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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오 분말을 첨가한 증편의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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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developed hasuo jeungpyun with added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 to increase the functional value and flavor of 

traditional jeungpyun. Hasuo jeungpyun containing 0, 2, 4, 6 and 8%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 was prepared and the moisture 

contents, pH, color, texture and sensory analysis of the samples were measured. With increasing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 

content, the moisture content of hasuo jeungpyun decreased, and pH increased significantly. Hasuo jeungpyun prepared with 2-4%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 displayed significantly higher swelling power. As the level of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 

increased, the L-value decreased, whereas the a- and, b-values increased. A textural profile analysis showed that the hardness  increased but 

cohesiveness decreased with increasing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 content. A sensory evaluation showed the highest value for 

air cell uniformity, flavor, and overall acceptability of 4% hasuo jeungpyun, which suggests hasuo jeungpyun with improved sensory 

characteristics. In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sensory characteristic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hasuo jeungpyun, hardness and 

brittlenes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after swallow, appearance, flavor, texture, taste, and overall acceptability.  

Key words : jeungpyun, polygonum multiflorum Thunb, quality characteristics

I. 서 론1)

증편은 쌀가루에 탁주를 넣어 발효시켜 만든 찐 떡의 일

종으로 시큼한 술맛과 신맛, 단맛이 나며 떡으로서 유일하

게 발효과정을 거치며 빵과 같은 폭신한 망상구조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Choi SE와 Lee JM 1993, Yoon SJ 2003).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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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에 의해 pH가 4~5정도로 잡균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어서 빨리 쉬지 않아 저장성이 우수한 여름 떡이며(Lee EA

와 Woo KJ 2001, Jang JS과 Park YS 2008) 기주떡, 술떡, 기

지떡, 벙거지떡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Park YS와 Choi 

BS 1994). 

또한 증편의 발효효모의 급원으로 사용되는 탁주는 일반 

주류와 달리 단백질과 식이섬유 및 당질이 들어 있고 생리

활성 물질과 많은 양의 젖산균 등이 함유되어 있어 영양적 

기능적 가치가 높으며 최근 다양한 탁주가 국내 및 일본 등

에서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Lee DH 등 2009). Lee 

SY(2001)은 시판되는 살균탁주와 비살균 탁주의 품질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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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총산, pH, 당도 등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나 증편 

제조시 살균 탁주를 첨가하였을 때 해면상의 조직을 형성하

지 못하며 다른 발효원이 요구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증편 

제조시 부재료로 콩물과 콩을 첨가함으로써 부피가 증가되

고 부드러워지며 기공의 균일성을 보여 증편의 품질을 향상

시켰고(Shin KS과 Woo KJ 2001), 다수의 연구자들이 증편 

제조 시에 뽕잎(Kim AJ 등 2001), 애송이 버섯(Ko MS와 

Kim SS 2007), 로즈마리(Kans SH 등 2006), 쑥가루(Choi YH 

등 1996), 양배추 분말(Kim GY과 Yang MO 2010) 등의 재

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색과 풍미를 지닌 증편을 제조하여 

품질특성을 연구하였다. 

하수오(polygonum multiflorum Thunb)는 마디풀과

(polygonaceae)에 속하는 덩이뿌리로 한방에서는 보간(補肝), 

익신(益腎), 양혈(養血), 거풍(祛風), 강장, 항염증 및 사하약 

등의 효과가 있어 수발조백(鬚髮早白), 요슬연약(腰膝軟弱), 근

골산통(筋骨痠痛), 장풍(腸風), 치질(痔疾) 등의 치료에 이용되

어 왔다(Na MK 등 2000). 하수오는 인삼, 구기자와 함께 3

대 정력초로 불리며 자양강장약으로 오래 살게 하는 약초로 

이름이 높다(Nam SJ 2010). 중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도 재배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

이다. 하수오의 성분에는 starch 45%, crude fat 3.1%, 

anthraguninone 화합물인 emodin, chrysophanol, rhein 등이 

있으며 특히 emodin은 이들 성분 중 가장 함량이 많고 

monoamine oxidase 억제활성, 항균활성, 항산화활성, 항암활

성, 항염증활성 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Na MK 등 

2000, Kim IC 2008).

