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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ptimal replaced percentage of brown rice Jeung-pyun w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A specific volume of brown rice

Jeung-pyun resulted in no difference. The pH of Jeung-pyun (5.10-5.39) was higher than that of Jeung-pyun dough (4.96-

5.17). The lightness darkened to 55.39-63.56, as the replaced amount of brown rice flour was increased. Furthermore,

redness and yellowness increased to 3.24-4.15 and 4.45-10.12, respectively. The microstructure examin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became enlarged and irregular as the amount of replaced rice increased. The gelatinization of 30-40%

brown rice powder was approximately 1.93-2.20. The mechanical textures of hardness, gumminess, chewiness, and

fracturability were high as additional ingredients and the storage period increased, whereas adhesiveness, springiness, and

cohesiveness were low. The results of a sensory evaluation revealed that the 30% added brown rice Jeung-pyun was highly

assessed as the most appropriate percentage of added brown rice Jeung-p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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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떡은 보편성과 토착성을 지닌 한국 고유의 간식인 동시에

편이식으로서 시식(時食)과 관혼상제(冠婚喪祭) 등 상차림의

필수 음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왔다(Lee 1998). 우리나라

의 떡 종류에는 서구식의 빵과 대등한 발효 원리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또한 오늘날까지 특별한 기호의 대상으로 꾸준

히 전해 내려오는 증편이 있다(Lee 1999). 증편은 다른 종류

의 떡과는 달리 해면상의 다공성 조직을 형성하여 독특한 점

탄성이 있으며, 빨리 쉬지 않아 저장성과 부패 및 노화지연

이 우수한 대표적 여름 떡이며, 우리나라의 떡 중 유일하게

발효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기정, 장편, 잔편, 기

주, 술떡, 중병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Yoon 2003, Park

& Park 2004).

문헌에 나오는 증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증병(蒸餠)이라는

같은 명칭으로 중국 의서인「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도 기

록되어 있는 떡으로서 우리나라 고유의 떡은 아닌 것(Han

1984)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떡으로

상화떡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화떡과 우리나라 증편

의 차이점은 중국은 밀가루를 주재료로 한 반면 우리나라는

쌀을 선호하므로 쌀가루를 주재료로 한 큰 차이점이 있다.

증편에 관한 연구로는 이스트가 발효원, 발효온도, 발효시

간, 증편의 팽화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Kang &

Choi 1993), 막걸리 대신 생 이스트를 대체하여 대체비율에

따른 증편의 품질특성 및 향상에 관한 연구(Yoon 2005), 식

이성 다당류와 대두 첨가에 의한 증편의 품질개선에 관한 연

구(Han 2004), 현미와 보리가루를 대체한 증편의 품질특성

에 관한 연구(Park 2007), 천년초 열매 분말 대체 증편의 품

질 특성에 관한 연구(Cho 등 2007) 등이 있다.

한편, 현미는 쌀의 겉껍질을 제거한 것으로 외층이 붙어있

어 배아를 단단히 지켜주고 배유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으

며, 백미에 비하여 지방, 단백질, 비타민 B1, B2가 풍부하고

식이섬유 함량이 약 2배 정도 높으며 칼슘과 철분을 비롯한

각종 무기질의 함량도 높다(Lee 등 2008; Lim 2008). 또한

현미에는 혈압 강하, 뇌기능 개선, 면역력 증강 등의 기능성

이 입증된 γ-aminobutyric acid, inositol, ferulic acid,

arabinoxylan 등의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Bamick & Szafranska 1987; Choi 2001). 이와 같이 현미

에는 식물성 섬유질을 비롯한 각종 효소, 미네랄 등 영양소

가 다량 함유되어 건강에 좋은 소재로 이미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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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 등 2004).

