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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quality of bread containing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added in ratios of 0, 10, 20 and 30% of flour. It was found in dough and bread containing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that dough and loaf volume, specific loaf volume, baking loss, and pH decreased with an increasing amount 
of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In addition, loaf weight and hardness were also reduced. In particular, hardness 
appeared to be 2.18 times higher for bread containing 30%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as compared to the amounts 
found in the control. For color, increasing the amount of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reduced the L value, whereas 
the a and b values were increased. In the sensory evaluation, the highest overall preference score was observed in the bread 
containing 20%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whereas the lowest score was found in the control (no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added). It was concluded that pan bread containing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could be prepared 
with good acceptability, and that its optimum concentrate was found to be 20% of fl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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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경제발전과 국민 생활수준 및 1인 가구 확대, 실버시

대 증가, 맞벌이 부부와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식

생활 형태가 간편성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 형태로 변화

하고 있다. 통계청(Korea National Statistics, 2017)에 의하면 1
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0년 72.8 kg에서 2016년 61.9 kg으
로 17.61% 감소한 반면, 밀의 소비량은 2010년 32.6 kg에서 

2015년 33.7 kg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Korea Flour 
Mills Industrial Association, http://www.kofmia.org). 이에 우리

의 식탁(특히, 아침식)에서도 주식인 한식에서 서구화된 간

편식(제빵 및 제과 등)으로 변화하고 있어, 식생활에서 간편

식(제빵, 제과)의 중요도가 높아져가고 있다(Park EA 2002).
정과(煎果, Jung Kwa)는 한과류의 한 종류로서, 식물체의 

열매나 줄기 또는 뿌리를 살짝 블랜칭(blanching)하거나, 생
것을 꿀이나 설탕에 장시간 졸여서 달콤하고 쫄깃한 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주로 유자, 생강, 도라지, 당근, 인삼 및 홍삼 

등과 같은 약간 단단한 재료를 이용하여 제조한다(Shin 등 

2005). 이 중 홍삼은 부작용이 없는 생약재로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으며, 기억력 향상, 학습개선작용, 면역조절작용, 
간기능 항진작용, 항암, 항당뇨, 항스트레스 및 항피로작용 

등 다수의 약리작용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Kwak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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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은 1조 8230억 원으로 이중 

홍삼제품이 6,943억 원(약 38%)을 차지하고 있어, 홍삼에 대

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Korea Institute 
Food Safety Management Accreditation, 2016). 그러나 홍삼은 

소비자들에게 약용으로만 인식되어 식품으로서 친밀감이 떨

어지고, 홍삼의 고유한 향과 쓴맛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

(20~30대)에게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홍삼

을 당액에 넣어 조리거나, 재워 만든 당절임(정과)이라는 제

품이 개발되었으며, 이 제품의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The Foundation of Agricultur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Transfer, 2014). 그러나 당절임 홍삼류

는 제조가공시 다량의 부산물(당절임 절삼류, 당침액 등)이 

연간 약 20톤(연 매출액 50억 기준) 정도 발생하는데(Daedong 
Korea Ginseng Co. Ltd, http://www.ddkorea.co.kr), 이 중 절삼

류(홍삼정과 가공 시 절단된 뿌리 부분) 중에는 상당량의 진

세노사이드(1.89~10.07 mg/g)를 함유하고 있음에도(Lee 등 

2017) 불구하고, 대부분 사료나 퇴비 등의 저 부가가치 형태

로 이용되거나 폐기되고 있어 당절임 홍삼류(홍삼정과) 부산

물의 효용성 증대를 위한 실용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베이커리 산업에서도 식품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

라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맛에 의존하

던 기존 제품에 벗어나, 건강, 영양 및 기능성을 고려하여 다

양한 제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Lee KS 2012; Kim 
등 2015). 건강을 추구하는 흐름에 따라 기능성 곡류(청밀, 글
루텐 프리, 우리밀 등)(Kim 등 2013; Kang 등 2014; Kim & 
Lee 2015) 및 천연식물 소재들(꾸지뽕잎, 고구마잎, 우엉분

