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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morning rolls containing various levels (0,

2, and 4%) of Makgeolli lees extract powder, which has nutritional and health effect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pH,

moisture content, volume, weight, and baking loss rate of morning roll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In the morning rolls with 4% Makgeolli lees extract powder, the Hunter’s color ‘a’ (redness), but not L (lightness) or b

(yellownes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the other two groups. After estimating the texture quality of morning rolls,

hardness, chewiness, and gumminess decreased significantly with added Makgeolli lees extract powder, but springines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e results of the sensory test showed that appearance and texture increased as more Makgeolli

lees extract powder was added, and that the overall acceptability score and air cell uniformity score for 2% and 4%

Makgeolli lees extract powder morning roll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control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texture and sensitivity of morning rolls can be increased by adding Makgeolli lees extract powder without affecting the overall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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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주박이란 막걸리 또는 청주를 거르고 남은 것으로 지게미

또는 재강이라 부르며, 재활용이 가능한 부산물 또는 폐기

물을 뜻한다. 주박은 식량이 부족했던 시기에 대체식품의 역

할을 담당했을 만큼 영양적인 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

졌는데, 실제로 전분과 단백질 외에도, 섬유소, 무기질, 비

타민, 알코올과 유기산, 효소, 효모 등의 영양성분을 다량

함유한 것으로 보고되었다(Cho 등 1998). 또한 최근 Lee

등(2009a)은 주박의 열수추출물 분말에는 탄수화물(76.5%)

과 단백질(17.4%)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특히 탄수화물 중 불용성과 수용성 식

이섬유소가 각각 3.62%와 13.93%로서 다량의 섬유소가 함

유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주박 뿐 아니라 주박 열수

추출물도 고단백, 저지방, 고섬유소 식품 소재로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국내 막걸리 산업은 1972년도에 전체 주류 출고량의

81.4%(소주 11.3%, 맥주 5%)를 차지, 주류시장 점유율 1위

로서 명실상부한 국민주의 자리를 지켜왔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저질막걸리의 범람 등

으로 인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채 계속 하향세를 보여

2002년에는 주류 출고량의 4.31%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했

으며 그 후 수년간 점유률 5%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막걸리 점유율이 7.82%로 급속한 증가를 보였

으며 2010년 1/4분기에는 11.97%로 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National Tax Service 2010). 이러한 막걸리 인기의

부활은 국내 소비자들의 음주 기호가 순한 맛의 저도주를 선

호하고 있고, 한국에서 와인이 유행하게 된 이유가 와인이

갖고 있는 약리기능성 때문인 것처럼 막걸리 또한 건강에 좋

은 술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Lee 등 2010). 실제

최근 막걸리박 추출분말의 항당뇨(Lee 등 2008; Lee 등

2009a), 혈압저하효과(Lee 등 2009b), 그리고 막걸리 추

출물의 항암효과(Shin 등 2008) 등 막걸리의 ‘건강기능성’

효과 및 부산물인 주박의 효용성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

증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듯 주박은 이용가치가 높은 부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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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는 현재까지 이용분야를 찾지 못해 동물 사료나 토지

개량제(Cho 등 1998; Han 등 2002)로 이용되거나 폐기하

는 등 그 이용률은 적은 편이다. 외국은 맥주박에 함유된 프

롤락틴(prolactin)과 락토제닉(lactogenic)의 성장호르몬을

이용한 사료개발(Sawadogo 등 1989), 빵과 쿠키에 첨가했

을 때 반죽에 미치는 영향 연구(Kissell & Prentice 1979;

Hassona 1993) 등이 이루어져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막

걸리 박을 이용한 고식이섬유 빵의 제조(Cho, 1996), 청주

박을 이용한 저 식염 고추장의 양조(Lee & Kim 1991), 주

박의 알코올 성분을 이용한 식초제조(Kim & Jo 1981), 주

박의 향미성분을 이용한 야채절임(Lee & Kim 1991), 주박

단백질을 이용한 가식성 필름의 제조(Cho 등 1998), 주박

을 이용한 효모포자의 생산(Lim 등 2004), 주박 첨가로 돈

육의 품질특성 개량(Won 등 2006), 탁주분말 또는 탁주 주

박을 이용한 제빵 특성 및 제빵개량제의 제조(Jeong & Park

2006), 주박첨가 약과의 제조(Cho 등 2007), 주박 첨가에

따른 국수의 품질특성(Kim 등 2007)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앞으로 막걸리의 소비량이 증가한다고 하면 그에 따라 막