일반적으로 증편의 제조는 대부분이 쌀가루(멥쌀, 찹쌀)만

을 사용하여 제조되고 있으므로 단백질, 식이섬유 및 비타민

등(Kim & Shin 2003)의 기능성이 우수한 현미가루를 증편

제조 시 대체하면 증편의 품질, 관능적 특성 및 영양적 특성

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화와 더불어 외국의 다

양한 음식이 유입되어 우리의 전통음식이 점점 잊혀져가고

있음은 물론 식탁에서 서서히 사라져 그 위치를 잃어가고 있

는 실정이므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떡류 중에서 증편만이라

도 제조 방법의 간편화와 표준화를 추구하여 현대인의 입맛

에 맞도록 재구성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편제조 시 편의성을 위해 물에

수화시키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내냉동성 생효모를 사

용하였으며, 건강기능성 향상을 위해 현미가루의 대체량(10,

20, 30, 40, 50%)에 따른 현미증편의 품질특성 및 관능적 특

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백미와 현미는 2008년 경기도 이천시에서 생산된 것을, 내

냉동성 효모는 조흥화학(경기도 안산)에서 구입한 것을, 설

탕은 정백당 순도 99.0% 그리고 소금은 정제염 NaCl 88%

이상의 제일제당 제품을 사용하였다.

2. 쌀가루(백미, 현미)의 제조

백미, 현미가루의 제조는 Choi & Woo(2006)과 An 등

(2002)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백미 및 현미는 각각

5회 수세하여 30oC 항온기에서 백미는 4시간 동안 침지하였

고, 현미는 8시간 침지한 후 1시간 동안 체에 받혀 물기를

빼었고 분쇄기(No 2200, 대성전기)로 가루를 만든 후,

20 mesh의 체에 내려 냉동(−18oC) 보관하면서 실험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였다.

3. 현미증편 제조

Choi & Woo(2006)와 Yoon(2005)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

여 예비실험을 거쳐 현미증편을 제조하였으며, 백미가루 대

신 현미가루로 0, 10, 20, 30, 40, 50%의 비율로 대체하였

다. 재료배합비율은 <Table 1>과 같으며 수분 함량은 동일

하게 조절하였다.

35oC의 물에 설탕, 소금을 녹인 후 생효모(내냉동성), 미리

체질해 놓은 백미, 현미가루를 섞어 반죽을 한 뒤 500 cc 용

량의 플라스틱 그릇에 100 g씩 넣고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덮

은 후 35oC 항온기에서 2시간 동안 1차 발효를 시켰다. 1차

발효시킨 반죽을 시약스푼을 사용하여 한쪽방향으로 저어

gas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 후 38oC의 항온기(MIR-152,

Sanyo, Japan)에서 1시간 동안 2차 발효를 진행시키고 gas를

제거하였다. 준비된 증편틀(지름 15 cm, 높이 10 cm)에 반죽

을 70% 정도 채워 넣었다. 알루미늄 재질의 찜솥(지름 55

cm, 높이 25 cm)에 1,800 mL의 물을 넣고 가스레인지(RT-

1LSV, 린나이 코리아)로 15분 동안 예비가열한 후 증기가 올

라오면 불을 끄고 증편틀을 찜솥에 옮겨 넣은 후 약 10분 정

도 방치하였고, 다시 중불에서 15분간 찐 다음, 강불에서 다

시 10분을 더 찐 후 5분간 뜸들인 뒤 뚜껑을 열어 30분간

방냉하여 김을 뺀 후 시료로 이용하였다. 현미증편의 저장성

실험은 30분간 냉각시켜 김을 뺀 증편을 폴리에틸렌 필름으

로 포장한 후 20oC 항온기(MIR-152, Sanyo, Japan)에 저장

하면서 0, 1, 3일 간격으로 호화도 및 기계적 조직감을 측

정하였다.

2. 현미증편의 품질특성

1) 비체적

현미증편을 제조한 후, 30분 방냉한 다음 표면에 폴리에틸

렌 필름을 밀착시킨 후 중량을 측정하였고 물치환법을 이용

하여 부피를 측정하였으며, 비체적은 증편의 중량에 대한 증

편의 부피비로 산출하였다(Moon 등1999; Lee 등 2002).

2) pH

현미증편 5 g을 증류수 25 mL를 넣어 분쇄시킨 후 pH

meter(Model 720p, Lstek)를 사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구하였다(Jeong 2009).