그 외, 정력과 기를 보호하고 머리를 검게 해주며 간장의 

기능을 좋게 하여 피곤함을 없애고 뇌를 튼튼하게 하며 혈

을 보충하고 신경쇠약이나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리불순, 자궁염, 만성변비 등에도 널리 사

용되며 하수오는 노인들의 기력을 돋우는데 매우 좋은 약으

로 장수약재로 사용되어진다(Lim SJ 등 2003). 선행연구로 

경북에서 생산되어지는 주요 특산물인 하수오의 약리적인 

성질과 생리활성 등의 보고는 많으나 식품에 첨가한 연구보

고는 거의 발표되지 않았으며 증편의 다양화와 하수오의 용

도 개발의 일환으로 증편 제조에 첨가하여 웰빙 시대에 적

합한 증편을 개발하고 저장기간에 따른 이화학적, 기계적 

품질특성을 비교 조사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실험의 재료로는 쌀(일반미, 상주), 정백설탕(제일제당), 

소금(태평), 물(증류수), 이스트(프랑스산)를 사용하였으며, 

탁주는 Lee GS 등(2010)의 탁주 종류별 증편에서 가장 좋은 

기호도를 가진 검정콩 탁주(우리술)를 사용하였다. 하수오는 

대구 약령시 약전골목내 약업사에서 국내산을 구입하여 실

험에 사용하였다.

2. 재료 전처리 및 증편 제조

증편 재료 배합은 Table 1과 같이 불린 쌀 중량에 대해 

물 15%, 설탕 15%, 소금 2%, 탁주 45%, 이스트 0.5%, 하수

오 가루 0, 2, 4, 6, 8%로 첨가하였으며 증편의 제조는 Fig. 

1의 제조방법으로 행하였으며, 1시간 방치 한 후 꺼내서 

polyethylene film으로 밀봉하여 18±2℃에서 8일간 저장하면서 

2일 간격으로 이화학적 특성 및 기계적 특성을 실시하였다. 

Sample
1)

Ingredient

Rice 

flour
BT

2)
Salt Sugar Water Yeast

polygonum 

multiflorum

Thunb 

H0

H2

H4

H6

H8

100

98

96

94

92

45

45

45

45

45

2

2

2

2

2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0.5

0.5

0.5

0.5

0.5

0

2

4

6

8

1)H0 : Jeungpyun containing 0% polygonum multiflorum Thunb

 H2 : Jeungpyun containing 2% polygonum multiflorum Thunb

 H4 : Jeungpyun containing 4% polygonum multiflorum Thunb

 H6 : Jeungpyun containing 6% polygonum multiflorum Thunb

 H8 : Jeungpyun containing 8% polygonum multiflorum Thunb

 
2)
BT : Blackbean takju

Table 1. Formula for preparation of polygonum multiflorum Thunb 

jeungpy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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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shed rice
↓

Milling & Sieving to 20 mesh
↓

Mixing with other ingredients

         ↓ adding 

(polygonum multiflorum Thunb 0,2,4,6,8%)
↓

Kneading 
↓
 

1st fermentation at 35℃, 2 hr

↓
Forming

↓
2nd fermentation at 35℃, 2 hr

↓
Steaming for 20 min

↓
Standing for 10 min

↓
Jeungpyun

Fig. 1. Procedures for preparation of jeungpyun

3. 증편의 이화학적 특성 측정

1) 증편 반죽의 pH

An SM 등(2002)의 방법을 참고하여 증편 반죽을 각각 5 

g씩 취하여 증류수 25 mL를 가하여 stirrer를 사용하여 균질

화 시키면서 pH meter (pH 210, Hanna, Ital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증편의 무게, 부피, 비체적 및 팽화율

증편의 부피는 Jung SY(2005)의 방법을 참고하여 종자치

환법을 이용하였으며 polyethylene film을 증편의 표면에 밀

착시킨 후 부피를 측정하였다. 비용적은 시료를 칭량하여 

500 mL 실린더에서 각각의 부피를 측정하여 중량에 대한 

부피의 비(부피/중량, mL/g)로 표시하였다. 제조한 증편의 

높이는 가장 높은 지점을 측정하여 초기 반죽의 높이에 대

한 증가된 높이의 비를 나타내었다. 증편의 팽화력은 Hong 

GJ 등(2008)의 방법을 참고하여 증편을 증자한 후 시료 0.5 

g을 원심분리관에 취하여 증류수 30 mL를 가하여 잘 분산

시킨다. Water bath에서 30 분간 교반시킨 후 3,000 rpm에

서 20 분간 원심분리시킨 후 아래와 같이 구하였다.

팽창력(%) = [원심분리 후 침전물의 용량(mg)/시료량×

  {100-원심분리 후 침전물의 중량(mg)/시료량(mg)}] × 100

3) 수분 함량 측정

제조한 증편의 수분 함량은 증편의 중심부에서 증편 시료 

1 g을 취하여 수분 측정기(FD-600, KETT Electric Laboratory, 

Japan)로 수분을 측정하였다. 

4) 증편의 pH 측정

pH는 An SM 등(2002)의 방법을 참고하여 반죽을 만든 직

후와 1차 발효 후의 반죽, 2차 발효 후의 반죽, 증편을 각각 

5 g씩 취하여 증류수 25 mL를 가하여 stirrer를 사용하여 균

질화 시키면서 pH meter(pH 210, Hanna, Ital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 증편의 항산화능

증편의 전자공여능 측정은 Blois의 방법에 의한 DPPH 

free radical 소거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으며 DPPH 용액 2 

mL를 가하여 섞은 뒤 30 분간 정치한 후 517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으며 아래의 식에 의해 전자공여능을 계산 하

였다.

