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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research, to modernize traditional food and to make functional bokryung-byung, bokryung-byungwas made 
with Poriacocos Wolf powder added. During its storage, its moisture content ranged from 42.89 to 44.85%. The 
control group had the highes tmoisture content (44.85%), and it was reduced significantly as the Poriacocos Wolf 
powder in creased. The longer the storage period was, the lower the pH and the higher the acidity was. The total 
bacterial count increased from 2.70 to 3.00 Log CFU/g right after the manufacture and increased rapidly on the 
fourth day of the storage with more than 7.00 Log CFU/g.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the bokryung-byung, though. The Hunter’s color value after the manufacture, with the increase in the added 
Poriacocos Wolf powder, showed a significantly reduced brightness, but significantly increased redness and yellowness. 
Their chromaticity did not change, how ever, during their storageat a temperature of 20 °C. The hardness, solidity, 
gumminess, and cohesiveness of the bokryung-byung increased, unlike in the control group, and its brittleness increased. 
In terms of the overall preference, the preference for the control group was high, but was higher when 5 % Poria 
cocos Wolf powder was added during the manufacture of the bokryung-byung. As a result of these correlations, 
it is believed that elastic and chewy dduks are preferred and bokryung-byungs could be developed as functional 
ddu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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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떡의 기원은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원시적인 탈곡

과정에서 얻어진 거친 잡곡가루는 특별한 조리용구 없이

호화를 시켜 구운 떡과 지지는 떡을 얻을 수 있었다. 곡물

도정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찌는 음식은 거의

떡의 형태로 오늘날 밥 이전의 상용음식이었다(1).

조선시대 초기에는 단순히 곡물을 쪄 익혀 만들었던 것

을 점차 다른 곡물과의 배합 및 과실, 꽃, 야생초, 약재 등의

첨가로 빛깔, 모양, 맛에 변화를 주었다. 이 시대의 떡은

특히 행제(行祭), 무의(巫儀), 제례 (祭禮), 빈례(賓禮) 등 각종

의례 행사는 물론 대소연의(大小宴義), 절식(節食) 등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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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인 음식으로 등장함으로써 고유의 의미마저 띠게 한

다(2).

떡은 만드는 과정에 따라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곡류

가루를 시루에 안쳐서 찌는 떡, 곡물을 알갱이 또는 분쇄하

여 찐 다음 넓고 두꺼운 나무판에 놓고 쳐서 만든 치는

떡, 가루를 반죽하여 모양을 빚어 삶은 후에 고물을 묻히는

떡, 곡류가루를 반죽한 다음 모양을 만들어 기름에 지지는

떡이 있다(3,4). 빙허각 이씨가 쓴 《규합총서》에는 ‘복령

조화고’라는 떡이 소개되어 있고, 또한 《부인필지》(1915)

에도 복령병이 소개 되어 있다.

복령(Poria cocos Wolf)은 소나무의 땅속뿌리에 자생하

는 구멍쟁이 버섯과에 속하는 것으로 한방에서는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담백색의 백복령, 담갈색의 적복

령과 송근을 포함하고 있는 복신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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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복령은 맛이 달고 독이 없어 위, 심장, 폐, 비장, 신장

등의 오장에 적합하며, 주성분은 탄수화물, 수분, 조섬유질,

무기물 및 미량의 단백질 등이며(7), 특히 탄수화물 중

75~86%를 차지하는 복령당(pachyman)이 복령다당

(pachymaran)으로 변할 때는 암을 비롯한 180여 종에 대한

억제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8), 비만증, 노인성 부종,

비장의 기능 저하에서 오는 만성설사, 배뇨곤란, 수종 등의

보조적 식사 요법 및 예방에 이용되며, 복령 중의

triterpenoids 성분은 항구토, 항염증, 항피부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9,10).

지금까지의 복령에 관한 연구로는 복령의 재배(11,12),

성분에 관한 연구(13,14), 생리작용과 약효(15-18), 항산화

성과 항암성에 대한 연구(19-21) 는 많이 이루어져 있고,

복령을 음식에 직접 이용한 논문(22,23)은 몇 편 있을 뿐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인공재배 기술이 개발되어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복령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규명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되

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복령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복령병을 떡의 산업화에 응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복령가루 첨가량을 달리

하여 제조한 후 저장기간별 떡의 수분함량, 색도, 텍스쳐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기호도 조사를 통하여 가장 선호하

는 복령 첨가량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복령분말은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에

서 구입하여동결건조한 후 -70℃를 유지한 초저온냉동고

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쌀은 2010년산 경기도

이천산 햅쌀(이천, 한국), 설탕은 정백당(제일제당, 한국),

소금은 재제염(샘표, 한국)으로 순도 88% 이상의 것을 사용

하였다.