<Table 1> Replacement percentages of brown-rice flour for manufacturing brown-rice Jeung-pyun (unit: %)

Samples CON1) F1 F2 F3 F4 F5

Polished-rice flour (water: 34.3%) 100 90 80 70 60 50

Brown-rice flour (water: 35.6%) 0 10 20 30 40 50

Sugar 30 30 30 30 30 30

Salt 1 1 1 1 1 1

Fresh Yeast 2 2 2 2 2 2

Water 53 53 53 53 53 53

1)CON; Polished-rice flour 100%

F1; Polished-rice flour 90%+Brown-rice flour 10%, F2; Polished-rice flour 80%+Brown-rice flour 20%, F3; Polished-rice flour 70%+Brown-

rice flour 30%, F4; Polished-rice flour 60%+Brown-rice flour 40%, F5; Polished-rice flour 50%+Brown-rice flour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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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색도

Color difference meter(Hunter Lab. CQ-1200X, USA)를

사용하여 현미증편을 직경 15 cm, 높이 10 cm인 원형 증편

틀에서 찐, 각 증편의 윗면을 수평으로 잘라 폴리에틸렌 필

름에 싸서 L(lightness), a(redness), b(yellow ness) 값을 측

정하였다. 이때 White standard plate(L=93.36, a= −0.97,

b=0.43)를 표준으로 하였다.

4)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을 이용한 미세구조

현미증편을 동결건조기(FD-3, Heto, Denmark)에서 24시간

동안 동결건조 시킨 후 증편을 분쇄하여 particle을 ion

spoter(E-1010, Hitachi, Tokoy, Japan)에서 15 mÅ로 60초간

코팅한 다음 주사현미경(S-3500N, Hitachi, Japan)을 이용하

여 15 kV의 가속전압에서 관찰하였으며, 시료의 미세조직은

표면구조를 5,000배의 배율로 측정하였다.

5) 효소 소화법에 의한 호화도 및 저장기간에 따른 노화도

현미증편의 호화도 측정방법은 효소소화법으로 측정하였

다. 즉 증편의 저장일수(0, 1, 3 days)에 따라 각 시료 1 g을

0.05 M sodium acetate buffer solution(pH 4.8) 100 mL에

넣고 homogenizer(RPM 13500, NO. 15, 제일과학산업주식

회사, C-HCS)로 1분간 균질화시킨 다음 0.01% β-amylase

용액(1000 unit, Sigma Co) 1 mL를 가하고 37oC의 항온수

조(BK1224, 부국랩테크, WB-100, Seoul, Korea)에 2시간

진탕하면서 반응시켰다. 1 N HCl 용액 2 mL를 가하여 효소

반응을 정지시키고 반응액 중 0.5 mL를 취하여 증가된

maltose 함량을 Somogyi-Nelson법으로 정량하여 비교하였다

(Kamoi 등 1978). 즉, 반응액 0.5 mL를 시험관에 취하고

Somogyi 시약 1 mL를 가한 다음 알루미늄 호일로 가볍게

뚜껑을 덮고 끓는 water bath 중에서 20분간 가열하였다. 가

열이 끝나면 흐르는 물에서 20분간 방치한 후에 증류수로 25

mL를 정용하고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Maltose(Sigma Co, C12H22O11H2O) 표준용액은 건조시킨

maltose 52.6 mg을 탈이온수에 녹여 50 mL로 하여 1 mg/

mL로 만들었으며, 표준용액을 각각, 0, 0.05, 0.1, 0.15, 0.2,

0.25, 0.3, 0.4, 0.5, 0.6 mL를 취해 Somogyi-Nelson법

(Kamoi 등 1978)으로 흡광도를 읽어 maltose 표준곡선으로

부터 시료의 maltose 함량을 구하였다<Figure 1>.

6) 기계적 조직감

현미증편의 기계적 조직감을 측정하기 위해 시료를 3×3

×2 cm 크기로 잘라서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싸 놓았고

Rheometer(CR-100D, Sun Scientific Co,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two bite compresson으로 3회 반복 측

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검사항목은 경도, 부착성, 응집

성, 탄력성, 검성, 부서짐성이였으며 분석조건은 <Table 2>

와 같다.

7) 관능검사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학생 30명을 관능검사요원으로 구

성하여 현미증편의 시료는 2.5×2.5×2 cm의 크기로 썰어 실

온(20~25oC)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제공하였고, 질문지에 관

능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수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관능적 품질의 기호도는 7점 채점법으로 하였다.

