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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막걸리로 제조한 증편의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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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quality of ginseng makgeolli during the fermentation and aging 
period, and to develop Jeungpyun manufactured by ginseng makgeolli. Four different amounts of ginseng powder (0, 2, 
4 and 6 g) were added to the filtered mash which was fermented for 4 days at 24℃ and then aged for 6 days at 4℃ The 
quality of Jeungpyun batter containing 0, 2, 4 and 6% ginseng during fermentation, and the sensory, color and textural 
characteristics of ginseng Jeungpyun were analyzed. The pH of jeungpyun batter without ginseng was lower than the 
other batters. During 4 hours of fermentation of the batter at 30℃, the pH of the batter significantly decreased. The 
expansion volume of the batter without ginseng increased 4.11 times after 4 hours of fermentation, whereas batters with 
2, 4, and 6% ginseng increased 1.70 times. The L value of Jeungpyun decreased by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ginseng However the a and b values of Jeungpyun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concentration of 
ginseng. The results of the sensory evaluation showed that Jeungpyun with 2% ginseng had the highest flavor, taste and 
overall acceptability scores. In the textural analysis, the hardness of Jeungpyun increased by increasing the concen-
tration of ginseng after 6 days of storage at 20℃. This study showed that Jeunpyun containing 2% ginseng was the 
optimum addi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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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떡은 종류가 다양하게 발달하였으며 찐 떡, 
친 떡, 지진 떡, 삶은 떡으로 나눌 수 있다(윤서석 2002). 
증편은 익반죽한 쌀가루와 막걸리에 반죽한 쌀가루를 한

데 섞어 발효시킨 다음 증편 틀에 붓고 고명을 얹어 찐 

떡으로 쉽게 상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 여름에 해먹으면 

좋다(강인희 1997).
증편은 발효과정 중 생성된 젖산, 초산 등의 유기산에 의

해 신맛과 단맛이 나며 다른 종류의 떡과는 달리 해면상

의 다공성 조직을 형성하여 독특한 점탄성의 식감을 주는 
특징이 있다(Choi YH 등 1996). 또한 발효에 의해 pH가 

4～5 정도로 잡균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빨리 쉬

지 않아 저장성이 우수한 대표적 여름떡이며 시큼한 술맛

과 새콤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특징이다(Yoon SJ 2003).
증편에 관한 연구를 보면 Choi SE와 Lee JM(1993)과 

Cho YH 등(1994)은 증편제조의 표준화에 대해 연구를 통

해 증편 제조의 최적 조건을 결정하였다. Na HN 등(1997)
과 Shin KS와 Woo KJ(1999)은 증편 제조 시 부재료로 

콩물과 콩을 첨가함으로써 부피가 증가되고 부드러워지

며 가공의 균일성을 보여 증편의 품질을 향상시켰고 노

화지연에 효과가 있었으며 콩의 바람직한 첨가비율은 5～
10% 정도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Nam TH와 Woo KJ(2002), 
Kim EM(2005), Jung SY 등(2005)의 연구에서는 키토산 

올리고당, 홍삼, 말차 등의 생리 활성이 있는 재료를 첨

가하여 기능성을 가진 증편을 개발하여 품질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Park CS 등(2004)의 연구에서 눈꽃동충하초

를 첨가한 증편을 제조하여 저장 과정에서 미생물학적 특

성을 조사하여 눈꽃동충하초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미생

물의 증식을 억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인삼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 여러 가지 건강 

증진 기능을 가진 전통적인 약재로 이용되고 인삼의 화학

성분과 약리작용 등에 대한 유효성이 밝혀지고 있다(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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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 1996). 인삼이 갖는 효능에 대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인삼은 항산화 활성, 혈소판 응집 억제능, 항암작용, 심혈

관 장해개선, 항스트레스, 항위궤양 및 항염증 작용, 중
금속 해독능 등의 생리활성을 가지며 임상에서도 당뇨

병, 동맥경화증에 대한 예방 및 회복제로서 효능을 가진

다고 하였다(Nam KY 2002). 이러한 인삼의 생리활성은 

사포닌에 의한 작용으로 인삼의 잔뿌리인 미삼은 사포닌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oo MK 2002).
본 연구에서는 사포닌함량이 많은 미삼을 사용하여 기

능성 물질인 인삼을 첨가한 증편을 개발하였다. 타 연구

에서 기능성 물질을 가루로써 첨가하는 것과는 달리 증

편 제조에 알맞은 인삼 막걸리를 개발하여 증편을 제조

하였다. 증편 제조에 적합한 인삼 막걸리의 품질 특성과 

이를 첨가하여 만든 증편의 품질특성을 검토함으로써 기

호도가 높은 인삼의 첨가 비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미삼은 경동시장에서 구입하여 5～
6회 세척 후 오븐 60℃에서 48시간 건조 시킨 후 분쇄

기로 분쇄하고 20 mesh체에 내려서 사용하였다. 막걸리 

제조 시 사용된 누룩은 상주곡자(경상도)의 밀누룩을 구

입하였고 멥쌀은 경기평택미를 사용하였다. 증편 제조 시 
사용된 멥쌀은 경기 평택미, 설탕은 백설탕(CJ), 소금은 

정제염(샘표 꽃소금), 물은 먹는 샘물(해태 음료), 효모는 
건조 효모 (S.I. Lesaffer, France)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인삼막걸리의 제조

막걸리 제조용 술덧은 Yoon JY 등(2007)과 박록담(2002)
를 참고하여 Table 1과 같은 비율로 제조하였다. 멥쌀 700 
g을 세척 후 20℃에서 14시간 수침시킨 후 김이 오른 찜

기에서 중간 불에 20분간 찌고 찬물 1 L를 뿌려주어 고

루 섞어준 뒤 센 불에서 10분간 다시 찌고 10분간 뜸을 

들여 고두밥을 지었다. 고두밥은 실온에서 충분히 식힌 후 
누룩 150 g, 물 1 L를 섞어서 24℃에서 4일간 발효시킨 

후 완성된 술덧을 체에 걸렀다.
인삼 막걸리는 Table 2와 같은 비율로 제조하였고 체

에 거른 술덧 30 g에 증편 제조 시 사용되는 쌀가루의 중

량 100 g의 0, 2, 4, 6%의 비율에 해당되는 0, 2, 4, 6 g
의 인삼 가루를 각각 첨가하여 4℃에서 6일간 숙성시켜 

인삼 막걸리를 제조하였다.