시료 제조

복령의 경우 분쇄기(HMF-3000S, HANIL, KOREA)를 사

용하여 갈아준다음 40mesh 체에 내려 시료로 사용하였다.

멥쌀은 3회 반복 세척하였으며, 멥쌀가루의 경우 멥쌀을

20℃에서 8시간동안 수침 시킨 후 30분간 물기를 제거한

후 분쇄기(HMF-3000S, HANIL, KOREA)를 이용하여

20mesh 체에 내려서 복령병을 제조하였다.

복령병의 제조

먼저 예비실험을 통해복령병의 적절한 배합비를 조사하

였다. 재료 배합비는 Table 1과 같이 복령가루를 5, 10, 15,

20%로 첨가량을 달리하여 복령병을 제조하였다. 멥쌀가루

와 복령가루의 총량은 500 g으로 조정하였으며, 물, 소금

및 설탕은 멥쌀가루와 복령가루의 총량에 대해 각각 15%,

1% 및 10%로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분량의 설탕을 첨가하

여 고루섞은 후 시루(직경 25 cm, 높이 6 cm 용기)에 재료를

담고 윗면을 고른 다음 그 위에 면보를 덮고 3.0ℓ의 물을

붓고 미리 끓인 찜솥에서 20분간 찐 후 5분간 뜸들이기를

하였다. 쪄 낸 복령병을 찜솥에서 꺼내어 10분간 식힌 후

랩으로 포장하여 20℃ incubator(VS-1203P1, VISION,

Korea)에 저장하면서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시료는 제조

당일, 2, 3, 4, 5 및 7일을 저장하면서 품질특성 실험을 실시

하였다.

Table 1. Formula for Bokryung-byung added with Poria cocos
Wolf powder

Ratio of
Poria cocos Wolf

powder(%)

Ingredients (g)

Rice powder Poria cocos
Wolf powder

Water Salt Sugar

0 500 0 75 5 50

5 475 25 75 5 50

10 450 50 75 5 50

15 425 75 75 5 50

20 400 100 75 5 50

복령병의 이화학적 품질특성

수분함량 측정

수분함량은 드라이오븐(HK-D0135FD, 한국기계종합제

작소, Korea)을 사용하여 105℃ 상압가열 건조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제조 당일떡만 제조 후 10분간 식힌다음측정

하였으며, 2, 3, 4, 5, 7일에는 20℃ 항온기에서 꺼낸 직후

바로측정하였다. 모든 시료는 3회반복측정하여 그평균값

을 구하였다.

pH 및 산도

pH는 Oh 와 Hong(24)의 방법에준하여 시료 10 g에멸균

수 90 ㎖를 넣고 Homogenizer (AM-3, NISSEI, JAPAN)로

균질화 한액을 pH meter (Mettler, Toledo 345)로 3회측정한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산도는 균질액 10 mL에 대한

산도를 나타내었으며 0.1 N NaOH를 이용하여 pH 8.2까지

측정하고 소비된 0.1 N NaOH의 양으로 환산하였다.

총균수 및 효모곰팡이수

총균수의 측정은 시료 10 g에 멸균수 90 mL을 넣고

Homogenizer (AM-3, NISSEI, JAPAN)로 균질화하여, 10배

단계 희석액을 만들었다. 미리 만들어 놓은 plate count agar

(PCA, Difco) 평판배지에 0.1 mL를 도말하여 35℃에서 48시

간 배양한 후 colony수를 측정하였다. 효모·곰팡이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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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potato dextrose agar (PDA, Difco)에 도말하여 20℃에서

48～96시간 배양 후 colony수를 계측하였다. 총균수와 효

모·곰팡이수는 복령병 1 g당의 colony forming unit(CFU/g)

로 나타내었다.

색도측정

각 시료를 제조한 직후 반으로 나누어 시료 내부의 색을

색차색도계(Chroma meter CR-3600 Minolta, Japan)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명도(L값: Lightness), 적색도(a값:

Redness), 황색도(b값: Yellowness)를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된 calibration plate는 L값

이 95.35, a값이 0.21, b값이 1.65이었다.

