치즈, 올리브 오일 순서로 

기호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시금치 페스토의 품질 최적화
제조조건을 달리하여 제조한 시금치 페스토의 반응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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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ness

Gloss

Spinach flavor

Spinach taste

Oily taste

Thickness

Fig. 2. Pertu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 of olive oil (A), parmesan cheese (B) and nuts (C) on attribute 
difference of spinach pesto.

이용한 모형 최적화(graphical optimization)와 Perturbation plot, 
도출된 최적점에서 종속변인들이 특성을 나타낸 overlay plot

의 결과는 Fig. 4와 같다. 시금치 페스토의 최적화는 독립변

수인 올리브 오일, 파마산 치즈, 견과류의 배합범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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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Ingredients(g) Response factors

Olive oil Parmesan 
cheese Nuts Appearance Color Flavor Taste Overall 

acceptance
1 100 25 24 5.6 5.5 6.5 5.5 6.1

2 300 25 24 5.0 5.3 5.3 4.3 5.1
3 100 75 24 5.6 6.1 6.5 5.6 5.9
4 300 75 24 3.7 3.7 4.4 3.9 3.5
5 100 50 12 5.5 6.0 5.7 5.9 6.1
6 300 50 12 5.3 5.5 5.2 4.5 5.1
7 100 50 36 5.7 6.0 6.3 5.9 5.9

8 300 50 36 5.3 5.1 5.2 4.2 4.2
9 200 25 12 6.1 6.2 5.7 5.5 6.1
10 200 75 12 4.4 4.3 5.1 4.2 4.1
11 200 25 36 6.2 6.7 5.6 5.7 6.4
12 200 75 36 5.9 6.1 6.2 5.9 5.7
13 200 50 24 7.3 7.1 7.1 7.1 7.4

14 200 50 24 6.9 6.7 6.9 6.9 7.2
15 200 50 24 7.2 7.4 6.9 7.3 7.6

Table 6. Acceptance test results of spinach pesto   

Response Model R-squared1) F-value Prob>F Polynomial equation

Appearance Quadratic 0.9323 15.61 0.0057**2) －2.3222+0.0506A+0.1372B+0.1296C－0.0001AB－
0.0001AC+0.0016BC－0.0001A2－0.0015B2－0.0034C2

Color Quadratic 0.8838  3.13 0.2514 －1.9967+0.0494A+0.1383B+0.1125C－0.0002AB－
0.0009AC+0.0011BC－0.0001A2－0.0014B2－0.0003C2

Flavor Quadratic 0.9412 13.62 0.0077** －0.2555+0.0288A+0.0866B+0.2268C－0.0008AB－
0.0001AC+0.0001BC－0.0007A2－0.0009B2－0.0048C2

Taste Quadratic 0.9569 24.12 0.0021** －2.967+0.0458A+0.1400B+0.2278C－0.0001AB－
0.0001AC－0.0001BC－0.0001A2－0.0017B2－0.0054C2

Overall 
acceptance Quadratic 0.9276 11.84 0.0104* －3.2333+0.0526A+0.1403B+0.2576C－0.0001AB－

0.0001AC－0.0011BC－0.0001A2－0.0016B2－0.0057C2

1) 0≤R2≤1, close to 1 indicates line fit the model
2) *p<0.05, **p<0.01
A: Olive oil, B: Parmesan cheese, C: Nuts (almond:pine nut=1:1)

Table 7.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acceptance test of spinach pesto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낸 기호도 검사의 외관, 색, 향미, 맛과 

전반적인 기호도를 최대로 설정하여 canonical 모형의 수치 

최적화(numerical optimization)를 예측하였으며, 지점예측(point 
prediction)을 통해 최고의 desirability를 나타낸 최적점을 선택

하여 도출하였다. 선택된 최적점과 시금치를 이용한 페스토

의 표준레시피는 올리브 오일 175.29 g, 파마산 치즈 49.51 g, 
견과류 27.37 g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때 외관 7.16, 색 7.17, 
향미 7.10, 맛 7.24, 전반적인 기호도 7.49, desirability 1.0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시금치의 활용도 증진을 위해 시금치 페

스토의 최적조건을 구하고자 반응표면분석법을 활용하여 

올리브 오일, 파마산 치즈, 견과류를 독립변수로 하여 실험

을 계획하였고, 분석을 통해 최적화하였다. pH, 색도, 점도

와 같은 이화학적 특성은 Linear model이 채택되었으며, 파
마산 치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pH 값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도에서 올리브 오일의 함량 증가에 따라 L값은 



김옥선 박종대 금준석 최윤상 최현욱 성정민 한국식품영양학회지592

Appearance

Color

Flavor

Taste

Overall acceptance

Fig. 3. Pertu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 of olive oil (A), parmesan cheese (B) and nuts (C) on sensory 
evaluation of spinach pesto.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a, b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냈다. 점도는 올리브 오일의 양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파마산 치즈와 견과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성차이검사 결과, Linear model이 채택되었으며, 윤기, 느
끼한 맛, 걸쭉한 정도는 파마산 치즈나 견과류에 대한 영향

보다 올리브 오일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페스

토의 시금치 맛과 향미 정도를 알아본 결과, 올리브 오일, 파
마산 치즈, 견과류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올리브 오일, 

파마산 치즈, 견과류의 양이 적을수록 시금치의 맛과 향미

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호도 검사 결과, 외관, 색, 
향미, 맛, 전반적인 기호도 모두 quadratic model이 채택되었