Table 1. Ingredients of mash for ginseng makgeolli
Ingredients

Nonglutinous rice(g) Nuruk(g) Water(mL)
700 150 1000

Table 2. Ingredients of ginseng makgeolli

Ginseng conc.(%)
Ingredients

Mash*(g) Ginseng powder(g)
0 30 0
2 30 2
4 30 4
6 30 6

* Fermented for 4 days at 24℃ and filtered

3. 술덧의 발효 및 인삼 막걸리의 숙성 과정 특성

술덧은 24℃에서 4일간 발효시키면서 1일 간격으로 pH, 
당도, 알코올 함량, 생균수를 측정하였다. 완성된 술덧은 

체에 거른 뒤 인삼가루를 첨가하여 4℃에서 6일간 숙성

시키면서 2일 간격으로 pH, 당도, 알코올 함량, 생균수

를 측정하였다.

1) pH측정

각 시료 5 g에 증류수 45 mL를 가하여 stirrer를 사용

하여 균질화 시키면서 pH meter로 측정하였다.

2) 당도 측정

당도는 Brix법으로 당도계(ATAGO N1,Japan)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3) 알코올 함량 측정

증류수 50 mL와 시료 50 mL를 균일하게 잘 섞은 후 

국세청 주류분석규정(2000)에 따라 100 mL 메스실린더에 
70 mL를 증류한 후 증류수 30 mL를 첨가하여 주정계(대
광기계, 0～10%)로 알코올 함량을 측정한 후 그 값을 2
배하여 알코올 함량으로 나타내었다.

4) 생균수 측정

총균수의 측정은 저장 기간별로 시료를 무균적으로 취

하여 10배 희석법으로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0.1 mL를 Stan-
dard Method Agar(SMA)배지에 도말하고 37℃에서 48시
간 배양한 후 나타난 colony 수를 계수하였다(Kelly SG와 
Post FJ 1991).

유산균수의 측정은 저장 기간별로 시료를 무균적으로 

취하여 10배 희석법으로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0.1 mL를 

Lactobacilli MRS agar 배지에 도말하고 37℃에서 48시
간 배양한 후 나타난 colony 수를 계수하였다.

효모수의 측정은 저장 기간별로 시료를 무균적으로 

취하여 10배 희석법으로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0.1 mL를 

Sabouraud dextrose agar(SDA)배지에 도말하고 37℃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나타난 colony 수를 계수하였다.

4. 인삼 막걸리를 이용한 인삼 증편의 제조



인삼막걸리로 제조한 증편의 품질특성 839

Korean J. Food Cookery Sci. Vol. 24, No. 6 (2008)

Table 3. Ingredients of ginseng jeungpyun

Ginseng
conc.(%)

Ingredients(g)

Rice 
flour Sugar Salt Yeast Water1)

Ginseng 
makgeolli2)

Mash Ginseng 
powder

0 100 12 1 0.5 45 30 0
2 98 12 1 0.5 45.7 30 2
4 96 12 1 0.5 46.4 30 4
6 94 12 1 0.5 48.1 30 6

1) Adjust water by the water contents of rice flour and ginseng 
powder.
2) Aged at 4℃ for 6 days after adding ginseng powder to filtered 
mash.

본 실험에서 사용한 쌀가루는 세척 후 20℃에서 8시간 
수침시킨 후 체에 30분간 물기를 뺀 후 롤러식 제분기에 
2회 분쇄 한 후 20 mesh 체에 내려서 사용하였다. 본 실

험에 사용된 쌀가루와 인삼 가루의 수분함량을 상압가열

건조법으로 측정하여 인삼 가루의 첨가량에 따른 증편 

반죽의 가수량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 수분첨가량을 조

정하였다.
강인희(1997)의 증편 만드는 법을 참고하였고 막걸리

는 6일간 숙성시킨 인삼막걸리를 사용하여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쌀가루, 물, 소금, 설탕(1/3), 효모와 쌀가

루의 0, 2, 4, 6%에 해당되는 인삼 막걸리를 넣어 반죽

하여 30℃에서 2시간 동안 1차 발효 후 교반하여 가스

를 제거하고 나머지 설탕(2/3)을 넣어 섞어준 뒤 30℃에

서 2시간 동안 2차 발효시켰다. 발효가 완료된 후 반죽 

15 g을 원형 틀에 넣고 실온에서 30분간 방치시킨 후 김

이 오른 찜기에서 강한불로 15분간 찐 후 불을 끄고 5
분간 뜸을 들였다.

5. 인삼 증편 반죽의 품질 특성

1) pH 측정

증편 반죽을 만든 직후와 발효하는 동안 1시간 가격으

로 반죽 5 g을 취하고 증류수 45 mL를 가하여 stirrer를 

사용하여 균질화 시키면서 pH 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2) 부피 측정

반죽의 부피는 반죽을 비이커에 넣은 뒤 발효 전 부피

와 1, 2차 발효하는 동안 1시간마다 부피를 비이커에 표

시한 뒤 반죽을 덜어낸 후 반죽과 동량의 물로 치환하

여 이를 메스실린더로 측정하였다(김기숙 1996).

6. 인삼 증편의 품질 특성

인삼 증편은 제조 후 20℃에서 1일 저장한 후 부피, 색
도를 측정하였고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1) 부피 측정

완성된 인삼 증편의 부피는 polyethylene film을 증편

의 표면에 밀착시킨 후 조를 이용한 종자 치환법으로 

측정하였다(김기숙 1996).

2) 색도 측정

색도는 Hunter Colorimeter로 L값, a값, b값을 각 시료 

당 3회 반복 측정하였고, 이때 사용한 표준 백판은 L값 

96.74, a값 0.62 b값 -0.35였다(김기숙 1996).

3) 관능검사

인삼 증편은 대학생 20명을 검사원으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인삼 증편은 1/2의 크

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제공하였고 입자의 균일성(cell uni-
formity), 질감(texture), 색(color), 향(flavor), 단맛(sweetness), 
신맛(sourness), 쓴맛(bitterness), 전반적인 선호도(overall ac-
ceptability)에 대하여 각 항목을 7점 척도법(1=매우 싫다, 
7=매우 좋다)으로 평가하였다(김광옥과 이영춘 1989).

7. 인삼 증편의 저장 중의 품질 특성

인삼증편을 20℃에서 6일간 저장하면서 2일 간격으로 

총균수와 texture를 측정하였다.