전자공여능(%) = {1-(시료첨가구의 흡광도/무첨가구의 흡광도)}×100

4. 증편의 기계적 특성

1) 증편의 색도 측정

증편의 색도는 증편을 몰드에서 꺼낸 크기로 색차계

(Color JS801, Color Techno System Co., Japan)를 사용하여 

명도(L＊-value, (100)lightness↔black(0)), 적색도(a＊-value, 

(+)redness↔greenness(-)), 황색도(b＊-value, (+)yellowness↔

blueness(-)) 값을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

었으며 이 때 사용된  표준 백판은 L값은 97.34, a값은 

8.01, b값은 -1.58 이었다.

2) 증편의 texture 측정

증편의 texture는 3.0×3.0×1.0 cm 크기로 잘라 Rheometer 

(Compac-100, Sun Sci. Co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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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ication test를 실시하였고 plunger diameter 10 mm, 

table speed 60 mm/min, sample height 10 mm, load cell 2 

kg의 조건으로 시료당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치를 나타내

었다. 시료는 표면을 제거시키고 분석하였으며 견고성

(hardness), 응집성(co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씹힘성

(chewiness), 부서짐성(brittleness)을 측정하였다. 

5. 증편의 관능검사

제조 직후 30 분간 실온에서 방치한 후 시료는 몰드에서 

꺼낸 상태로 제공하였으며 시료 번호는 난수표를 이용하여 

3자리 숫자로 지정하였으며 직경 25 cm 흰 접시에 물과 함

께 제공하였다. 관능 요원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식품가공학과 

16 명을 대상으로 검사방법과 평가특성에 대해 충분히 교육

을 시킨 후 7점 항목 척도법(1점-가장 약하다, 가장 기호도

가 낮았다. 7점-가장 강하다, 가장 기호도가 높았다)으로 나

타내었다. 평가항목은 크게 외관(appearance), 향미(flavor), 

맛(taste), 조직감(texture), 기호도(acceptability) 항목을 조사

하였다. 

6. 증편의 내부구조

증편의 기공상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제조한 증편을 실온

에서 1 시간 방치 후 -85℃ deep freezer에서 동결시킨 후 

동결 건조기를 이용하여 24 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동결 건

조한 시료를 gold ion coating으로 피복한 후 주사 전자 현

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4200, Hitach, 

Japan)으로 5, 10 KV 가속 전압해서 20배로 확대하여 관찰

하고 사진 촬영하였다. 

7.  통계처리

데이터 분석은 computer program package인 SAS를 이용

하여 각 실험군간의 평균치의 유의성을 p<0.05 수준에서 분

산분석(analysis of variance)과 Duncan의 다중 범위 검정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였으며 관능검사와 

기계적 검사의 상관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으로 검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증편의 이화학적 특성

1) 증편 반죽의 pH

하수오 증편 반죽의 pH는 Table 2와 같이 반죽 초기의 

pH는 하수오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하수오 분말 자체의 pH가 높고 비교적 많은 무기질을 

함유(Lee HJ  2009)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발효기간

이 증가될수록 모든 시료군에서 pH가 감소하였다가 2차 발

효가 끝난 직후의 pH는 초기의 pH(5.66~6.33)에 비해 감소

하여 5.12~5.58의 결과를 보였으며 시료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죽의 발효과정 중 pH의 저하는 발효 중 탁주 내

의 젖산균의 증식에 기인하며 이 유기산의 종류로는 lactic 

acid 와 succinic acid인 것으로 이러한 pH의 변화는 증편 

반죽 내의 여러 효소들의 활성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사료된

다(Park GS 등 2003).  

Samples
Fermentation time

2)

F-value
BF 1F 2F

H0
1) A3)

5.66±0.01
e2) B

5.46±0.02
e C

5.12±0.03
e

566.31***

H2
A
6.03±0.01

d B
5.61±0.01

d B
5.30±0.01

d
11.22**

H4
A
6.07±0.03

c B
5.86±0.03

c C
5.46±0.02

c
400.42***

H6
A
6.28±0.02

b B
5.91±0.02

b C
5.53±0.01

b
1064.11***

H8
A
6.33±0.01

a B
5.96±0.01

a C
5.58±0.02

a
2736.50***

F-value 563.51*** 417.72*** 324.66***

1) See Table 1.