말, 어성초, 홍삼 등)을 분말화하여 제빵에 첨가하고, 이들의 

물리․화학적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Han 등 

2015; Park LY 2015; Tae 등 2015; Kim & Ju 2016).
홍삼을 베이커리 분야에 적용한 선행연구로는 홍삼분말을 

식빵(Kim & Kim 2005; Song 등 2007; Song & Shin 2016), 스
펀지케이크(Seo 등 2015) 및 sugar-snap cookie(Park 등 2011) 
제조 등에 첨가하여 관능성 및 품질 특성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였고, Lee 등(2006)은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하여 냉

동쿠키에 홍삼분말을 첨가하였을 때 최적 첨가량은 3.9%였

음을 보고하였다. 최근, 홍삼제품 제조 후 발생되는 부산물인 

홍삼박을 식빵((Han 등 2007a; Han 등 2007b), 스폰지케이크

(Park 등 2008) 및 머핀(Jung 등 2015) 등 제조에 첨가하여 반

죽 및 품질특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홍삼정과 부산물(절삼류 등)에 대한 베이커리 분야에 적용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홍삼정과 제조 시 발생하는 부산물의 

효용성 및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홍삼정과 부산물을 식

빵 제조시 첨가하여 반죽과정 중의 이화학적 변화를 조사하

고, 부산물을 함유한 최종 제품(식빵)의 제반특성 변화 및 최

적 첨가 비율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홍삼정과 부산물은 2016년 4월 충남 금

산 소재의 D사에서 공급받아 심온냉동고(－80℃ 이하)에서 

저장 후 ball mill(Super mill 1500, Newport Scientific Inc., 
MD, USA)로 분쇄하여 표준체(28 mesh)로 통과시켜 사용하

였다. 강력분(Daehan Flour Mills co., Ltd, Korea), 쇼트닝(Lotte 
Foods., Ltd, Korea), 드라이이스트(Lesaffre Yeast co., WI, USA), 
소금(Hanju Co., Korea), 설탕(CJ Cheiljedang Co., Ltd, Korea)
은 시중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식빵 제조
식빵제조는 첨가 농도 결정을 위해 여러 차례의 예비실험

을 거친 뒤, 홍삼정과 부산물을 강력분 중량의 10%, 20% 및 

30% 대체․첨가하여 AACC(2000), Lee 등(2014)의 방법을 응

용한 직접 반죽법(straight dough method)으로 제조하였다

(Table 1). 즉, 유지(쇼트닝)를 제외한 모든 반죽 재료와 홍삼

정과 부산물을 반죽기(5KPM50, KitchenAid, OH, USA)에 넣

고 저속에서 1분 30초 동안 혼합하여 수화시킨 후, 클린업 

단계에서 유지(쇼트닝)를 첨가하여 저속에서 30초간 혼합하

였다. 이후 중속에서 글루텐을 잘 형성시킨 후 반죽을 완성하

였다. 이 때 반죽 온도는 26~27℃가 되도록 하였고, 반죽을 

용기에서 꺼내 온도 30±2℃, 습도 75±5%인 조건에서 발효기

(F-2000, Sunrich, Taiwan)를 이용하여 40분 동안 1차 발효를 

실시하였다. 1차 발효가 완료된 반죽은 450 g씩 분할하여 둥

글리기 한 후,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비닐을 덮고, 실내온도

(25±1℃)에서 20분간 중간 발효(bench time)하였다. 그리고 

밀대를 이용하여 가스빼기를 한 후, 반죽을 3겹으로 접어 성

형하여 식빵팬(120×220×100 mm)에 넣은 다음 온도 38±1℃, 
습도 80±2% 조건에서 30분간 2차 발효를 실시하였다. 2차 발

효 완료 후 상열 170℃, 하열 180℃의 오븐(FDO-7102, Dae 
Yung Machinery Co., Korea)에서 30분간 굽기를 실시하였다. 
굽기가 완료된 식빵은 틀에서 분리하여 실온에서 2시간 냉각

한 후, 폴리에틸렌 봉지에 담아 보관하여 실험 시료로 사용

하였다.