1) 총균수 측정

인삼증편 5 g을 45 mL의 멸균희석수와 함께 균질화

한 후 그 균질액을 10배 희석법으로 희석하여 Standard 
Method Agar(SMA)배지에 0.1 mL 도말하여 37℃에서 48
시간 배양한 후 나타난 colony 수를 계수하였다(Kelly SG
와 Post FJ 1991).

2) Texture 측정

인삼증편의 저장 기간 동안의 texture 측정조건은 Table 
4와 같다. Rheometer(CR-100D, Japan)를 이용하여 Hardness 
(견고성), Cohesiveness(응집성), Springness(탄력성), Gummi-
ness(점착성), Brittleness(파쇄성)을 측정하였다(Park GS 등 
2003).

8. 통계처리

본 실험을 통해 얻어진 실험 결과 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을 이용하여 Mean±SD로 표시하

였으며 각 시료간의 유의성은 one way ANOVA로 분석하

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5% 수준에서 검증하였

다(이성희 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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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tical condition of Rheometer
Sample size 1×1×1 cm
Table speed 12 cm/min
Chart speed 3 cm/min

Adaptor diameter 1 cm
Load cell 2 kg

III. 결과 및 고찰

1. 밑술의 발효 과정 중 품질특성

1) pH, 당도, 알코올 함량

술덧의 발효 과정 중 pH, 당도, 알코올 함량 변화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술덧을 24℃에서 4일간 발효하는 

동안 발효 0일의 pH는 6.85였고 발효 1일에 4.22로 급격

히 감소하여 발효 4일째는 3.38로 발효 기간 동안 유의

적으로 감소하였다. 담금 직후의 pH는 주로 누룩이나 원

료에서 유래되지만 발효가 진행되면서 술덧 중의 효모나 
젖산균 등의 미생물 작용으로 생성된 각종 유기산들에 의

해 pH가 저하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진다(Yoon JY 등 

2007).
술덧의 당도는 발효 0일에 13.10%에서 발효 1일째 

21.10%로 급격히 증가하고 발효 3일째 25.10%로 가장 

높았다. 발효 4일째는 17.10%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
와 같이 당도는 원료 중의 전분질이 당화 amylase의 작

용으로 당분으로 분해됨과 동시에 미생물의 영양원이나 

발효 기질로 이용되므로 후기에 감소하게 된다(Park CS와 
Lee TS 2002).

술덧의 알코올 함량은 발효 1일째 0.20%이었고 서서히 
증가하여 발효 3일째 0.70%를 나타냈으며 발효 4일째에 

급격히 증가하여 5.90%를 나타내었는데 술덧에 투입된 

고두밥에 존재하는 전분은 당화과정을 거쳐야만 효모의 

zymase의하여 알코올이 생성되므로 발효 2～3일째의 높

은 당도가 발효 4일째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효모에 의하

Table 5. Changes in pH, brix and alcohol content of mash dur-
ing 4 days of fermentation at 24℃

Fermentation
time (days) pH Brix(%) Alcohol 

content(%)
0 6.85±0.00a 13.1±0.10e 0.00±0.00d

1 4.22±0.05b 21.1±0.10c  0.20±0.00cd

2 3.95±0.01c 23.4±0.05b 0.40±0.00c

3 3.72±0.02d 25.1±0.55a 0.70±0.10b

4 3.38±0.03e 17.1±0.60d 5.90±0.10a

F value 2479.91
(p<0.0001)

171.42
(p<0.0001)

1570.75
(p<0.0001)

a,b,c,d,e 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여 알코올로 전환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막걸리는 담금 
후 누룩 중의 amylase 작용으로 원료의 전분이 당분으로 
분해되고 효모 발효 기질로 이용되어 일정기간까지 알코

올 함량이 상승된다(Park CS와 Lee TS 2002).

2) 생균수의 변화

술덧의 발효 기간 중 미생물의 생육 상태 변화를 관찰

하기 위하여 총균수, 유산균수, 효모수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술덧의 발효 기간 중 총균수는 발

효 초기에 7.57 log CFU/mL이었으나 발효 3일째 9.04 log 
CFU/mL로 가장 높았고 발효 4일째 8.36 log CFU/mL로 

감소하였다. 유산균수도 발효 초기에 6.55 log CFU/mL
에서 증가하여 발효 3일째 9.00 log CFU/mL로 가장 높

게 나타냈으며 발효 4일째 8.98 log CFU/mL를 나타내었

다. 효모수는 발효 초기에 7.28 log CFU/mL에서 발효 기

간 동안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발효 3일째 9.05 log CFU/ 
mL로 가장 높게 나타냈고 발효 4일째 8.50 log CFU/mL
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밑술의 발효시 발효 3
일째 생균수가 최대를 나타냈다는 전통주에 대한 Yoon 
JY 등(2007)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생균수의 증가

는 누룩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amylase에 의하여 전분이 

당화되고 당화과정에서 생성된 당을 미생물이 이용함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발효 3일째 생균수가 가장 높았으

나 발효 4일째 이후부터 감소하는 것은 영양원의 감소와 
더불어 유산균에 의한 pH 저하와 효모에 의한 알코올 생

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술은 주로 찹쌀이나 멥쌀을 원료로 하고 누룩을 발효

제로 사용하여 만들어져 발효 과정 중 미생물에 의한 효

소작용에 의해 일반 원료 성분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당

분, 아미노산, 유기산 등의 맛 성분과 효모나 유산균 등의 
미생물에 의한 알코올 발효로 휘발성 풍미 성분이 생성

되어 색과 함께 품질의 조화를 이루게 된다(Seo MY 등 

2005).