  BF: before fermentation, 1F: 1st fermentation, 2F: 2nd fermentation, 

  AS: after steaming 
2) a-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 samples(column)
3)
 

A-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 fermentation time(row)

 * p<0.05, *** p<0.001 

Table 2. Changes in pH of jeungpyun batters prepared with the 

different ratio of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

2) 증편의 무게, 부피, 비체적 및 팽화율

Table 3은 하수오 증편의 무게, 부피, 비체적 및 팽화율을 

살펴본 결과로 무게는 대조군에 비해 하수오 분말 첨가 증

편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시료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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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s
Sample

F-value
H01) H2 H4 H6 H8

0
A3)

44.83±0.15
a2) A

44.37±1.11
a A

43.60±1.04
a A

43.17±0.15
b A

43.07±1.00
b

5.15*

2
B
42.30±0.20

B
41.73±0.25

B
42.90±0.53

B
41.67±0.84

A
43.03±0.83 3.41

NS

4
C
39.20±0.70

BC
40.40±2.23

C
41.90±0.52

B
41.77±0.59

B
40.57±0.23 3.00

NS

6
D
38.33±0.12

a C
38.63±0.75

a D
38.63±0.38

a C
38.73±0.93

a C
37.07±0.15

b
4.51*

F-value 122.20*** 14.24** 123.31*** 16.20*** 54.24***

1)
 See the Table 1. 

2)
 

a~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 sample (row)

3) A~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 days (column)

 *p<0.05,  
NS

not significant.

Table 4. Changes in moisture of jeungpyun prepared with the different ratios of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

Sample H0
1)

H2 H4 H6 H8 F-value

Weight (g) 56.67±0.58 57.67±0.58 56.67±0.58 57.67±0.58 58.33±1.53 2.14
NS

Volume (mL) 63.00±12.29 74.00±6.92 71.00±3.00 65.33±2.51 64.00±4.36 1.47
NS

Specific volume (mL/g) 1.17±0.12 1.28±0.10 1.25±0.07 1.16±0.05 1.10±0.05 2.36
NS

Swelling power (%) 3.37±0.06
c2

4.33±0.01
a

3.83±0.02
b

3.17±0.06
d

3.08±0.02
e

531.06***

1)
 See Table 1.

2) a~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 samples(row)

  NS not significant, *** p<0.001 

Table 3. Weight, volume and specific volume of jeungpyun prepared with the different ratio of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

부피는 하수오 분말 2% 첨가군이 높게 나타났으나 시료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비체적도 부피와 비슷한 경향을 보

였으며 하수오 분말 2% 첨가군과 4% 첨가군이 높게 나타났

다. 팽화율은 대조군에 비해 하수오 분말 첨가군 2%, 4% 첨

가군이 높게 나타났으며 하수오 분말을 증가시킬수록 팽화

율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p<0.001). 발

효 중 가스 발생량은 효모의 양, 당의 양, 반죽온도, 효소력, 

반죽의 pH 등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Jung JY 등 2004), 미생물 생육을 억제하는 성

분이 하수오에 존재하여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가스 발생량

을 감소시키고 발효 팽창력이 둔화된 것을 추측된다. 즉 반

죽내의 망상구조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CO2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망상구조가 붕괴되었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Kim EM(2005)는 홍삼을 첨가 시, Park GS 등

(2003)은 동충하초를 첨가 시 증편의 부피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과 비슷한 경향이었다.

3) 증편의 수분 함량

 저장기간에 따른 하수오 증편의 수분함량은 Table 4와 

같이 대조군이 44.83%로 가장 높았으며 하수오 분말 첨가 

증편은 43.07~44.37%의 범위로 하수오 분말 첨가량이 많아

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이는 증편의 액체 배합량

은 일정하고 수분함량이 낮은 하수오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

함에 따라 증편의 수분이 감소된 것으로 사료되며 저장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모든 시료군에서 증편의 수분함량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쑥가루 (Choi YH 1996), 타피오

카 분말(Yoo CH와 Shin YH 2006)과 로즈마리분말(Kang SH 

등 2006)을 첨가하여 제조한 증편에서도 경향이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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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Sample

F-value
H01) H2 H4 H6 H8

0
A3)

5.41±0.01
c2) AB

5.42±0.02
c A

5.64±0.12
b

5.66±0.08
b A

5.86±0.02
a

66.84***

2
B
5.36±0.01

e A
5.43±0.31

d A
5.64±0.15

c
5.71±0.01

b A
5.82±0.01

a
441.91***

4
B
5.34±0.02

e BC
5.39±0.01

d B
5.58±0.01

c
5.68±0.02

b A
5.81±0.01

a
629.87***

6
C
5.28±0.02

e C
5.37±0.01

d B
5.57±0.00

c
5.66±0.02

b B
5.76±0.01

a
757.77***

F-value 42.17*** 5.63* 32.08*** 0.85
NS

27.42***

1) See the Table 1. 
2)
 

a~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 sample (row)

3)
 

A~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 days (column)

***p<0.001

Table 5. Changes in pH of jeungpyun prepared with the different ratios of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