으며, 색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p-value가 5% 이내에서 유

의성을 보여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기호도 검사 항

목의 최대값을 목표범위로 충족시키는 최적배합 비율은 올

리브 오일 175.29 g, 파마산 치즈 49.51 g, 견과류 27.37 g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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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ertubation plot and overlay plot for effect of olive oil, parmesan cheese and nuts on desirability of optimized 
spinach pesto.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

발 사업(과제번호: 2015-314067-0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Ahn JH. 2012. Study on preference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Sulgidduk with spinach juice and powder. MS Thseis, 
Sejong Univ. Seoul, Korea 

Bruner F, Patriza P, Renato P, Marco DB. 2000. The extension 
of the shelf-life of ‘pesto’ sauce by a combination of modi-
fied atmosphere packaging and refrigeration. Int J Food Sci 
Technol 35:293-303

Carla S, Maria RC, Antonio D, Antonio B, Roma G. 2008. Use 
of humectants for the stabilization of pesto sauce. Int J Food 
Sci Technol 43:1041-1046

Dragana SM, Mirjana P, Sanja Ostojic, Jelena KV. 2014. Anti

microbial effect of natural food preservatives in fresh basil- 
based pesto spreads. J Food Process Preserv 38:1298-1306

Fakourelis, N., Lee EC, Min DB. 1987. Effects of chlorophyll 
and β-carotene on the oxidation stability of olive oil. J Food 
Sci 52:234-235

Food Materials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2004. Food 
Materials Dictionary. pp.196-197. 

Francesca M, Alessandro U, Andrea A. 2008. Extract and quanti-
fication of main pigments in pesto sauce. Eur Food Res 
Technol 226:569-575

Hermes House. 2010. 400 Sauces: Dips, Dressings, Salsa, Jams, 
Jellies & Pickel. p.130. Hermes House. Inc.

Hong JJ, Ahn TH. 2005. Changes in phytochemical compounds 
and hazardous factors of spinach by blanching methods. 
Korean J Food Sci Technol 37:268-273

Joo SY, Kim HJ, Paik JE, Joo NM, Han YS. 2006. Optimization 
of muffin with added spinach powder using response sur-
face methodology. Korean J Food Cookery Sci 22:45-55

Kim HD. 2004. The mineral contents, viscosity and sensory 



김옥선 박종대 금준석 최윤상 최현욱 성정민 한국식품영양학회지594

characteristic of demi-glace sauce according to the varying 
quantity of omija added. Korean J Culinary Culture 19:667- 
677

Kim MH. 2013. Manufacture method of basil pesto sauce. ROK 
patent 1012678960000

Kim SD. 2003. Quality characteristics of tofu added with powdered 
green tea and spinach juice. Research Institute of Natural 
Sciences of Daegu Catholic University 1:109-116

Kim SH, Kim JW, Nam PH. 2007. Enhancement of fresh basil 
utility and development of basil sauce. Korean Food Service 
Association 3:9-20

Lee HJ, Joo NM. 2010. Optimization of germinated brown rice 
cookie with added spinach powder. Korean J Food Cookery 
Sci 26:707-716 

Lee KH, Lee KI, Lee YN, Park HH. 2002. Sensory and me-
chanical characteristics of brown sauce by different ratio of 
ingredients. Korean J Food Cookery Sci 18:637-643

Lee MH. 2009. Changes in nutritive components by growth periods 
in spinach grown outdoors in autumn.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9:169-179 

Lee SH, Choi EO, Lee HK, Park KH. 2001. Factor affecting the 
components chlorophyll pigment in spinach during storage. 
J Korean Soc Agric Chem Biotechnol 44:73-80

Lee YM, Lee MH. 2004. Sauce. p.23. Gimmyoung Publishers.
Lim SB, Sim JH, Park HJ. 2004. Delicious Italian Food. p.103. 

Hyoilbooks. 
Maeda N, Hada T, Murakami-Nakai C, Kuriyama I, Ichikawa H, 

Fukumory Y, Hirasuka J, Yoshida H, Sakaguchi K, Mizushina 
Y. 2005. Effects of DNA polymerase inhibitory and anti-
tumer activities of lipase-hydrolyzed glycolipid fractions 

from spinach. J Nutr Biochem 16:121-128
Masino F, Foca G, Ulrici A, Arru L, Antonelli A. 2008. A che-

mometric study of pesto sauce appearance and of its relation 
to pigment concentration. J Sci Food Agric 88:1135-1343

Paola S, Raffaella B, Filippo E, Paola Z. 2007. Analysis of the 
volatile fraction of “Pesto Genovese” by headspace sorptive 
extraction (HSSE). Food Chem 105:1228-1235

Paola Z, Paola S, Raffaela B, Silvia L. 2009. Study of different 
kinds of “Pesto Genoves” by the analysis of their volatile 
fraction and chemometric methods. Food Chem 114:306-309

Park JW, Kim KB, Choi SK. 2016. Quality characteristics of 
basil pesto added with various nuts during storage.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2:29-43

Park JW. 2015. Quality characteristics of basil pesto added with 
various nuts during storage. MS Thseis, Kyunghee Univ. 
Seoul, Korea

Seo JH, Kang HW, Han JS. 2012. Quality characteristics of 
Jajang noddles with added spinach.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22:278-289

Sim JH, Kim KM, Bae DH. 2003. Comparisons of physi-
cochemical and sensory properties in noodles containing 
spinach juice, beetroot juice and cuttlefish ink. Food Eng 
Prog 7:37-43

Son SK. 201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package 
design for sauce & marinade: Focusing on the sauce & 
marinade made from soysauce or red pepper. The Treat 
Plant Med 14:93-104

Received 9 August, 2016
Revised 12 August, 2016

Accepted 29 August,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