Table 6. Changes in viable bacteria count of mash during 4 
days of fermentation at 24℃ (log CFU/mL)

Fermentation
time(days) Total bacteria Lactic acid 

bacteria Yeast

0 7.57±0.05d 6.55±0.89b 7.28±0.03d

1 8.69±0.07b 8.64±0.41a 8.61±0.05c

2 8.99±0.13a 8.81±0.15a 8.81±0.05b

3 9.04±0.04a 9.00±0.04a 9.05±0.02a

4 8.36±0.03c 8.98±0.01a 8.50±0.04c

F value 71.55
(p=0.0001)

5.48
(p=0.0452)

282.97
(p<0.0001)

a,b,c,d 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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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삼막걸리의 숙성 과정 중 품질특성

1) pH

인삼 첨가 후 숙성 과정을 거친 인삼 막걸리의 pH의 

변화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인삼 첨가 후 2 g군은 3.80, 
4 g군은 4.02, 6 g군은 4.17로 인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pH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숙성 과정 중에 pH
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숙성 6일째 0 g군이 3.35, 2 g
군이 3.83, 4 g군이 4.04, 6 g군이 4.15를 보였으며 역시 

인삼의 농도가 높을수록 pH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Kim 
JH 등(1985)의 연구에서 인삼 추출물의 첨가량이 적을수

록 pH가 감소한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막걸리의 pH는 발

효 초기에 급격히 감소한 뒤 그 이후에는 크게 변화하

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누룩 미생물 및 효모의 

발효 작용으로 분해된 단백질 및 당류성분들이 생성된 

유기산과 완충작용을 하여 pH가 더 낮아지지 않는 것으

로 보고되어 지고 있다(Yoon JY 등 2007).

2) 당도

인삼 막걸리의 당도는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

삼을 첨가하지 않은 0 g군의 당도는 숙성 0일에 17.1%에

서 서서히 감소하여 숙성 6일에 15.6%를 나타내었다. 인
삼을 첨가한 2 g군은 숙성 0일에 19.0%에서 숙성 6일에 

19.2%를 나타내었고 4 g군은 숙성 0일에 21.3%에서 숙

성 6일에 21.2%를 나타내었고 6 g군은 숙성 0일에 24.1%
에서 숙성 6일에 23.8%를 나타내어 인삼의 첨가량이 많

을수록 당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군에서 숙성기간에 따른 당도 변화에 따른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다. 인삼을 첨가한 군에서 당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인삼 첨가에 따라 인삼에 존재하는 당분에 의해 증

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7. Changes in pH of ginseng makgeolli during 6 days 
of aging at 4℃

Aging 
period
(day)

The addition of ginseng*(g)
F value

0 2 4 6

0 D3.38±0.03 C3.80±0.04 B4.02±0.03 A4.17±0.01 129.18
(p=0.0002)

2 D3.37±0.01 C3.85±0.02 B4.01±0.01 A4.15±0.01 846.12
(p<0.0001)

4 D3.36±0.04 C3.87±0.01 B4.03±0.01 A4.14±0.01 441.76
(p<0.0001)

6 C3.35±0.04 B3.83±0.03 A4.04±0.04 A4.15±0.01 114.77
(p=0.0002)

A,B,C,D 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
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 The addition of ginseng powder in 30 g filtered mash.

Table 8. Changes in brix of ginseng makgeolli during 6 days 
of aging at 4℃ (%)

Aging 
period
(day)

The addition of ginseng*(g)
F value

0 2 4 6

0 C17.10±0.60 BC19.00±0.80 B21.30±0.50 A24.10±0.70 20.96
(p=0.0066)

2 D16.50±0.30 C19.20±0.60 B21.70±0.30 A23.90±0.30 64.69
(p=0.0008)

4 D16.00±0.20 C18.90±0.30 B21.40±0.20 A23.80±0.40 135.79
(p=0.0002)

6 C15.60±0.20 B19.20±0.80 B21.20±0.40 A23.85±0.65 38.29
(p=0.0021)

F
value

3.17
(p=0.1471)

0.05
(p=0.9822)

0.35
(p=0.7953)

0.06
(p=0.9785)

a,b 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
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A,B,C,D 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
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 The addition of ginseng powder in 30 g filtered mash.

3) 알코올 함량

인삼 막걸리의 알코올 함량은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숙성 0일에 인삼을 첨가하지 않은 군은 알코올 함

량이 5.9%를 나타내었고 인삼을 첨가한 2, 4, 6g군은 모

두 5.6%를 나타냈으나 인삼 첨가 유무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숙성기간 동안 0 g군은 서서히 알코올 함

량이 증가하여 숙성 6일에 7.15%를 나타냈으나 2, 4, 6 
g군은 숙성기간 동안 유의적인 변화가 없이 숙성 6일에 

2 g군이 5.9%, 4 g군이 5.9%, 6 g군이 5.2%를 나타내었다. 
숙성 6일에 나타난 알코올 함량은 0 g군과 6 g군에서 유

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Table 9. Changes in alcohol content of ginseng makgeolli dur-
ing 6 days of aging at 4℃ (%)

Aging 
period
(days)

The addition of ginseng*(g)
F value

0 2 4 6

0 5.90±0.10 5.60±0.20 5.60±0.20 5.60±0.20 0.69
(p=0.6029)

2 6.60±0.40 6.20±0.00 5.40±0.80 5.50±0.50 1.25
(p=0.4018)

4 6.80±0.00 6.40±0.20 6.10±0.30 6.05±0.05 3.59
(p=0.1243)

6 7.15±0.05 5.90±0.50 5.90±0.50 5.20±0.20 4.86
(p=0.0804)

F value 6.43
(p=0.0520)

1.48
(p=0.3461)

0.38
(p=0.7742)

1.49
(p=0.3448)

A,B 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
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 The addition of ginseng powder in 30 g filtered m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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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hanges in pH of ginseng jeungpyun batters during 4 hrs fermentation at 30℃

Fermentation time(hrs)
Ginseng content*(%)

0 2 4 6 F value

0 B4.66±0.05a A4.83±0.06a A4.89±0.01a A4.92±0.00a 8.71
(p=0.0315)

1 C4.51±0.02b B4.71±0.03ab AB4.76±0.00ab A4.85±0.05ab 22.43
(p=0.0058)

2 C4.26±0.02c B4.53±0.09bc AB4.60±0.08b A4.79±0.02b 12.59
(p=0.0166)

3 B4.11±0.04d A4.34±0.10cd A4.39±0.01c A4.49±0.01c 9.56
(p=0.0269)

4 B4.07±0.02d A4.28±0.00d A4.32±0.08c A4.45±0.05c 11.21
(p=0.0204)

F value 59.01
(p=0.0002)

12.94
(p=0.0076)

22.09
(p=0.0022)

43.36
(p=0.0005)

A,B,C 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a,b,c,d 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 Rice flour wt basis

4) 효모수의 변화

인삼막걸리의 숙성기간동안의 효모수는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삼을 첨가하지 않은 0 g군은 숙성 6일
간 8.23～8.53 log CFU/mL를 나타냈고 숙성 기간에 따

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인삼을 첨가한 2, 4, 
6 g군은 숙성 0일에 각각 8.51, 8.57, 8.41 log CFU/mL
에서 숙성 2일째 2, 4, 6 g군이 각각 7.27, 7.32, 7.17 log 
CFU/mL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숙성 6일째 7.04, 7.17, 
7.00 log CFU/mL를 나타내어 숙성 기간 동안 인삼을 첨

가함에 따라 효모수가 약간 감소하였다.