6 .0 5 e

7 .4 d

8 .9 7 c

1 1 .1 1 b
1 2 .3 3 a

0

3

6

9

1 2

1 5

H 0 H 2 H 4 H 6 H 8

Fig. 2. DPPH of jeungpyun prepared with the different 

ratios of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

H0 : Jeungpyun containing 0%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

H2 : Jeungpyun containing 2%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

H4 : Jeungpyun containing 4%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

H6 : Jeungpyun containing 6%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

H8 : Jeungpyun containing 8%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

4) 증편의 pH

Table 5는 저장기간에 따른 하수오 증편의 pH 결과로 2

차 발효 직후 하수오 증편 반죽의 pH(5.12~5.58)에 비해 

5.41~5.86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조군에 비해 하수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가 유의적으로 높아졌다

(p<0.001). 이는 증자 후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효소작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유기산, 유리아미노산 등의 성분 변화와 

고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분들의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 것으로 사료된다(Jeon HK 1992).

 저장기간에 따라 하수오 분말 첨가 증편의 pH는 유의적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하수오 분말 첨가 증편 pH

가 저장초기와 같이 대조군에 비해 높은 pH를 나타내었다.

5) 증편의 항산화성

Fig. 2는 하수오 분말 첨가량에 따른 증편의 항산화능을 

살펴본 결과로 Lee HJ(2009)는 하수오의 추출용매별, 농도별

에 따른 전자공여능 실험 결과 물추출인 경우 24.8~47.27%, 

에탄올 추출결과 15.43~56.75%를 보여 높은 항산화성을 보

고한 바 있다. 하수오 분말 첨가 증편의 항산화능은 대조군

(6.05)에 비해 7.40~12.3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수오 분말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

내 증편 제조 시 하수오 분말의 항산화능력에 영향을 줄 것

으로 사료된다. 

2. 증편의 기계적 특성

1) 증편의 색도

하수오 증편의 저장기간에 따른 색도의 변화는 Table 6과 

같이 L*값은 하수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시료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저장기간에 따라 모든 시료

군에서 감소하였다. 이는 색을 갖는 시료인 하수오의 첨가

량이 많을수록 L값이 감소하였으며, Park GS 등(2003)이 동

충하초 첨가량에 따라 L값이 감소하는 경향과 일치하였다. 

a*값(적색도)은 대조군(1.48)에 비해 하수오 분말 첨가 증편

(2.79~5.86)이 높게 나타났으며 하수오 분말 8% 첨가 증편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하수오 분말이 증편의 적색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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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Days
Sample

F-value
H0

1)
H2 H4 H6 H8

L*

0 55.20±1.46
a2) A3)

54.27±0.14
ab A

52.97±0.68
b A

52.76±1.07
b C

46.39±0.97
c

38.09***

2 54.48±0.49
a A

53.31±0.35
b A

52.64±0.33
b AB

51.76±0.0.07
c A

51.11±0.82
c

22.61***

4 54.06±0.60
a A

53.01±0.45
a A

52.89±0.08
a B

51.03±0.86
b B

48.23±0.80
c

38.88***

6 53.02±0.25
a B

47.20±1.54
b B

46.86±1.31
b C

47.05±0.62
b BC

47.79±0.90
b

19.02***

F-value 3.48
NS

45.13*** 46.37*** 32.93*** 15.36***

a*

0 1.48±1.51
b A

2.79±0.61
b A

4.55±0.81
a A

5.19±0.38
a A

5.86±0.77
a

12.06***

2 0.97±0.44
c B

1.40±1.003
bc AB

4.02±0.33
a B

2.59±1.23
b A

5.15±0.42
a

15.22***

4 -0.02±0.02
b B

1.05±0.44
b B

3.04±0.55
a AB

3.69±1.11
a B

3.48±0.24
a

22.53***

6 -0.47±0.23
c A

4.02±0.33
a C

1.43±1.01
b A5

.16±1.06
a C

1.65±0.45
b

29.94***

F-value 3.78
NS

12.81** 10.87** 4.72* 40.69***

b*

0
A
12.74±0.25

c A
12.36±0.70

c AB
15.79±1.29

b A
15.83±0.59

b A
19.54±0.60

a
43.62***

2
B
11.80±0.58

c B
11.57±0.31

c A
17.23±1.26

a B
14.25±0.86

b B
17.21±0.06

a
41.91***

4
B
12.03±0.24

d BC
11.05±0.15

e B
13.88±0.33

c B
14.78±0.67

b B
17.17±0.49

a
97.15***

6
B
11.55±0.31

c C
10.31±0.14

d C
11.64±1.08

c B
13.40±0.91

b B
16.44±0.52

a
37.60***

F-value 5.59* 14.43** 16.07*** 5.24* 25.06***
1)
 See the Table 1. 