현미증편의 관능검사 평가 항목과 척도는 <Table 3>과 같다.

3. 통계처리

실험 결과 얻어진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Version

13.0) package program의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여 각 시료간의 유의차를 검정하였다.

<Figure 1> Calibration curve of maltose standard solution

<Table 2> Operation condition of rheometer to measure the texture

of Jeung-pyun

Parameter Condition

Type Two bite compression test

Sample width 30 mm

Sample depth 30 mm

Sample height 20 mm

Probe diameter 30 mm

Table speed 2 mm/Sec

Compression 60 %

Load cell 10 kg

<Table 3> Characteristic and scale of sensory score

Characteristics Scale (score)

 Color  very poor 1 ↔ 7 very good

 Off flavor  very strong 1 ↔ 7 very weak

 Expansion  not very swell 1 ↔ 7 very swell

 Uniformity of pore  very unequal 1 ↔ 7 very equal

 Flavor  very poor 1 ↔ 7 very good

 Stickyness  very sticky 1 ↔ 7 very non-sticky

 Degree of hardness  very hard 1 ↔ 7 very soft

 Overall quality  very poor 1 ↔ 7 ver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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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1. 비체적

현미증편의 비체적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증

편의 중량에 대한 부피의 비로 나타낸 비체적(specific

volume)의 경우 현미증편은 현미가루 대체량에 따라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으나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비체적이 증가하

는 경향이었다. 이는 현미에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가 반죽

의 점도를 증가시켜 안정성을 부여하여 증자 후 현미증편의

크기가 증가되었다고 생각된다. Kang & Kang(1997)의 연구

에서 식이섬유인 검성물질을 첨가한 쌀빵이 큰 부피를 보여

준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식이섬유가 함유된 현미가루를

첨가함으로써 수분보유 및 점성에 의한 많은 가스포집으로

인하여 부피가 증가하리라고 예상하였으나 유의적인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Han(2004)의 식이성 다당류와 대두첨

가에 의한 증편의 품질개선에 관한 연구에서는 dextran의 첨

가량이 많을수록 증편의 비체적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 (2005)의 연구에서는 홍삼의 대체량 증가에 따라

증편의 부피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 pH

현미증편의 pH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현미가루 대체

량에 따른 현미증편의 pH(5.10~5.39)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으나, 발효가 완료된 현미증편 반죽(pH 4.96~5.17)에 비하

여 증가하는 경향(Jeong 2009)이었다. Choi & Lee(1993)는

콩의 대체량을 달리한 실험에서 완료된 반죽의 발효(pH 4.35

~4.73)보다 증자 후(pH 4.96~5.35) pH가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였으며, Park(2007)과 Jang 등(2006)의 연구에서도 완료된

반죽의 pH에 비하여 증자 후의 pH가 다소 높아진 경향을

보여 본 실험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증자 후 증편의 pH가 완료된 반죽에 비해 높아진 경향을

보인 것은 반죽의 증자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에서 기인된

것으로 수증기로 찌는 동안 발효 중 생성되었던 젖산이나 다

른 유기산 등이 휘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증자 중의 온도 상승은 효소작용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유기산, 유리아미노산 및 기타 성분 등을 변화시키고, 고온

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분 상호간의 반응 등으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되며(Park 1989; Jang 2006), 이

와 같은 경향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Na 등 1997; Lee 등 2001).

3. 색도

현미증편의 색도는 <Table 6>과 같다. 현미증편에서 명도

(L, lightness)는 대조군이 63.56이였던 반면, 50% 대체군에

서는 55.39로 대체량에 따라 증감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감

소하는 경향이었다(p<0.05). 황색도(b, yellowness)는 대조군

이 4.45이었는데 50% 대체군에서는 10.12로 대체량이 증가

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1). 적색도는 대체량

30%까지는 증가하였으나 40% 이상에서는 황색도가 증가하

면서 적색도가 감소하였다(p<0.01). Choi & Kim(1993),

Park(2007)의 연구에서 현미의 대체량이 많을수록 명도는 감

소하고 적색도와 황색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4. SEM을 이용한 미세구조

현미증편의 미세구조는 <Figure 2>와 같다. 현미증편을 동

결건조기(FD-3, Heto, Denmark)에서 24시간동안 동결건조

<Table 4> The specific volume of Jeung-pyun containing various

amounts of brown-rice flour

Brown-rice flour (%) Specific volume (mL/g)