Table 10. Changes in yeast count of ginseng makgeolli during 
6 days of aging at 4℃ (log CFU/mL)

Aging 
period
(days)

The addition of ginseng*(g)
F value

0 2 4 6

0 8.50±0.04 8.51±0.01a 8.57±0.02a 8.46±0.06a 1.67
(p=0.3097)

2 8.48±0.15 8.06±0.01b 8.06±0.08b 8.01±0.07b 5.45
(p=0.0675)

4 A8.53±0.01 B7.27±0.22c B7.32±0.10c B7.17±0.18c 18.39
(p=0.0084)

6 A8.23±0.13 B7.04±0.02c B7.17±0.08c B7.00±0.02c 57.29
(p=0.0010)

F 
value

1.19
(p=0.2694)

39.35
(p=0.0020)

70.45
(p=0.0006)

47.61
(p=0.0014)

a,b,c 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A,B 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
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 The addition of ginseng powder in 30 g filtered mash.

Cho SH 등(1997)의 연구에서 인삼 사포닌이 10～100 
mg% 함유하고 있는 배지상에서 미생물을 생육시켰을 때

는 미생물이 생성하는 효소의 활성이 촉진되었지만 고농

도의 사포닌 첨가배지에서는 오히려 효소의 활성이 반감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Roh SK 등(2001)의 연구에서 인삼 
자체의 알코올 발효는 어렵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경향

이었다.

3. 인삼 막걸리를 이용한 인삼 증편의 제조

1) 인삼 증편 반죽의 발효 과정 중의 품질 특성

(1) pH
증편 반죽의 발효 시간에 따른 pH의 변화는 Table 11

에 나타내었다. 증편 반죽의 발효 전 pH는 인삼 무첨가

군인 0%가 4.66 인삼첨가군인 2, 4, 6%가 각각 4.83, 4.89, 
4.92로 인삼 첨가에 따라 pH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는 

증편 제조에 이용된 인삼 막걸리의 최종 pH가 인삼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았고 인삼의 완충작용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발효가 진행될수록 모든 군에서 반죽의 pH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인삼 첨가량에 따라 0, 2, 4, 6%가 

각각 4.07, 4.28, 4.32, 4.45를 나타내었다. 증편반죽이 발

효가 경과함에 따라 pH가 낮아지는 현상은 유산균의 발

효에 의한 lactic acid와 succinic acid 등의 유기산 생성

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pH가 5이하로 내려가면 유산균 

이외의 미생물 번식이 억제되어 다른 떡들에 비해 저장

성이 높아지게 된다(Park YS 와 Chung SS 1996, Chung 
JY 등 2004).

(2) 부피

인삼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인삼 증편 반죽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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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hanges in volume of ginseng jeungpyun batters during 4 hrs fermentation at 30℃ (mL)

Fermentation time(hrs)
Ginseng content*(%)

0 2 4 6 F value

0 144.0±9.1d 150.8±4.4c 147.3±9.2d 153.0±2.1c 0.99
(p=0.4324)

1 183.5±3.5cd 187.5±12.5b 182.0±8.0c 192.0±8.0b 0.27
(p=0.8441)

2 266.0±15.2bc 243.8±5.2a 237.3±11.1b 249.0±13.7a 1.25
(p=0.3389)

3 A356.0±14.0b B252.5±7.5a B256.0±1.0ab B268.5±13.5a 22.04
(p=0.0060)

4 A615.7±9.6a B256.3±5.2a B264.0±5.4a B255.5±10.2a 32.76
(p<0.0001)

F value 33.53
(p<0.0001)

55.52
(p<0.0001)

66.37
(p<0.0001)

53.15
(p<0.0001)

A,B 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a,b,c,d,e 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 Rice flour wt basis

효 시간에 따른 부피 변화는 Table 12에 나타내었다. 인
삼 막걸리의 효모수는 인삼을 첨가한 군이 인삼을 첨가

하지 않은 군보다 낮았으므로 증편의 제조 시 시판 건조 
효모를 모든 군에 동량 첨가하였다. 발효 전 반죽의 처음 
부피는 144.0～153.0 mL로 인삼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1차 발효 종료 시점인 발효 2
시간까지 0, 2, 4, 6%가 각각 266.0, 243.8, 237.3, 249.0 
mL로 증가하였으나 인삼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하지만 나머지 설탕 2/3를 첨가하여 가스 제

거 후 2차 발효를 시작한 뒤 발효 3시간째에는 인삼을 

첨가하지 않은 0%와 인삼을 첨가한 2, 4, 6%간의 발효 

양상은 다르게 나타내어 0%가 356.0 mL를 나타낸 반면

에 2, 4, 6%는 각각 252.5, 256.0, 268.5 mL의 증가를 보

여 인삼의 첨가 유무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발
효 4시간 후 0%는 615.7 mL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인삼

을 첨가한 2, 4, 6%군은 발효 2시간 이후로 큰 차이가 

없어 발효 완료 시점인 4시간 후에는 2%가 256.3 mL, 4%
가 264.0 mL, 6%가 255.5 mL를 나타내었다. 발효 전과 

비교했을 때 0%는 약 4.3배의 증가를 보였으나 인삼을 

첨가한 2, 4, 6% 모두 약 1.7배의 부피 증가를 보였다. 특
히 0%의 부피가 크게 증가한 것은 효모의 첨가에 따라 

효모수가 많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발효 시간에 따른 반죽의 부피는 0%군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보였으나 2, 4, 6%군은 2시간까지 유의적으로 

증가하다 그 후로 유의적인 변화는 없었다. 이는 홍삼 첨

가에 따른 증편의 품질을 연구한 Kim EM(2005)의 연구

에서 증편 반죽의 부피는 홍삼 첨가군이 홍삼 무첨가군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는 보고와는 달랐다. 증편의 

제조 과정에서 첨가되는 막걸리는 다양한 종류의 곰팡이, 

효모, 세균 등의 미생물이 생육하고 있으며 전분의 당화

와 발효에 관여하게 되는데, 그 중 증편의 발효 과정에서

는 CO2를 생성하는 효모와 이상발효를 하는 유산균에 의

해 기포가 형성된다(Woo KJ 등 1998). 본 연구에서 사용

된 막걸리는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삼을 첨가

하지 않은 군의 효모수가 숙성 기간 중 8.23～8.53 log 
CFU/mL로 숙성 기간에 따른 변화가 없었지만 인삼을 첨

가한 군은 숙성기간 동안 인삼첨가 직후인 숙성 0일에 

8.46～8.57 log CFU/mL에서 숙성 6일째 7.00～7.17로 유

의적으로 감소하여 인삼을 첨가하지 않은 군과 1 log CFU/ 
mL의 차이를 보였다.