3. 실험방법

1) 일반성분분석
일반성분분석은 AOAC 방법(1995)에 의거하여 분석하였



이의석 류관모 정용남 전병선 고봉수 홍순택 한국식품영양학회지1098

Ingredients (g)
Amount of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

Control1) 102) 20 30

Strong wheat flour 300 270 240 210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0 30 60 90

Water 195 195 195 195

Dry yeast 6 6 6 6

Sugar 15 15 15 15

Salt 6 6 6 6

Shortening 15 15 15 15
1) Control: wheat flour 100%.
2)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was added based on flour weight (i.e., 10, 20 and 30%).

Table 1. Ingredient composition for breads prepared with wheat flours containing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unit: g(w/w)

다. 즉, 수분은 105℃상압건조법, 조회분은 건식회화법, 조단

백질은 Kjeldahl법, 조지방 Soxhlet법으로 분석하였다.

2) 반죽과 식빵의 pH
AACC International Approved Method 02-52.01(AACCI 

2013b)의 방법을 응용하여 홍삼정과 부산물을 첨가(0, 10, 20, 
30%)한 1차, 2차 발효직후 반죽, 완제품 및 홍삼정과 부산물

의 pH를 측정하였다. 즉, 반죽(완제품, 홍삼정과 부산물) 10 
g을 취하여 50 mL 증류수를 가하여 균질기(Miccra D-9, 
Miccra GmbH, Munich, Germany)로 균질화(15,000 rpm, 5분) 
시키고, 원심분리(3000 rpm, 10분)한 후 상등액의 pH를 측정

하였다.

3) 반죽 발효 팽창력
반죽의 발효 팽창력은 He & Hoseney(1992)의 방법을 응용

하여 사용하였다. 즉, 반죽이 끝난 반죽 100 g씩을 250 mL(∅
20 mm) 메스실린더에 넣은 후 상부의 표면을 평평하게 하였

다. 1차 발효 조건(온도 30±2℃, 습도 75±5%)에서 발효기

(EP-200, Dae Yung Machinery Co., KwangJu, Korea를 이용하

여 120분간 발효시켜 매 10분씩 팽창된 반죽의 부피(mL)를 

측정하였다.

4) 비용적(Specific volume)
식빵의 무게는 식빵을 구운 다음 실온에서 2시간 방냉하

고, 중량을 측정하였다. 식빵의 부피는 Mudgil 등(2004)에 방

법에 따라 종자치환법(seed displacement)에 의하여 측정하였

다. 즉, 식빵틀(W×L×H = 130×260×140 mm)에 조를 채운 후, 
이를 1,000 mL의 메스실린더에 부어 부피를 측정하고, 상기 

틀에 제조한 빵을 넣고, 다시 조를 채우고, 빵을 꺼낸 후, 채
워진 조를 메스실린더에 부어 부피를 측정하여 그 차이를 식

빵의 부피로 측정하였다. 이때 빵의 부피를 무게로 나눈 값을 

비용적(specific volume)으로 나타내었다.

5) 반죽수율 및 굽기 손실률
2차 발효가 완료된 반죽의 무게와 소성 후 식빵의 무게를 

각각 측정하여 아래의 식으로부터 반죽수율과 굽기 손실률

을 계산하였다.

Dough yield(%) =
Dough weight before baking

×100 (1)
Bread weight after baking

Baking loss(%) =
(Dough weight－Bread weight)

×100 (2)
Dough weight

6) 색도
식빵의 표면과 내부의 색도는 색차계(CR-400, Konica minolta 

sensing Inc.,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Hunter value에 

의해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
값으로 나타냈다. L값은 0(검은색)에서 100(흰색)까지, a값(적
색도)은 －80(녹색)에서 100(적색)까지, b값(황색도)은 －70
(청색)에서 70(황색)까지 측정하였다. 색차계는 표준백판으

로 보정한 후 3회 반복 측정하였다.