0 01.33±0.041)

10 1.39±0.18

20 1.30±0.03

30 1.34±0.02

40 1.40±0.11

50 1.49±0.02

F-value 0.78NS

1)Values are means±SD. NS: not significant

<Table 5> pH values of Jeung-pyun depending on the amounts of

brown-rice flour added 

Brown-rice flour (%) pH

0 05.13±0.031)

10 5.14±0.10

20 5.10±0.10

30 5.16±0.08

40 5.11±0.04

50 5.16±0.08

F-value 1.14NS

1)Values are means±SD. NS: not significant

<Table 6> Color values of brown-rice Jeung-pyun depending on

the amounts of brown-rice flour added

Brown-rice flour 

(%)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0 63.56±0.02a1) 3.24±0.04d 4.45±0.03f

10 56.26±2.29b 3.29±0.01d 5.82±0.50e

20 54.25±0.03bcd 4.02±0.05c 6.76±0.04d

30 53.58±0.07cd 4.29±0.01a 7.80±0.01c

40 52.60±0.03d 4.05±0.03c 8.54±0.02b

50 55.39±0.03bc 4.15±0.00b 10.12±0.03a0

F-value 35.60* 354.67** 190.97**

1)Values are mean±SD 
a-f)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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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후 증편을 분쇄하여 particle을 ion spoter(E-1010,

Hitachi, Tokoy, Japan)에서 15 mÅ로 60초간 코팅한 다음

주사현미경(S-3500N, Hitachi, Japan)을 이용하여 15 kV의

가속전압에서 관찰하였으며, 시료의 미세조직은 표면구조를

5,000배의 배율로 측정하였다.

현미가루의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미세구조의 크기는 커졌

으며 미세구조가 합쳐지면서 수가 늘어나고 크기가 불규칙

적임을 볼 수 있었다. 이는 Nam & Woo(2003)의 증편에

키토산과 올리고당의 첨가량이 증가했을 때 미세구조가 커

졌다고 하였으며, Kim(2005)의 연구에서도 증편에 홍삼 첨

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공이 합쳐지면서 미세구조 크기가

커졌다고 한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증편반죽의 발효과정 중 형성되는 그물 형태의 망상구조

는 반죽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생산해 내는 물질과 쌀

단백질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고 밀의 gluten이 나타내는

망상구조 형성능력과 유사한 성질을 나타낸다고 하였다(Kang

& Kang 1996). 미세구조의 크기가 불규칙적이고 큰 것은 발

효과정에서 산, 알코올, 휘발성 향기가 생성되며, 탄산가스는

단백질 막을 덮어 찜으로서 팽창되고, 쌀 단백질의 특유한

신축성과 탄력성의 부족으로 기공은 곱지 않다고 하였다(An

등 2002).

또한 미세구조의 크기와 발생된 위치가 고르지 못한 것은

팽창제의 혼합이 고르게 분산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크기가

일정하지 못한 미세구조는 물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

다(An 등 2002). 따라서 현미가루의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미

세구조가 커지고 기공이 불규칙적인 것은 쌀 전분구조 특유

의 신축성과 탄력성이 부족하고 팽창제 혼합이 고르지 못했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5. 호화도 및 노화도

현미증편의 호화도 및 저장기간에 따른 노화도는 <Table

7>과 같다. 제조직후에는 30, 40, 50% 현미 대체군의 호화

도가 0, 10, 20% 대체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이

는 현미가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가 수분을 식품

내에 더 많이 보유하게 하여 팽윤이 더 잘되어 호화도를 증

가시켰다고 생각된다. 한편, 대조군은 저장 3일째에 노화가

되었으며, 10, 20, 50% 대체군의 경우는 저장기간 동안 점

차적으로 노화가 되었다. 30%와 40% 대체군의 경우에는 저

장 1일까지는 제조직후보다 노화되었으나 1일에서 3일 사이

에는 노화가 지연되어 30% 대체군의 호화도가 1.93으로 가

장 높았다. Shin KS & Woo KJ(1999)의 증편의 발효와 품

질에 미치는 콩 대체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20oC 저장에서

<Figure 2>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photograph (horizontal section, ×5000) of Jeung-pyun containing different amounts of brown-rice

fl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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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이 지날수록 호화도 값이 감소하였고 콩 대체량이 증