2) a~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 sample (row)
3)
 

A~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 days (column)

 *p<0.05, **p<0.01, ***p<0.001, NS not significant

Table 6. Changes in color value of jeungpyun prepared with the different ratios of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

주었으리라 사료된다. b*값(황색도)은 하수오 분말 첨가량이 

12.36∼19.54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

냈으며(p<0.001) 하수오 분말 8%이상 첨가시 19.54로 대조

군인 12.74에 비해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저장기간이 경

과됨에 따라 황색도 값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Kim 

KS와 Lee SY(2002)은 백년초 분말을 첨가한 증편의 저장기

간에 따른 색도 변화에서 L값, a값, b값 모두 뚜렷한 변화 

없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본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2) 증편의 texture

하수오 증편의 texture는 Table 7과 같이 경도는 대조군에 

비해 하수오 분말을 첨가한 증편이 높게 나타났으며 하수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더 단단하게 나타났으나 시료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경도는 저장 중 전분질 식품의 노화

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측정치(Kim EM 2005)로 하수오 첨

가에 의한 노화의 영향은 없으리라 사료된다. 저장기간이 

지날수록 경도는 증가하였으며 탄력성은 대조군이 10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수오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응집성은 증편의 차진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탄력성과 

마찬가지로 저장초기에는 대조군이 하수오 분말 첨가 증편

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저장기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러한 응집성의 감소는 저장기간에 따른 증

편의 수분함량의 증발에 의해 감소로 증편의 응집력이 떨어

진 것이라 사료된다. 증편의 씹힘성은 하수오 분말 8% 첨가 

증편이 33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료간에 유의한 차

이는 없었으며 저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부서짐성은 하수오 분말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증가하

였으며 저장기간에 따라 높게 나타났다. Park GS 등(2003)은 

동충하초 첨가 증편의 texture에서 부서짐성이 동충하초 7% 

첨가군이 다른 첨가군에 비해 높게 나타나 첨가량이 많을수

록 증가하여 본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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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 H2 H4 H6 H8 F-value

Appearance
Cell uniformity 4.67±1.75

a
4.44±1.46

a
5.00±1.28

a
2.33±0.97

b
2.11±0.76

b
20.36***

Color 1.44±0.98
e

2.78±0.81
d

4.11±0.58
c

5.44±0.70
b

6.44±0.51
a

133.14***

Flavor

Takju 5.33±2.17
a

4.22±1.44
b

3.33±1.08
bc

3.00±1.46
c

2.78±1.93
c

7.20***

Herb 1.22±0.65
d

2.56±0.98
c

3.89±0.75
b

4.56±1.46
b

5.56±0.98
a

51.26***

Off-flavor 2.33±1.88
b

2.67±0.84
b

2.78±1.17
b

4.33±1.37
a

4.89±1.40
a

15.77***

Taste
Sweet 4.11±2.39

a
4.11±1.57

a
3.67±1.16

ab
2.78±1.17

b
2.67±1.37

b
3.41*

Savory 3.78±1.44
b

4.11±1.02
ab

4.89±0.58
a

3.89±1.03
b

4.11±1.41
ab

2.62*

Texture
Moistness 5.77±1.06

a
5.11±1.03

b
5.00±0.69

b
3.56±0.98

c
3.33±1.19

c
20.14***

Elasticity 5.33±1.53
a

5.33±0.84
a

5.22±0.81
a

4.33±1.53
b

4.00±1.53
b

4.26**
1)
 See the Table 1. 

2)
 

a~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 sample (row)

 *p<0.05, **p<0.01, ***p<0.001, NSnot significant

Table 8. Sensory evaluation of jeungpyun prepared with different ratios of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

Texture Days
Sample

F-value
H0

1)
H2 H4 H6 H8

Hardness

(g/cm
2
)

0
C3)

1161.00±126.50
B
1172.60±14.19

C
1226.30±47.01

B
1283.0±12.12

B
1291.00±45.64 2.64

NS

2
C
1243.00±85.24

bc2) B
1175.60±3.21

c C
1320.60±123.29

ab B
1351.3±0.58

ab B
1421.67±8.09

a
6.08**

4
B
1503.33±68.13

b A
1615.00±145.98

b B
1607.60±185.51

b A
2265.3±19.22

a B
1545.33±178.15

b
16.13***

6
A
1922.33±79.22

bc A
1699.00±18.24

c A
2186.3±66.02

ab A
2404.0±270.19

a A
2334.33±228.29

a
9.55**

F-value 41.20*** 43.31*** 39.92*** 56.97*** 30.71***

Springine

ss

(%)

0 103.38±2.01
ab A

102.00±0.94
abc

100.74±0.64
c

103.9±1.00
a A

101.2±0.56
bc

4.18*

2 103.05±0.78
A
101.66±2.54 99.87±0.97 101.88±1.95

A
100.3±1.97 1.55

NS

4 102.62±0.77
a AB

99.52±1.40
ab

9.51±2.16
ab

98.37±2.46
b B

86.63±2.88
b

3.77*

6 101.84±1.48
B
97.07±1.66 99.75±0.43 98.51±3.86

AB
98.3±1.13 2.27

NS

F-value 0.72
NS

5.18* 0.56
NS

3.41
NS

4.50*

Cohesive

ness

(%)