기계적 품질특성 측정

시료의 텍스쳐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un Rheometer

(Compac-100 Ⅲ, Sun Scientific Co, Japan)을 사용하여 경도

(hardness), 강도(strength),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

(cohesiveness), 검성(Gumminess), 부서짐성(brittleness)을 3

회반복측정하여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측정조건은 sample

size(2×2×2 cm), full scale 4 kg, table speed 100 (mm/min),

chart speed 30(mm/min), adapter diameter 1.0 ㎝였다.

복령병의 관능특성

각 시료를 만든 지 1시간경과 후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관능검사 요원은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식품조리영양학부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실험의 목적과 관능적 품질요소를

잘 인지하도록 훈련시킨 후 복령병의 색(color), 향(flavor),

맛(taste),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를 관능평가하였다. 각

항목에 대하여 생각되는 점수를표시하도록하였으며, 7점

평점법으로 실시하였다(1점: 매우 싫어한다, 4점: 보통, 7

점: 매우 좋아한다). 제시된 복령병은 일정한 크기(2×2×2

cm)로잘라일정량의 물과 함께흰색의동일한 접시에 담아

동시에 제공하여 실시하였다.

통계처리

각 실험에서 얻은 실험결과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ANOV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 하였

으며 5% 수준에서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을 실시하여

유의적 차이를 검정하였으며,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25).

결과 및 고찰

복령병의 이화학적 품질특성

수분함량

복령가루 첨가량을 0, 5, 10, 15, 20%로 달리하여 제조한

복령병의 수분함량은 Table 2와 같다. 복령병 제조에 사용

한 복령의 수분함량은 11.23%, 쌀가루의 수분함량은 35.8%

였다. 대조구가 44.85%로 가장 높았으며, 복령가루 20%

첨가 복령병의 수분함량은 42.89%로 가장 낮았다. 복령가

루 5, 10, 15% 첨가한 복령병의 수분함량은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으나 20% 첨가 복령병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대잎분말을 첨가한 설기떡 연구(26)에서의 대잎분말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 감소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이는 복령의 수분 함량이 낮아 복령병 표면의

수분 손실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able 2. Moisture contents of Bokryung-byung added with Poria
cocos Wolf powder

Ratio of Poria cocos
Wolf powder (%)

Moisture contents (%)

0 44.85±0.63
a1)

5 44.10±0.52
a

10 43.59±0.39
ab

15 43.12±0.45
ab

20 42.89±0.41
b

F-value 3.72*

1)
Means±SD

ab
Mean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H 및 산도

복령가루 첨가량을 0, 5, 10, 15 및 20%로 달리하여 제조

한 복령병의 pH는 Fig. 1과같다. 복령병의 대조구는 6.92이

고, 복령가루 5, 10, 15 및 20%를 첨가한 경우는 각각 6.84,

6.63, 6.54 및 6.42로 복령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는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또한,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pH는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살구떡(27), 토마토분말 설

기떡(28)의 경우 부재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져 본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반면에 마분말 설기떡(29)

에서는 대조구의 pH는 5.78이며, 20%를 첨가한경우는 5.81

로 부재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높아져 본 실험결과와 반대

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산도는 pH 변화와는 반대로 저장기

간이 길어짐에 따라 산도는 증가하였으며, 복령가루 첨가

량이 많을수록 산도는 높게 나타났다.

총균수와 효모곰팡이수

복령가루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복령병의 총균수와

효모곰팡이 수는 Fig. 2와 같다. 복령병의 제조직후의 총균

수는 2.70에서 3.00 ㏒ CFU/g이었으며, 저장 4일까지 계속

균수가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미미한 수준으로 변화하

였다. 저장 4일이후에는 복령가루를 첨가한 복령병의 총균

수가 대조구에 비해 적었으나 7.00 ㏒ CFU/g이상 이었다.

이후균수 증가는 미비하였으나 대조구와 복령가루 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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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in pH and acidity for Bokryung-byung with Poria
cocos Wolf powder during storage period at 20℃.