7) 식빵의 텍스처
식빵의 텍스처 측정은 AACC method 74-10.02(AACCI 

2013a)방법에 의거 Texture analyzer(TA-XT2i, Stable Micro 
System, Surrey, UK)를 이용하였으며, probe는 P/36R cylinder 
probe를 사용하였다. 시료는 일정한 두께(12.5 mm)로 자르고, 
양쪽 끝부분과 인접한 부분 두장을 배제한 후, 안쪽 부분 두 

장을 포개어 중앙 부분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80% strain에서 

2회 압축했을 때 얻어지는 force distance curve로부터 시료의 

경도(hardness)를 측정하였고, 그 조건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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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Conditions
Measure force in compression Return to start

Pre test speed 3 mm/s

Test speed 1 mm/s
Post test speed 1 mm/s

Strain 80%
Time 2.00 sec

Table 2. Texture analyzer conditions for measuring tex-
tural properties of pan bread containing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Components
Amount of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

F-value
Control1) 103) 20 30

Moisture  40.10±0.102)a 36.73±0.10b 37.43±0.07c 38.38±0.05d 13.59**

Crude fat  1.96±0.16d  2.30±0.04c  2.62±0.10b  2.65±0.05a 5,340.00***

Crude ash  2.16±0.05a  1.92±0.02b  1.91±0.10b  1.79±0.04c 24.85***

Crude protein 14.30±0.01a 14.00±0.02b 12.38±0.01c 11.74±0.02d 566.66***

a∼d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by Duncan’s range test. ** p<0.01, *** p<0.001.
1) Control: wheat flour 100%.
2) mean±standard deviation (n=3).
3)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was added based on flour weight (i.e., 10, 20 and 30%).

Table 3. Proximate composition of pan breads containing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unit: %)

8) 외관 및 내부구조
식빵의 외관 및 내부구조는 식빵을 구워 실온에서 2시간 냉

각하여 12.5 mm 두께로 절단한 후, 디지털 카메라(Canon EOS 
400-D, Canon Co., Tokyo, Japan)로 촬영하여 관찰하였다.

9) 관능검사(기호도 검사)
Kim & Park(2006)의 방법을 응용하여 30명의 패널요원을 

대상으로 기호도 검사로 실시하였다. 검사는 오후 3시에서 4
시 사이에 실시하였고, 평가항목으로는 식빵의 외관(appear- 
ance), 색깔(color), 향(flavor), 맛(taste), 조직감(texture), 종합적

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의 항목에 대해 좋아하는 정도를 

9점 척도(hedonic scale)로 하여 1점에서 가까울수록 ‘대단히 

싫다’, 9점에 가까울수록 ‘대단히 좋다’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10) 통계처리
본 실험결과는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냈고, 각 처리별 

평균값간의 유의성 검정은 SAS(ver. 9.4, Cary, NC, USA)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ANOVA 분석 후, p<0.05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일반성분
홍삼정과 부산물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일

반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수분 함량은 대조군

이 40.10%로 유의적으로 높았고(p<0.01), 실험군은 홍삼정과 

부산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인 차이로 증가하였다. 
이는 홍삼정과 부산물에 남아있는 잔여 당침액이 식빵 제조 

시 수분이탈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Minervini 등 2011).
조지방 함량은 대조군이 1.96%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홍

삼정과 부산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p<0.001). 조회분과 조단백질 함량은 대조군

이 홍삼정과 부산물 첨가한 실험군에 비해 유의적 차이로 다

소 낮게 나타났다(p<0.001). 이러한 결과는 밀가루를 대체한 

홍삼정과 부산물의 첨가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Lee 등 2014).