0
A
103.91±0.57

a A
94.48±1.27

c
92.14±2.33

d A
98.47±0.45

b A
97.32±0.73

b
35.74***

2
A
102.05±1.73

a A
93.24±3.53

b
90.85±1.88

b A
95.20±0.61

b B
90.58±5.90

b
6.22**

4
B
94.21±3.70

a B
86.86±3.21

b
87.92±2.94

ab B
86.64±4.62

b C
83.63±2.88

b
3.65**

6
C
87.31±2.15

a B
86.32±2.55

a
87.16±1.49

a B
85.01±3.52

a C
78.99±2.32

b
5.77*

F-value 31.80*** 7.25* 3.38
NS

14.92** 15.78**

Chewines

s

(g)

0
C
317.43±7.92

C
301.08±6.83

C
313.51±16.32

B
294.45±48.18

C
333.51±15.39 1.09

NS

2
C
338.82±7.14

C
306.15±12.51

C
328.88±24.87

B
329.18±7.10

C
356.60±27.16 3.11

NS

4
B
365.51±16.03

c B
346.30±14.55

c B
400.31±14.37

b A
477.80±24.10

a B
470.17±18.72

a
33.44***

6
A
490.40±13.33

a A
381.14±3.52

b A
545.74±21.94

a A
486.77±51.78

a A
528.13±35.86

a
13.22***

F-value 131.18*** 25.51*** 85.83*** 21.09*** 39.36***

Brittleness

(kg)

0
C
31.12±0.57

C
30.73±1.94

C
31.91±1.71

B
33.29±0.39

C
34.17±2.42 2.44

NS

2
C
32.70±0.61

b BC
32.28±1.61

b C
32.83±2.19

b B
35.58±2.47

ab C
37.84±3.46

a
3.33*

4
B
34.77±0.80

c B
34.76±1.00

c B
40.25±0.73

b A
47.55±3.41

a B
44.54±4.11

ab
16.10***

6
A
49.94±1.74

b A
37.97±0.78

c A
55.19±3.47

a A
51.35±1.70

b A
57.02±1.24

a
41.36***

F-value 208.24*** 15.02** 68.41*** 45.35*** 33.36***
1) See the Table 1. 
2)
 

a~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 sample0(row)

3)
 

A~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 days0(column) 

*p<0.05, **p<0.01, ***p<0.001, NSnot significant

Table 7. Changes in texture of jeungpyun prepared with the different ratios of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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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편의 관능 검사

하수오 증편의 관능 검사를 살펴본 결과 Table 8은 외관, 

향미, 맛, 조직감의 결과로 외관에서 기공의 균일함 정도는 

하수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불균일하게 나타났으며 

색 정도는 하수오 분말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진하게 나타나 

시료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향미에서 탁주향은 

대조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수오 분말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탁주향미는 감소하였고 약초향은 증가하였으며 이취

는 하수오 분말 6%, 8% 첨가 증편에서 4.33, 4.89로 높게 

나타났다. 단맛은 하수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

으로 감소하였으며(p<0.05) 구수한 맛은 하수오 분말 4% 첨

가 증편이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촉촉한 정도에서 대조군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탄력성은 하수오 분말 4% 첨가군까지 대조군과 유의

적인 차이 없이 높게 나타났다.

0

2

4

6

8
After swallow***

Appearance***

Flavor***

Texture***

Taste***

Overall quality***

H0 H2 H4 H6 H8

Fig. 3. QDA profile of acceptability of jeungpyun

prepared with the different ratios of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

H0 : Jeungpyun containing 0%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

H2 : Jeungpyun containing 2%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

H4 : Jeungpyun containing 4%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

H6 : Jeungpyun containing 6%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
H8 : Jeungpyun containing 8%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

Fig. 3은 하수오 분말 첨가량을 달리한 증편의 전반적인 

기호도를  QDA profile로 나타낸 것으로 씹은 후의 느낌에

서 하수오 분말 2%와 4% 첨가 증편이 5.67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외관의 기호도에서는 하수오 분말 4% 첨가 증편이 

6.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향미의 기호도에서는 하수오 분말 4% 첨가 증편이 

6.0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맛의 기호도에서도 하수오 분말 

4% 첨가 증편(6.22), 하수오 분말 2% 첨가 증편(6.00), 대조

군(5.67), 하수오 분말 6% 첨가 증편(4.33), 하수오 분말 8% 

첨가 증편(3.89)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기호도에서는 하

수오 분말 4% 첨가 증편이 6.56으로 가장 높게 선호하였으

며 시료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였다(p<0.001). 이상의 특성을 

종합해서 볼 때 하수오 분말을 4% 수준으로 첨가하는 것이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4. 증편의 관능검사와 기계적 검사의 상관관계