달리 첨가한 복령병 간의 차이는 없었다. 효모, 곰팡이수는

제조 1일부터 저장 7일까지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복령가루 첨가량에 따라 낮은 효모, 곰팡이수를 나타내어

저장기간이 연장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식품으로의

섭취는 불가한 균수이었다. 김(30)의 보고에 의하면 복령

추출물의 DPPH 라디칼에 대한 소거능은 81.2%로 갈근 및

황련 추출물보다 높았으나, SOD 유사활성은 7.5%로 갈근

및 황련추출물보다낮게 보고하였으며, 권등(15)은 복령의

물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의 부패미생물 및 유산균에 대한

항균성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에탄올 추출물이

물 추출물에 비해 M. luteus와 E. coli에 대하여 각각 15～18

mm와 14～17 mm로 비교적 강한 항균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13개월, 19개월 재배한 것보다 24개월산의 항균활성

이높게 나타났으나 시기별로는 거의 유사한결과를 보고하

였으며, 이 등(31)은 자연산 복령의추출물은 그램양성세균

인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epidermicus,

Bacillus subtilis, Streptococcus faecalis에 대하여 항균활성

이 있었으나, E. coli 등의 그램음성세균에 대해서는 항균력

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여 복령은 항균활성은 각균의 종류

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저장에 따른 총균수 및

효모곰팡이수가 증가한 것은 복령의 항균활성 및 항산화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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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in viable cells(A) and yeast·mold(B) for
Bokryung-byung with Poria cocos Wolf powder during storage
period at 20℃.

이 월등히 높지 않은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색 도

복령가루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복령병의 색도는

Table 3 및 Fig. 3과 같다. Table 3과 같이 제조 직후에는

복령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는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으며, 적색도와 황색도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복령

병의 명도값은 대조구가 78.08로 가장 높았으며, 20% 첨가

군이 65.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Fig. 3과 같이

20℃에서 7일 동안 저장 하면서 색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저장기간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두릅가루첨가 설기떡

(32)의 연구에서 부재료를 첨가했을 때 떡의밝기가 감소한

다는 것과 유사하였다. 적색도의 경우 저장기간별 차이는

없었으며, 대조구에 비해 복령가루 첨가구의 값이 높게 나

타났으며, 첨가구간에는 복령가루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적

색도가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황색도의 경우도 대조구에 비해 복령 첨가구의 값이 높

게 나타났으며 복령가루 첨가구간에는 복령가루의 첨가량

이 많을수록 황색도의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황

색도(yellowness)를 나타내는 b 값은 대조구가 7.3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복령가루를 첨가한 군에서는 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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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20% 첨가군은 각각 10.74, 11.22, 13.08 및 13.96로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었으며 저장 기간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돼지감자가루 설기

떡(33)과 같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돼지감자가루 설기떡에

서는 황색도의 대조구가 11.5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나 황색도가높아진 것으로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경향이었다.

Table 3. Color value of Bokryung-byung with Poria cocos Wolf
powder

Ratio of Poria cocos
Wolf powder(%)

Hunter's color value

L a b

0 78.08±1.35
a

-0.72±0.02
d

7.35±0.12
d

5 73.66±2.35
ab

0.07±0.01
c

10.74±0.23
c

10 70.92±2.41
b

0.16±0.01
b

11.22±0.30
b

15 68.22±1.85
c

0.31±0.02
ab

13.08±0.15
a

20 65.92±2.31d 0.42±0.03a 13.96±0.21a

F-value 29.35*** 36.23*** 45.23***

Mean±SD
Different superscripts of a-d in a column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

p<0.01,
***

p<0.001 level by Duncan's multiple rage test.

기계적 품질특성

복령가루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복령병의 제조직후

의 기계적 품질특성은 Table 4와 같으며, 시료를 20℃에서

7일 동안 저장 하면서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복령병의 경도(hardness)는 제조 직후 복령가루 첨가구가

302.12~315.28 g/cm
2
로 대조구의 284.56 g/cm

2
에 비해 유의

적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저장 기간 중에는 저장

2일까지는 경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7일까지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복령가루의 첨가군 사이

에는 첨가량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

(strength)의 경우도 경도의 변화와 비슷하게 복령가루 첨가

구가 106.23~109.23 g/cm
2
로 대조구의 101.23 g/cm

2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응집성(cohesiveness)

은 제조 직후 대조구와 복령첨가구간에 유의성은 없었으

며, 저장기간 중에는 저장 3일까지 약간의감소를 보이다가

그 이 후 7일까지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는돼지감자가루

설기떡(33), 자색고구마 설기떡 (34)에서도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응집력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

으며, 이는 부재료의 전분질함량 차이로 인해 설기떡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springiness)은 제조

직후 대조구가 118.56%, 복령 가루 5, 10, 15 및 20%는

115.23, 111.23, 111.35 및 110.47%로 복령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았으며, 저장기간 중에는 저장 2일째까지 급