2. pH
Table 4는 홍삼정과 부산물 첨가량에 따른 1, 2차 발효 직

후 반죽의 pH를 비교하여 나타냈다. 반죽의 pH는 대조군이 

5.34~5.73으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30% 첨가한 실험군이 4.8~ 
5.47로 가장 낮았다(p<0.05). 전반적으로 홍삼정과 부산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반죽의 pH는 감소한 경향을 나타내었

다. 이는 홍삼정과 부산물의 낮은 pH(4.56)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홍삼분말(Kim & Kim 2005; Song & 
Shin 2016), 홍삼박 분말(Han 등 2007), 홍삼 추출 농축액

(Song 등 2007), 및 인삼잎(Cheon 등 2014)을 첨가하여 식빵을 

제조하였을 때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3. 반죽의 발효 팽창력
Fig. 1은 홍삼정과 부산물의 함량을 달리하여 반죽을 1차 

발효 조건하에 120분간 발효시키면서 측정한 반죽의 부피 팽

창력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모든 시료에서 60분까지 발효

에 의한 부피 팽창 정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60분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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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Amount of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

F-value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Control1) 103) 20 30

After first proofing
4.56±0.01

 5.73±0.012)a 5.63±0.01b 5.55±0.01c 5.47±0.01d 2,802.18***

After second proofing 5.34±0.01a 5.15±0.03b 4.95±0.01c 4.80±0.02d 686.92***

a∼d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by Duncan’s range test. *** p<0.001.
1) Control: wheat flour 100%, 10~30: wheat flour containing 10, 20, 30%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2) mean±standard deviation (n=3).
3)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was added based on flour weight (i.e., 10, 20 and 30%).

Table 4. pHs of pan bread dough containing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Fig. 1. Effect of fermentation time on the dough volume 
of pan breads containing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Composition
Amount of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F-value
Control1) 103) 20 30

Loaf weight (g)  403.33±0.222)d 404.50±0.15c 408.14±0.63b 411.63±0.10a 324.85***

Baking loss (%)  10.37±0.05d  10.11±0.03c   9.30±0.14b   8.53±0.02a 366.79***

Dough yield (%) 111.57±0.06d 111.25±0.04c 110.26±0.17b 109.32±0.03a 323.24***

a∼d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by Duncan’s range test. *** p<0.001.
1) Control: wheat flour 100%, 10~30: wheat flour containing 10, 20, 30%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2) mean±standard deviation (n=3).
3)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was added based on flour weight (i.e., 10, 20 and 30%).

Table 5. Changes of dough yield, weight and baking loss rate of pan breads containing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큰 변화가 없었다. 홍삼정과 부산물이 첨가되지 않은 대조군

(0%, control)의 발효 팽창력은 실험군에 비해 높았으며, 실험

군은 홍삼정과 부산물 함량이 증가할수록 발효 팽창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대조군≈200 mL, 10%≈180 mL, 
20%≈170 mL, 30%≈150 mL). 이는 Song & Shin(2016)이 홍
삼분말을 첨가한 식빵 제조과정에서 나타난 반죽의 발효 팽

창력 변화와 유사한 결과로서, 본 실험에서 홍삼정과 부산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부산물 중 PPT(protopanaxtriol) 계열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반죽의 pH는 낮아

져 효모의 활성이 저하되므로, 낮은 발효수준을 나타내었으

며, 또한 강력분 일부가 홍삼 정과 부산물로 대체됨에 따라 

글루텐 형성이 저하되어 가스 보유력이 낮아진 결과에 기인

된 것으로 사료된다.

4. 무게, 굽기 손실률 및 반죽수율
홍삼정과 부산물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무게, 

굽기 손실률 및 반죽수율의 측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식
빵의 무게는 대조군이 403.33 g으로 가장 낮았고, 홍삼정과 

부산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무게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

며, 실험군 중 홍삼정과 부산물 30% 첨가한 실험군이 411.63 
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반면, 굽기 손실율과 반

죽수율은 대조군이 각각 10.37%, 111.57%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홍삼정과 부산물 30% 첨가한 실험군이 8.53%, 109.32%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굽기 손실율과 반죽수율은 홍삼정

과 부산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냈다(p<0.001). 이는 홍삼정과 부산물에 남아있는 당

침액이 굽기과정 중 가열에 의해 수분 증발을 억제하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되며(Song 등 2007; Minervini 등 2011), 이 홍

삼분말을 첨가하여 식빵을 제조 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식

빵의 무게는 증가하고, 굽기수율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한편, 반죽수율은 111.57~109.32%로 홍삼

정과 부산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

났고, 이는 Lee & Park(2011)의 자색고구마 분말을 첨가한 제

빵 실험 결과와 유사하였다.