2) 인삼 증편의 품질 특성

(1) 부피

인삼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증편의 부피는 Table 
13에 나타내었다. 인삼 증편의 부피는 0%가 30.10 mL, 
2%가 29.45 mL, 4%가 29.36 mL, 6%가 27.89 mL로인

삼의 첨가량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증편 반죽의 부

피가 인삼이 첨가되지 않은 0%에서 인삼이 첨가된 군보

Table 13. The comparison of volume of ginseng jeungpyuns
Ginseng content*(%) Volume(mL)

0 30.10±2.23
2 29.45±2.01
4 29.36±0.62
6 27.89±1.17

F value 0.97
(p=0.4371)

* Rice flour wt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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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pearance of ginseng jeungpyuns.
Ginseng content(rice wt basis): (A)0%, (B)2%, (C)4%, (D)6%

다 크게 증가하였지만 증편을 찌는 과정에서 부피가 감

소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Fig. 1에서 보면 인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내부

의 기공이 커짐을 볼 수 있다. Kang CH와 Joo CN(1986)
의 연구에서는 인삼 사포닌이 함유된 배지에서 효모의 

CO2의 발생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2) 색도

인삼 농도에 따른 인삼 증편의 색도는 Table 14와 같다. 
인삼 증편의 L값은 0%가 79.45, 2%가 74.56, 4%가 72.89, 
6%가 71.75로 인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a값은 0%가 -2.09, 2%가 -1.02, 4%가 0.16, 
6%가 1.19로 인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

가함을 나타냈다. 또한 b값에서도 0%가 10.05, 2%가 15.32, 
4%가 18.56, 6%가 20.30으로 인삼 첨가량이 높을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Shin EH와 Lee JK(2004), 
Kim KS와 Lee SY(2002)의 연구에서 색을 갖는 시료를 

첨가하였을 때 첨가량이 많을수록 유의적으로 L값은 감

소하고, a, b값은 증가한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이러한 인

삼 증편의 특유의 색 형성은 증편의 품질 요소로서 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관능검사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인삼을 0, 2, 4, 6%를 첨가한 

인삼 증편의 균일성, 질감, 색, 향, 단맛, 신맛, 쓴맛에 대

Table 14. Hunter color L, a, b values of ginseng jeungpyuns

Ginseng 
content*(%)

Hunter color value
L a b

0 79.45±0.30a -2.09±0.06d 10.05±0.77d

2 74.56±1.73b -1.02±0.16c 15.32±1.15c

4 72.89±1.10c 0.16±0.05b 18.56±0.32b

6 71.75±0.45c 1.19±0.14a 20.30±0.38a

F value 90.82
(p<0.0001)

1405.62
(p<0.0001)

262.08
(p<0.0001)

a,b,c,d 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 Rice flour wt basis

Table 15. Sensory scores1) of ginseng jeungpyun using the Uni-
versity student panel

Ginseng
content*(%)

Cell 
uniformity Texture Color Flavor

0 6.1±0.6a 5.6±0.8a 5.3±1.5ab 5.2±1.4a

2 5.5±1.2a 5.7±0.7a 6.0±1.1a 5.4±1.5a

4 4.2±1.3b 4.4±1.0b 5.0±1.1bc 3.8±1.4b

6 3.9±1.1b 4.2±1.0b 4.5±1.1c 4.5±1.6ab

F value 19.1
(p<0.0001)

14.5
(p<0.0001)

5.6
(p=0.0016)

4.6
(p=0.0051)

Ginseng 
content*(%) Sweetness Sourness Bitterness Overall 

acceptability
0 5.1±1.1ab 4.5±1.4b 5.0±1.1ab 5.5±1.1a

2 5.3±1.3a 5.4±1.1a 5.6±1.1a 5.7±1.3a

4 4.4±1.5bc 4.2±1.4b 4.3±1.6bc 4.3±1.3b

6 3.9±1.1c 4.1±1.3b 3.9±1.7c 4.0±1.3b

F value 5.4
(p=0.0020)

4.3
(p=0.0070)

5.7
(p=0.0015)

9.9
(p<0.0001)

1) 1=dislike extremely, 7=like extremely
a,b,c 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
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 Rice flour wt basis

한 선호도와 전반적인 선호도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15
에 나타내었다.

균일성은 인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낮

은 선호도를 나타냈는데 0%가 6.10, 2%가 5.50, 4%가 

4.15, 6%가 3.90이었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삼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편 내부의 기공이 넓어지고 불

규칙해 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질감은 인삼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은 선호도를 나타냈는데 0%가 5.55, 
2%가 5.65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4%와 6%는 각각 

4.40, 4.15로 인삼의 첨가량이 높으면 질감이 거칠었다. 색
도는 인삼 0%와 2%첨가군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2%(6.00), 0%(5,30), 4%(5.00), 6%(4.45)순으로 선호도가 

낮았다. 인삼 첨가에 따른 인삼 고유의 색을 띠는 증편

의 선호도가 인삼 2%첨가군에서 높은 것을 볼 수 있었

다. 향에 있어서는 2%(5.35), 0%(5.20), 6%(4,15), 4%(3.80) 
순으로 인삼 0%와 2%첨가군의 선호도가 높았다.