하수오 분말 첨가량을 달리한 증편의 관능검사와 기계적 

검사의 상관관계 결과는Table 9와 같다. 증편의 색도에서 L

값은 모든 관능검사 항목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a값은 외관의 기호도와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향과 전체적인 기호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이 낮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b값은 모든 관능항목에서 부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Texture와 관능검사의 상관관계에서는 탄

력성과 응집성과 씹힘성은 관능항목과 유의적인 차이 없이 

낮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경도에서 외관의 기호도

와 조직감의 기호도에서 높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부

서짐성은 모든 관능항목과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증편 

제조시 단단하고 부서짐성이 클수록 기호도가 낮게 나타나 

적당한 경도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증편의 내부 구조

하수오 분말 첨가량을 달리한 증편의 내부구조는 Fig. 4

와 같이 대조군에 비해 6%, 8% 첨가 증편의 기공이 더 컸

으며 4%까지 기공이 조밀하고 단단한 형상을 보였다. 하수

오 분말 6%와 8% 경우 기공의 균일성이 낮으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기공이 합쳐져서 그 수가 줄어들고 크기가 커졌

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Kim EM(2005)의 홍삼 첨가량에 

따른 증편의 내부구조 관찰시 5%, 7% 첨가시 기공의 형상

이 본 실험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반죽의 발효과정 중 

형성되는 망상구조는 반죽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생산

해 내는 물질과 쌀 단백질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고 밀

의 gluten이 나타내는 망상구조 형성능과 유사한 성질을 나

타낸다고 하였다(Kang MS와 Kang MY 1996). 기공의 불규칙

성과 큰 것은 발효과정에서 산, 알코올, 휘발성 향기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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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ory

Mechanical
After swallow Appearance Flavor Texture Taste Overall

Color

L 0.80** 0.90*** 0.77** 0.81** 0.76* 0.75*

a -0.69* -0.80** -0.53
NS

-0.72* -0.67* -0.47
NS

b -0.79** -0.85** -0.66* -0.78** -0.75* -0.64*

Texture

Hardness -0.83** -0.87** -0.67* -0.84** -0.82** -0.63*

Springiness -0.24
NS

-0.02
NS

-0.29
NS

-0.21
NS

-0.30
NS

-0.31
NS

Cohesiveness -0.28
NS

-0.02
NS

-0.34
NS

-0.18
NS

-0.29
NS

-0.42
NS

Chewiness -0.35
NS

-0.37
NS

-0.37
NS

-0.30
NS

-0.28
NS

-0.43
NS

Brittleness -0.93*** -0.93*** -0.79** -0.92** -0.91***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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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ignificant

Table 9.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ensory characteristic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jeungpyun prepared with the different 

ratios of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

H01) H2

H4 H6 H8

Fig. 4. SEM of  jeungpyun prepared with different ratios 

of polygonum multiflorum Thunb powder(×20)
1) See the Table 1. 

되며 탄산가스는 단백질막을 덮어 찜으로서 팽창되어 기공

은 곱지 않다고 하였다(AN SM 등 2002). 또한 기공의 크기

와 발생된 위치가 고르지 못한 것은 팽창제의 혼합이 고르

게 분산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크기가 일정하지 못한 기공은 

물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하수오 분말을 첨가한 

경우 기공의 불규칙한 것은 팽창제 혼합이 고르지 못하였으

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CO2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반죽

이 쉽게 꺼져 기공이 합쳐진 불규칙한 망상구조를 보인 것

으로 사료된다. 

Ⅳ. 요 약

검정콩 탁주를 발효원으로 한 증편에 기능성 재료로 경북 

특산물인 하수오를 0, 2, 4, 6, 8%로 첨가하여 품질특성을 

살펴본 결과, 하수오 분말을 첨가할수록 pH는 높게 나타났

으며 증편의 팽화율은 대조군에 비해 하수오 2%, 4% 첨가

군이 높게 나타났다. 하수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

편의 항산화성이 증가하였으며 색도에서 L*값은 감소하였으

며 a*, b*값은 증가하였다. 경도는 하수오 첨가량이 많을수

록 증가하였으며 응집성은 감소하였다. 전체적인 관능검사에

서는 하수오 첨가량 4%증편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기계

적 검사와 관능검사의 상관관계 결과 색도에서 L값을 제외

한 모든 항목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경도와 부서

짐성이 전체적인 관능항목과 유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하수오 증편의 내부구조를 살펴 본 결과 6%이상 

첨가 시 기공이 커지고 불규칙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위의 결과로 약리적인 기능과 항산화성을 가진 하수오를 증

편에 첨가함으로써 증편의 기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

다. 하수오의 첨가 농도가 높을수록 대조군에 비해 조직감

이나 증편 모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하수오 4% 

첨가 증편은 대조군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과 동시에 관능

평가에서도 가장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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