5.부피와 비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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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Amount of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F-value
Control1) 103) 20 30

Loaf volume(mL) 1,606.67±5.772)d 1,586.67±2.77c 1,323.33±4.41b 1,056.67±3.32a 349.11***

Specific loaf volume(mL/g) 3.98±0.01d 3.92±0.01c 3.24±0.10b 2.57±0.01a 336.13***

a∼d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by Duncan’s range test. *** p<0.001.
1) Control: wheat flour 100%, 10~30: wheat flour containing 10, 20, 30%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2) mean±standard deviation (n=3).
3)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was added based on flour weight (i.e., 10, 20 and 30%).

Table 6. Changes of volume and specific volume of pan breads containing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Factor
Amount of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F-value
Control1) 103) 20 30

Hardness(g) 1,256.10±104.772)c 1,848.34±89.59b 2,081.47±33.90b 2,736.47±718.42a 26.98***

a∼c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by Duncan’s range test. *** p<0.001.
1) Control: wheat flour 100%, 10~30: wheat flour containing 10, 20, 30%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2) mean±standard deviation (n=10).
3)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was added based on flour weight (i.e., 10, 20 and 30%).

Table 8. Changes of hardness of pan breads containing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Factor
Amount of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F-value
Control1) 103) 20 30

Crumb

L   65.12±0.712)a 60.38±0.55b 51.28±1.58c 44.66±0.91d 400.31***

a －2.37±0.09d －0.39±0.06c  1.32±0.04b  3.45±0.17a 3,500.41***

b   9.85±0.36d 14.32±0.28c 15.01±0.68b 15.96±0.67a 235.79***

a∼d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by Duncan’s range test. *** p<0.001.
1) Control: wheat flour 100%, 10~30: wheat flour containing 10, 20, 30%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2) mean±standard deviation (n=3).
3)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was added based on flour weight (i.e., 10, 20 and 30%).

Table 7. Changes of Hunter values of pan breads containing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홍삼정과 부산물 함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부피 및 

비용적 변화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식빵의 부피와 비용적

은 대조군이 각각 1,606.67 mL, 3.98 mL/g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홍삼정과 부산물 함량이 증가할수록 식빵의 부피와 

비용적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01). 
이와 같은 결과는 홍삼분말(Kim & Kim 2005; Song & Shin 
2016), 홍삼박분말(Han 등 2007), 홍삼추출 농축액(Song 등 

2007)을 첨가하여 식빵을 제조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이는 

홍삼정과 부산물의 첨가로 인하여 반죽의 글루텐 형성이 낮

아져 식빵의 부피 및 비용적이 저하된 것으로 사료된다.

6. 색도
홍삼정과 부산물 함량을 달리한 식빵의 crumb 색도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Crumb 색도에서 L값은 대조군이 65.12

로 가장 높았고, 홍삼정과 부산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

적으로 감소하였으며(p<0.001), a, b값은 대조군이 각각 －2.37, 
9.85로 가장 낮았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다(p<0.001). 이는 홍삼정과 부산물의 첨가 영향으로 갈

변반응에 의한 갈색화와 더불어 홍삼정과 부산물 자체 색으

로 인해 식빵 색도가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7. 텍스쳐
홍삼정과 부산물의 첨가를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텍스

쳐 변화를 조사하여 Table 8에 나타냈다. 경도는 홍삼정과 부

산물 첨가군이 1,848.34~2,736.47 g으로 대조군 1,256.10 g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고(p<0.001), 30% 첨가군은 대조군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홍삼박 분말