격히 감소하다가 그 이후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마토분말 설기떡(28) 유사한 경향이었다. 검성

(gumminess)은 제조직후 대조구와 복령 첨가구간에 특별한

특이성은 없었으며, 저장기간 동안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부서짐성(brittleness)은 대조구에

비해 복령가루 첨가구의 값이 높았으며, 복령가루 첨가구

간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저장기간 중에는 저장 2일까지

증가하다가 2일 이후부터 7일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경도, 강도, 검성, 응집력, 부서짐성이

대조구에 비해 복령가루 첨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복령병이 저장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쫄깃해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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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in lightness, redness and yellowness for
Bokryung-byung with Poria cocos Wolf powder during storage
period a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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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xture properties of Bokryung-byung with Poria cocos Wolf powder

Texture
properties

Ratio of Poria cocos Wolf powder(%)
F-value

0 5 10 15 20

Hardness (g/cm2) 284.56±2.12c 302.12±2.42b 311.58±2.01ab 312.43±2.23ab 315.28±2.12a 15.23***

Strength (g/cm2) 101.23±1.20c 106.23±1.20b 108.34±1.40a 108.56±1.10a 109.23±1.12a 10.69***

Cohesiveness (%) 112.23±1.23
a

109.23±1.35
a

109.58±1.12
a

111.13±1.22
a

112.89±1.41
a

2.34

Springiness (%) 118.56±1.15
a

115.23±1.14
b

111.23±1.20
c

111.35±1.02
c

110.47±1.12
c

9.23
***

Gumminess (%) 123.56±1.95
a

122.54±1.85
a

120.48±1.95
a

121.25±1.80
a

122.28±1.85
a

1.35

Brittleness (g) 110.25±1.08
b

114.23±1.35
a

115.10±1.65
a

114.58±1.27
a

114.96±1.32
a

7.23
*v

Mean±SD
Different superscripts of a-d in a row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0.01, ***p<0.001 level by Duncan's multiple ra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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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 in hardness, strength, cohesiveness, springiness, gumminess, brittleness for Bokryung-byung with Poria cocos Wolf powder
during storage period a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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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령병의 관능적 품질특성

복령가루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복령병의 관능적

검사결과는 Table 5와같다. 관능검사 결과 단맛, 향, 쓴맛,

전체적 기호도에서 복령가루 첨가구보다 대조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색에서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향은 복

령가루 첨가구보다 대조구가 4.80로 가장높게 나타났으며,

복령가루 첨가구간에는 5, 10, 15 및 20% 복령병 순으로

선호하였다(p<0.05). 단맛에서도 대조구가 높았으며, 복령

가루 첨가구간에서 5%가 가장높게 나타난것은젊은 대학

생들의경우부재료 첨가에 대해서 거부감등이평가에 주로

반영 된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복령가루를 첨가하여

복령병을 제조할 경우 복령가루 5%를 첨가하여 복령병을

제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복

령가루를 첨가하였으나 권 등(35)은 복령 균사체를 첨가한

Table 5. Sensory properties for Bokryung-byung with Poria cocos Wolf powder according to kind of experimental conditions in twenties
adult

Ratio of Poria cocos
Wolf powder(%) Color Flavor Sweet taste Bitter taste Overall

0 4.90±0.52 4.80±0.60a 5.10±0.43a 4.80±0.65a 5.10±0.45a

5 4.80±0.80 4.20±0.46ab 4.60±0.65ab 4.40±0.67ab 4.50±0.50ab

10 4.70±0.62 4.12±0.46ab 4.50±0.71ab 4.30±0.52ab 4.30±0.83ab

15 4.66±0.68 4.10±0.48
ab

4.20±0.61
b

4.20±0.47
ab

3.96±0.30
b

20 4.50±0.80 3.60±0.70
b

4.02±0.45
b

3.90±0.75
b

3.50±0.43
c

F-value 1.520 5.125
**

6.300
**

5.140
**

9.300
***

Mean±SD, F-value are *<.05, **<.01, ***<.001
a-d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experimental sample. NS means no significant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sensory characteristics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Bokryung-byung with Poria cocos Wolf
powder