가할수록 호화도 값이 높았다고 하였다. Cho 등(2007)의 연

구에서도 천년초 분말 대체량이 증가한 시료일수록 maltose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대되어 호화도가 더 높았음을 알 수 있

다고 하여 본 실험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6. 기계적 조직감

현미증편의 기계적 조직감은 <Table 8>과 같다. 현미증편

은 제조 직후에 대체량에 따른 경도, 검성은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다. 대조군의 현미증편의 경도는 92.60 g/cm2로 현미

가루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증가하였다. 검성은 현미

가루 50% 대체군에서 91.82 g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대조

군에서는 53.78 g으로 가장 낮았다.

1일 저장한 현미가루 대체량에 따른 현미증편의 경도, 부

서짐성, 부착성, 탄력성, 응집성, 검성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으나, 3일 저장한 현미증편의 탄력성은 50% 대체군에서

0.97%로 가장 높았던 반면, 20% 대체군에서는 0.82%로 가

장 낮았다. Park(2007)의 연구에서 보리가루 및 현미가루의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탄력성이 감소한다고 하여 본 실험과

상이함을 보였다. 이와 같이 제조 직후에서 경도, 검성은 현

미가루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

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7> Gelatinization levels of Jeung-pyun containing various

concentration of brown-rice flour before and after

storage at 25oC

Brown-rice 

flour (%)

Storage period (day) 

0 1 3 F-value

0 A2.02±0.05b1) A1.98±0.06a B1.84±0.07b 007.820*

10 A2.06±0.03b B1.95±0.01a C1.76±0.04bc 079.476***

20 A2.06±0.03b B1.83±0.03b C1.70±0.04c 085.408***

30 A2.19±0.27a B2.00±0.02a B1.93±0.03a 047.921***

40 A2.20±0.04a B1.87±0.13ab B1.82±0.05b 019.719**

50 A2.21±0.04a B1.88±0.02ab C1.71±0.05c 129.267***

F-value 14.49* 2.83* 9.69**

1)Values are mean±SD. 
a-c)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C)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0.05, **p<0.01, ***p<0.001

<Table 8> Textural properties of brown-rice Jeung-pyun 

Storage period

(day)

Brown-rice flour 

(%)

Textural property

 Hardness

(g/cm2)

Fracturability

(g)

 Adhesiveness

(g)

Springiness

(%)

 Cohesiveness

(%)

 Gumminess

(g)