인삼 증편의 맛을 단맛, 신맛, 쓴맛의 정도로 관능검사

를 실시 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2%의 인삼 증편을 가장 
선호하였다. 단맛의 선호도는 2%(5.25), 0%(5.10), 4%(4,35), 
6%(3.85)순이었고 신맛도 2%(5.40), 0%(4.50), 4%(4.20), 
6%(4.05)순으로 나타났다. 쓴맛은 주로 인삼에서 느껴지

는 맛으로 쓴맛이 없는 0%첨가군(4.95)과 인삼첨가량이 

낮은 2%첨가군(5.55)의 쓴맛을 4%(4.25)와 6%(3.85)첨가

군보다 더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인 선호도는 인

삼 0%(5.45)와 2%첨가군(5.70)을 4%(4.25)와 6%첨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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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Changes in total bacteria count of ginseng jeungpyun during 6 days of storage at 20℃ (log CFU/g)

Storage period
(days)

Ginseng content*(%)
F value

0 2 4 6

0 A1.69±0.09b A1.78±0.01c C1.00±0.04d B1.39±0.09d 30.59
(p=0.0032)

2 B2.35±0.01b B2.18±0.01c A2.92±0.05c B2.27±0.13c 23.48
(p=0.0053)

4 B2.44±0.40b A4.72±0.03b A4.84±0.03b B4.46±0.03b 30.29
(p=0.0033)

6 4.66±0.10a 5.56±0.22a 5.38±0.18a 5.23±0.10a 5.87
(p=0.0601)

F value 36.73
(p=0.0023)

280.47
(p<0.0001)

414.09
(p<0.0001)

362.14
(p<0.0001)

A,B,C 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a,b,c,d 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 Rice flour wt basis

(3.95)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의 

인삼을 첨가함에 의해 인삼 고유의 향이 증편의 품질에 

특이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인삼 증편의 저장 기간 중의 품질 특성

(1) 저장 기간 동안의 총균수의 변화

Table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균수는 저장 0일 1.00～
1.78 log CFU/g로 나타났다. 0%첨가군은 저장 4일째 2.44 
log CFU/g로 저장 0일의 총균수와 유의성이 없었으나 6
일째 4.66 log CFU/g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 4, 6% 인삼첨가군에서는 저장 4일째 급격히 증가하여 
4.46～4.84 log CFU/g, 6일째 5.23～5.56을 나타내었다. 
균의 증식 속도는 인삼 무첨가군이 4～6일 사이에 급격

히 증가하는 반면에 인삼첨가군은 저장 2일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증편은 발효에 의해 pH가 저하함으로써 다

른 떡에 비해 저장성이 우수하나 본 연구에서 제조한 인

삼 증편은 인삼의 첨가량에 따라 pH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인삼이 첨가되지 않은 0%에 비해 미생물의 증식

이 높았던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2) 저장 기간 동안의 texture의 변화

인삼 증편은 제조 후 20℃에서 6일간 저장하면서 저장 
기간 중의 texture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17에 나

타내었다. 인삼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증편의 견고

성은 저장 0일에 0%가 125.11 g/cm2, 2%가 131.44 g/cm2, 
4%가 137.64 g/cm2, 6%가 150.14 g/cm2로 인삼의 첨가량

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0%첨가군은 저

장 6일째 156.65 g/cm2로 저장 기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

이가 없었으나 2, 4, 6%첨가군은 저장기간에 따른 유의

성이 나타났다. 저장 6일째 2%가 264.74 g/cm2, 4%가 270.88 
g/cm2, 6%가 335.61 g/cm2으로 저장기간에 따라 증가하

였다.
응집성은 0%와 2%첨가군은 저장기간에 따른 유의성

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4%첨가군은 저장 0일에 55.02%에

서 저장 6일째 63.51%, 6%첨가군은 제조 직후 55.85%에

서 저장 6일째 62.28%로 증가하였다. Yoon SJ(2005)의 

연구에서는 증편의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응집성이 점

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이러한 응집성의 감소는 수

분함량의 증발에 의해 응집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보고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삼 증편을 wrap을 싸서 보

관하므로 수분 증발을 예방하여 응집성에 큰 영향을 미

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탄력성은 또한 0%와 2%첨가군은 저장기간에 따른 유

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4%첨가군은 저장 0일에 64.35%
에서 저장 6일째 77.66%, 6%첨가군은 제조 직후 57.17%
에서 저장 6일째 80.69%로 증가하였다. 저장 0일과 2일
째는 인삼첨가량에 따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0%첨가군의 점착성은 저장 0일에 93.50g이었으나 저장 
2일째 55.91 g으로 크게 감소하여 저장 6일(48.35 g)까지 
유의성이 없었다. 그러나 저장 0일에 2, 4, 6% 인삼을 첨

가한 군의 점착성은 46.57 g, 64.88 g, 50.39 g이었고 저

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저장 6일째 

73.28 g, 85.15 g, 101.71 g을 나타내었다. 0%의 점착성의 
저장기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은 Yoon SJ(2005)의 연구

와도 일치한다.
0%첨가군의 파쇄성은 저장기간에 따른 유의성은 나

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 4, 6%의 파쇄성은 저장 0일에 

36.85g, 41.97g, 28.44g에서 저장 6일째 63.79g, 77,24g, 
94,02으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삼의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크게 증가하였다. 인삼의 첨가가 질감을 

단단하게 하여 증편의 질감을 거칠게 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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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Changes in texture of ginseng jeungpyun during 6 days of storage at 20℃

Texture. Storage 
period(days)

Ginseng content*(%)
F value

0 2 4 6

Hardness
(g/㎠)

0 125.11±16.74 131.44±6.39b 137.64±15.56b 150.14±26.77c 0.71(p=0.5713)
2 B152.98±25.64 B154.95±0.72b B190.25±1.20ab A275.53±5.13b 27.20(p=0.0007)
4 C162.11±7.89 B257.22±33.59a AB270.41±46.22a A327.21±3.13a 11.25(p=0.0030)
6 C156.65±15.46 B264.74±22.28a B270.88±43.45a A335.61±25.95a 15.68(p=0.0006)

F value 1.76(p=0.2325) 18.73(p<0.0001) 6.84(p=0.0173) 42.15(p<0.0001)

Cohesiveness
(%)

0 57.06±1.92 59.38±0.13 55.02±2.38b 55.85±2.59c 1.06(p=0.4331)
2 53.58±7.85 58.57±3.68 58.87±2.68ab 57.79±2.59bc 0.54(p=0.6601)
4 57.02±1.35 59.17±4.90 58.94±1.72ab 61.28±1.10ab 0.78(p=0.5331)
6 B55.71±0.95 A62.75±2.07 A63.51±1.76a A62.28±1.28a 11.86(p=0.0009)

F value 0.31(p=0.8146) 0.77(p=0.5373) 5.59(p=0.0192) 5.30(p=0.0222)

Springness
(%)