Hardness Strength cohesive
ness

Springi
ness

Gummi
ness

Brittle
ness

Color Flaver Sweet
taste

Bitter
taste

Overall L a b

Hardness 1

Strength 0.999
**

1

cohesiveness 0.227 0.194 1

Springiness -0.985
**

-0.975
**

-0.335 1

Gumminess -0.539 -0.543 0.545 0.513 1

Brittleness 0.963** 0.974** 0.037 -0.914* -0.578 1

Color -0.891* -0.874 -0.326 0.908* 0.472 -0.762 1

Herbal flavor -0.882* -0.886* -0.097 0.834 0.395 -0.847 0.925* 1

Sweet taste -0.945* -0.940* -0.145 0.926* 0.547 -0.855 0.955* 0.941* 1

Bitter taste -0.937* -0.932* -0.159 0.919* 0.510 -0.858 0.978** 0.976** 0.983** 1

Overall -0.921
*

-0.911
*

-0.241 0.914
*

0.488 -0.813 0.985
**

0.952
*

0.990
**

0.992
**

1

L -0.949
*

-0.938
*

-0.193 0.951
*

0.585 -0.837 0.974
**

0.916
*

0.992
**

0.979
**

0.991
**

1

a 0.980
**

0.987
**

-0.141 -0.934
*

-0.676 0.964
**

-0.871 -0.926
*

-0.958
*

-0.946
*

-0.926
*

-0.937
*

1

b 0.954
*

0.951
*

0.092 -0.927
*

-0.569 0.876 -0.939
*

-0.939
*

-0.998
**

-0.977
**

-0.982
**

-0.986
**

0.971
**

1

P
*
<.05, P

**
<.01,

차이가 있으나, 권 등(35)은 복령 균사체 발효 쌀을 첨가하

여 90일 발효한 된장의 맛과 전체적인 기호도에 있어 15%

첨가구가 다른 실험구와 비교했을경우유의적으로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36)은 복령분말을 첨가하여 생국수

를 제조한 후 조리한 국수의 관능검사결과 복령분말 5%와

7% 첨가구에서 6.64와 6.67로 무첨가구의 5.41보다 유의적

으로높은결과로 복령분말의 첨가가 기호도가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본결과의 복령가루 5% 첨가시높은 기호도

와 유사한결과이었다. 또한, 서 등(22)도 맛과 조직감, 전체

적 기호도에서 대조구, 복령분말 2% 및 5% 첨가한 복령식

빵은 거의 유사한평가를받았으며, 7% 첨가한 복령식빵은

오히려 기호도가 떨어지며 특히 조직감에서 기호도가 크게

낮아지는 결과로, 복령분말 5% 이하 첨가가 적당하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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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평가와 기계적 평가의 상관관계

복령가루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복령병의 관능검사

결과와 기계적 검사 결과의 상관관계는 Table 6과 같다.

기계적 특성 사이에서는경도와강도 사이에서는 아주밀접

한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응집성과 검성의 정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으며, 탄력성과 검성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다. 그리고 관능적 평가와의 상관관계에서 강도, 경

도, 응집성, 부서짐성은 관능적평가 요인과는 부의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으며, 탄력성과 검성에서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탄력성이 있고 쫄깃한 떡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색도와 관능간의 상관관계에

서는 명도와 황색도의경우총괄평가 항목과 정의 상관관계

이며, 적색도의 경우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설기떡에

부재료가첨가된 것은 기호도가감소하는것을알 수 있었다.

요 약

멥쌀가루에 복령가루를 0, 5, 10, 15, 20% 첨가하여 제조

한 복령병의 품질특성을 조사하였다. 저장기간 중 복령병

의 수분함량은 42.89～44.85%로 대조구가 44.85%로 가장

높았으며, 복령가루 함량이 증가할수록유의적으로 감소하

였다.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pH는 낮아졌으며, 산도는 증

가하였다. 총균수는 제조직후 2.70에서 3.00 ㏒ CFU/g이었

으며, 저장 4일에는 7.00 ㏒ CFU/g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

였다. 그러나 대조구와 복령병 간의 차이는 없었다. 제조

직후에는 복령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는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으며, 적색도와 황색도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다. 20℃에서 저장하는 동안 색도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복령병의경도, 강도, 검성, 응집력은 대조구에 비해증가하

였으며, 부서짐성은 증가하였다. 설기떡에 복령가루를 첨

가하는 것은 기호도가감소하였으며 그결과 탄력성이 있고

쫄깃한 떡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인 기호도

에서는 대조구가 높게 평가되었으나, 복령병 제조시 복령

가루 5% 첨가가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어 기능성 떡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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