0

0 092.60±14.60c1) 2.70±0.48 -13.72±9.840 0.88±0.05 0.58±0.01 053.78±3.91c

10 110.58±18.83bc 3.40±0.39 -17.99±12.50 0.89±0.03 0.57±0.03 063.79±10.84bc

20 121.41±21.02bc 4.43±0.99 -22.76±11.72 0.88±0.03 0.58±0..00 070.58±13.18bc

30 121.75±23.38bc 4.82±0.89 -22.05±14.00 0.91±0.01 0.57±0.01  69.02±11.49bc

40 139.30±6.88ab 3.21±0.90 -20.74±10.91 0.94±0.02 0.58±0.01 079.59±7.13ab

50 163.24±20.19a 4.65±0.95 -27.61±14.25 0.91±0.03 0.56±0.01 091.82±12.44a

F-value 4.59* 1.33NS 0.32NS 1.56NS 1.07NS 3.97*

1

0 165.30±30.21 2.12±0.47 -10.47±12.89 0.87±0.06 0.54±0.03 130.19±27.67

10 169.73±40.80 3.71±0.88 -11.40±2.880 0.92±0.01 0.55±0.01 129.69±21.36

20 194.98±37.19 3.36±0.91 -15.34±28.68 0.93±0.01 0.57±0.01 110.70±23.14

30 206.63±45.47 3.72±0.56 -17.59±11.06 0.95±0.01 0.53±0.02 109.05±26.71

40 234.63±49.41 4.39±0.59 -25.04±28.81 0.95±0.02 0.53±0.04 089.73±16.37

50 242.64±47.10 4.06±0.82 -28.73±39.71 0.92±0.02 0.52±0.01 086.64±16.46

F-value 1.73NS 1.84NS 0.56NS 2.89NS 2NS 0.99NS

3

0 293.23±13.57 2.50±0.78 -4.92±7.74 0.89±0.03b 0.47±0.07 213.33±41.62

10 366.94±54.19 3.67±0.88 -11.52±9.860 0.93±0.05ab 0.46±0.04 262.99±49.82

20 346.07±45.49 3.07±0.78 -10.35±10.98 0.82±0.07c 0.47±0.02 169.76±31.26

30 469.87±69.15 3.55±0.68 -10.75±4.160 0.88±0.01b 0.45±0.02 161.31±31.02

40 573.57±60.95 4.29±0.79 -11.71±0.000 0.95±0.00ab 0.46±0.02 134.08±11.30

50 511.84±24.93 4.67±0.78 -15.39±16.88 0.97±0.01a 0.81±0.58 229.66±21.61

F-value 2.18NS 1.19NS 0.61NS 6.78** 1.06NS 2.88NS

1)Values are mean±SD.
a-c)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NS: not significant,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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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능평가

현미증편의 관능평가에 의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현

미증편의 표면색은 30% 대체군에서 5.54, 부푼정도는 20,

30% 대체군에서 각 4.99, 5.21, 기공균일성은 20, 30% 대체

군에서 각 5.06, 5.24로 가장 균일하다고 평가되었다. 풍미는

30% 대체군에서 5.72, 이취미는 30% 대체군에서 5.40, 입에

달라붙는 정도는 30% 대체군에서 4.90로 가장 높았다. 단단

한 정도(부드러움)는 40% 이상 대체군에서 부드러운 정도가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기계적 측정의 경도에서 현미가루

대체량 30%까지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나, 현미가루

대체량 40% 이상일 때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기계적 측정의

경도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전체적인 바람직성은 30% 대체

군에서 5.98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Park(2007)의 현미

와 보리 가루를 대체한 증편의 품질특성에 관한 관능평가에

서 현미가루 30% 대체군이 다른 대조구보다 전체적인 바람

직성이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고 하여 본 실험과 유사

한 경향을 보였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 기능성을 향상시키고자 현미가루의 대체량(10,

20, 30, 40, 50%)을 달리하고 물에 수화시키지 않고 바로 사

용할 수 있는 내냉동성 생효모로 발효시킨 현미증편의 품질

특성 및 관능적 특성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미증편의 비체적 및 pH는 백미증편 및 현미가루 대체량

증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현미가루 대체량 증가

에 따라 현미증편의 명도(L, lightness)는 대조군에서 63.56,

50% 대체군에서 55.39로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황색도는

증가하였으며, 적색도는 30%까지는 증가하였다가 40% 이상

에서 감소하였다. 현미증편의 미세구조는 현미가루의 대체량

이 증가할수록 기공의 크기는 커졌으며, 40%이상 대체군에

서는 기공의 수는 늘었으나 크기가 불규칙적임을 볼 수 있

었다. 현미증편의 저장기간에 따른 노화는 대체로 호화도 값

이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현미가루 30%와 40% 대체군에

서는 저장 1일과 3일 사이에서 노화가 지연되어 저장 3일에

서 현미가루 30% 대체군의 호화도 값이 가장 높았다. 기계

적 측정에 따른 경도와 검성은 현미가루 대체량 30% 까지

증가시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체량 40%

이상에서는 유의적인 증가를 보여 관능평가에서 부드러운 정

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관능평가 결과, 현미가루 30% 대체

군에서 색, 부푼정도, 기공의 균일성, 풍미, 이취미, 입에 달

라붙는 정도, 부드러운 정도 등 전체적인 관능적 특성이 우

수하여 전반적인 바람직성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평가되었

다. 따라서 미세구조, 호화도, 관능적 특성이 우수한 현미가

루 30% 대체한 현미증편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앞으로는 고기능성의 부재료를 첨가하고 현대인의 기호에

부응하는 다양한 기능성 증편의 개발과 더불어 현 시대에 맞

게 보급 및 계승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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