(Song & Shin, 2016), 섬초분말(Ko 등 2013) 등을 첨가한 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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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Amount of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F-value
Control1) 103) 20 30

Appearance 4.60±1.502)a 5.07±1.08a 5.30±1.56a 3.47±1.94b  9.68***

Crumb color 4.00±1.34b 4.73±1.17ab 5.30±1.51a 4.07±1.89b  5.91**

Red ginseng flavor 1.93±1.23d 3.23±1.43c 4.70±1.62b 5.73±1.01a 58.92***

Taste 3.47±1.55c 4.13±1.36c 4.57±1.65ab 5.00±1.62a  6.48**

Overall 3.47±1.46b 4.37±1.25a 4.77±1.50a 4.47±1.22a  6.00**

a∼d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by Duncan’s range test. *** p<0.001, ** p<0.01, * p<0.05
1) Control: wheat flour 100%, 10~30: wheat flour containing 10, 20, 30%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2) mean±standard deviation (n=30).
3)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was added based on flour weight (i.e., 10, 20 and 30%).

Table 9. Sensory characteristics of pan breads containing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a) (b) (c)

Fig. 2. External appearance and internal structure of pan breads containing red ginseng Jung Kwa by-product: (a, b), 
internal structure; (C), external appearance.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글루텐 발전정도가 저하되면서 

부피가 작아지고, 이에 식빵 내 기공이 작아지며,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경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8. 내부구조 및 외관
홍삼정과 부산물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내․외

관을 관찰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내부구조에 있어

서 대조군의 기공(air cell)은 비교적 일정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험군은 홍삼정과 부산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기

공은 거칠고, 납작하고, 불균일한 형태를 보였다. 특히, 홍삼

정과 부산물 30% 첨가군은 부피용적율의 감소로 인해 기공

들이 더욱 작고 납작하며, 불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관적

(부피) 측면에 있어서 홍삼정과 부산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부피는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홍삼

정과 부산물을 첨가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밀가루 첨가

량이 낮아 글루텐의 그물구조 생성이 감소되고, 또한 홍삼정

과 부산물 자체의 낮은 pH로 인해 효모의 활성이 저해되어 

최종 제품의 부피가 감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9. 관능검사
홍삼정과 부산물을 첨가한 식빵의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9에 나타냈다. 식빵의 외관은 홍삼정과 부산물 20% 첨가군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대조군과는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내부 색상에서도 홍삼정과 부산물 20% 첨가군이 5.30점으로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되었고(p<0.01), 10% 첨가군과는 유의

적 차이는 없었다. 홍삼향과 맛은 홍삼 정과 부산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30% 첨가군은 각각 5.73, 
5.00점으로 가장 높게 유의적으로 평가되었다(p<0.001). 전체

적인 기호도는 홍삼정과 부산물 20% 첨가한 실험군이 가장 

높은 기호도를 나타냈고(4.77점), 반면, 대조군이 가장 낮은 

기호도를 나타냈다(3.47점). 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홍삼정

과 부산물 20% 첨가군이 식빵의 관능적 품질 특성을 유지하

면서 홍삼정과 부산물 특유의 색상, 향미 및 전체적 기호도에

서 가장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저부가가치의 홍삼정과 부산물을 베이커리 분

야에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자 밀가루 중량 대비 0, 
10, 20, 30%의 부산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반죽 및 식빵의 

이화학특성 변화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부피, 발효팽창력, 비
용적, 굽기손실율 및 pH는 홍삼정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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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반면에 식빵의 무게와 경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경도는 대조군에 비해 

30% 첨가군이 2.18배 높게 나타났다. 색상은 홍삼정과 부산

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은 감소하고, a, b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관능검사 결과, 전체적인 기호도는 20% 
첨가군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4.77점). 결론적으로 홍삼정

과 부산물 20%정도 첨가할 경우, 가장 적합한 품질 특성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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