0 63.93±6.61 72.37±6.06 64.35±3.64b 57.17±6.21b 3.05(p=0.0741)
2 70.58±3.21 69.11±0.95 62.43±4.39b 63.60±7.52b 1.21(p=0.3670)
4 B62.40±9.66 AB69.64±6.71 A79.08±5.66a A78.57±2.51a 5.32(p=0.0107)
6 B64.22±0.88 A74.18±6.50 A77.66±4.30a A80.69±5.01a 6.88(p=0.0025)

F value 0.72(p=0.5587) 0.51(p=0.6850) 11.77(p=0.0004) 15.26(p<0.0001)

Gumminess
(g)

0 93.50±15.22a 46.57±5.66b 64.88±18.77b 50.39±6.48c 7.43(p=0.0054)
2 55.91±10.94b 48.75±11.07b 64.92±2.99b 76.79±18.01b 1.99(p=0.1936)
4 B64.85±12.72b B83.26±16.39a A107.76±2.73a A121.54±3.78a 13.38(p=0.0008)
6 C48.35±5.78b B73.28±13.21a B85.15±10.36ab A101.71±11.94a 17.84(p<0.0001)

F value 9.24(p=0.0024) 6.05(p=0.0109) 6.36(p=0.0110) 18.35(p<0.0001)

Brittleness
(g)

0 50.81±10.76 36.85±6.05b 41.97±13.13b 28.44±1.41b 2.59(p=0.1057)
2 39.82±9.76 31.80±10.32b 36.81±4.22b 49.17±14.55b 1.13(p=0.3868)
4 C44.14±6.10 BC63.37±8.73a AB78.32±18.20a A94.86±2.54a 7.51(p=0.0080)
6 C32.76±1.89 B63.79±12.05a AB77.24±16.31a A94.02±18.87a 13.59(p=0.0001)

F value 3.18(p=0.0671) 7.77(p=0.0057) 6.73(p=0.0065) 16.10(p=0.0002)
A,B,C 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a,b,c 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IV. 요약 및 결론

1. 인삼 막걸리는 술덧의 발효 과정과 인삼을 첨가한 

뒤 숙성 과정으로 나누어 제조되었다. 술덧은 24℃에서 4
일간 발효하는 동안 생균수와 알코올 함량이 최대를 나

타내었다. 4일간 발효시킨 술덧을 체에 거른 후 인삼을 

첨가하여 4℃에서 6일간 숙성시켰다. 인삼 막걸리의 숙

성 과정에서 pH, 당도, 알코올 함량의 유의적인 변화는 

없었다. 효모수는 인삼을 첨가하지 않은 군이 전통주의 

수준을 유지한 반면에 인삼을 첨가한 군은 낮아서 인삼 

첨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2. 인삼 막걸리를 이용하여 제조한 증편 반죽의 발효 

과정에서 pH는 발효 동안 서서히 감소하였다. 반죽의 부

피는 발효 시작부터 2시간 동안의 1차 발효하는 과정에

서 모든 군에서 증가하였고 교반한 후 2차 발효(2시간)하
는 동안 인삼을 첨가하지 않은 군이 약 4.3배로 급격히 

증가한 것에 비해 인삼 첨가군은 1차 발효 이후로 큰 차

이가 없어 발효 시작과 비교했을 때 약 1.7배의 부피 증

가를 보였다.
3. 인삼 증편의 부피는 인삼의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인삼 증편의 색도는 L값은 인삼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a값과 b값은 인

삼 첨가량이 높을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4. 인삼 증편의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균일성과 질감

은 인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낮은 선호도

를 나타냈는데 인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편 내부의 
기공이 넓어지고 거칠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색
도는 인삼 0%와 2%첨가군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2%(6.00), 0%(5,30), 4%(5.00), 6%(4.45)순으로 선호도가 

낮았다. 향에 있어서는 2%(5.35), 0%(5.20), 6%(4,15), 4% 
(3.80) 순으로 인삼 0%와 2% 첨가군의 선호도가 높았다. 
단맛, 신맛, 쓴맛은 모든 항목에서 2%의 인삼 증편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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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선호하였다. 전반적인 선호도는 인삼 0%(5.45)와 2%
첨가군(5.70)을 4%(4.25)와 6%첨가군(3.95)보다 더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0% 첨가군은 저장 4일째 2.44 log CFU/g로 저장 0

일의 1.69 log CFU/g와 유의성이 없었으나 6일째 4.66 log 
CFU/g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 4, 6% 인삼

첨가군에서는 저장 4일째 급격히 증가하여 4.46～4.84 log 
CFU/g, 6일째 5.23～5.56을 나타내었다.

6. 인삼증편의 견고성은 저장 0일에 인삼의 첨가량에 따

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0%첨가군은 저장 6일째 156.65 
g/cm2로 저장 기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2, 
4, 6%첨가군은 저장기간에 따른 유의성이 나타났다. 응
집성은 0%와 2%첨가군은 저장기간에 따른 유의성이 나

타나지 않았지만 4%, 6%첨가군은 6일간 저장하는 동안 

증가하였다. 탄력성은 또한 0%와 2%첨가군은 저장기간

에 따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4%, 6% 첨가군에

서 6일간 저장하는 동안 증가하였다. 0%첨가군의 점착성

은 저장 0일에 93.50 g이었으나 저장 2일째 55.91 g으로 

크게 감소하고 저장 6일까지는 유의성이 없었다. 그러나 

2, 4, 6%인삼을 첨가한 군의 점착성은 저장 기간이 길어

질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0%첨가군의 파쇄성은 저

장기간에 따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2, 4, 6% 첨
가군은 6일간 저장하는 동안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본 실험에서 제조된 인삼 증편은 인삼을 막걸리에 첨

가하여 숙성시킨 후 사용하였다. 발효시킨 술덧을 거른 

후 인삼을 첨가한 인삼 막걸리의 숙성 과정에서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인삼의 성분이 대사되어 쓴맛을 감소시키

고 풍미를 증진시켜 증편 제조 시 품질을 향상 시킬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오랫동안 약용 물질로 이용되어온 인

삼을 첨가함으로써 항산화, 항암 등의 생리 기능성을 증

진시킬 수 있어 증편에 기능성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인삼의 첨가 농도가 높을수록 인삼을 첨가하지 않은 증

편보다 질감이나 증편의 모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

지만 본 연구결과 2%의 인삼 첨가 증편이 인삼을 첨가

하지 않은 증편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가장 선

호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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