걸리박의 생산량 또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

양적 가치가 높고 다양한 생리활성이 기대되는 우수한 식재

료인 막걸리박 추출분말을 첨가한 모닝롤을 제조하여 그 이

화학적 특성과 관능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서 막

걸리 부산물의 재활용 측면과 막걸리박 추출물의 기능성 식

품 소재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모닝롤 제조를 위해 사용한 재료 중 밀가루는 삼양 밀맥

스의 강력분(큐원 1등급), 생이스트는 제니코식품(주), 이스

트푸드는 SK-100(신광식품산업사), 소금은 (주)한주 정제

염, 설탕은 (주)제일제당의 정백당, 버터는 (주)해태유업의

가염버터와 서울우유 협동조합의 탈지분유를 사용하였다.

주박열수추출물의 제조는 앞서 보고한 바(Lee 등 2009a)

와 같이, 쌀 막걸리를 거르는 단계에서 얻어진 2차 주박을

3배의 증류수로 희석하여 90oC에서 4시간 추출한 후 저온

에서 침전시킨 상등액을 취하여 동결 건조하였다. 주박열수

추출물 분말의 영양성분은 전보(Lee 등 2009a)에 나타낸

바와 같다.

2. 모닝롤의 제조

모닝롤의 반죽 배합비는 <Table 1>과 같다. 주박추출물

무첨가 빵을 대조군으로 하였고, 주박열수추출물 분말을 밀

가루 사용량의 각각 2% 또는 4%(w/w) 대체하여 첨가한 빵

을 각각 제조하였다. 제빵 공정은 버터를 제외한 전 재료를

반죽기(Fresh Cream Mixer, VM-0008, Dae Yung Co.,

Korea)에 넣고 1단으로 수화시킨 후 2단으로 반죽한 다음

클린업 상태에서 버터를 넣고 최종단계까지 반죽하였다. 1

차 발효는 온도 50±1oC, 습도 75~80% 상태의 발효기(Dae

Yung Co., Korea)에서 30분간 이루어졌으며, 1차 발효 후

45g 씩 분할해서 각각 둥글리기 한 후 발효기에서 약 10분

간 중간 발효시켰다. 재 둥글리기로 가스를 빼주고 원형으

로 만든 후 적절한 간격을 유지해서 패닝한 후 온도 50oC,

습도 85% 상태에서 20분간 2차 발효시킨 후 윗 불 195oC,

아랫 불 140oC의 전기오븐(FDO-7102, Dae Yung Co.,

Korea)에서 12분간 구웠다.

3. 이화학적 특성 측정

1) pH 측정

제품의 pH는 모닝롤 15 g을 100 mL의 증류수와 함께 균

질기(T18 basic, IKA Works, INC, USA) 로 10,000 rpm

에서 5분간 균질화시키고,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상층

액을 pH meter(pH210, Hanna instruments, Rumania)

로 측정하였다.

2) 수분 함량 측정

모닝롤의 수분함량은 안쪽 부분을 1 cm2로 잘라서 적외

선 수분 측정기(Precisa XM60, Swiss)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3) 부피 및 중량 측정

모닝롤의 중량은 오븐에서 꺼내어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냉

각한 후 측정하였고 부피는 좁쌀을 이용한 종자치환법(seed

displacement)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로부터 비체적(specific

loaf volume, mL/g)을 계산하였다.

4) 굽기 손실률

주박 추출물을 반죽에 첨가함에 따른 굽기 손실률은 굽기

전 반죽의 무게와 오븐에서 꺼낸 제품을 실온에서 1시간 동

<Table 1> Baking recipe for morning rolls added with Makgeolli

lees extract powder                                               (unit: g)

 Groups
Ingredients Control ME21) ME4

Makgeolli lees ext. 0 2 4
Wheat flour 100 98 96
Water 44 44 44
Egg 20 20 20
Sugar 14 14 14
Butter 12 12 12
Yeast 8 8 8
Skim milk powder 3 3 3
Salt 2 2 2
Yeast food 1 1 1

1)ME2: substituted Makgeolli lees extract powder of 2% for wheat
flour, ME4: substituted Makgeolli lees extract powder of 4% for
wheat fl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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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냉각한 후의 무게를 잰 후 아래와 같은 식에 의해 계산

하였다(Kim 등 2002).

굽기 손실률={반죽중량(g)-제품중량(g)}/반죽중량(g)×100

5) 색도 측정

모닝롤의 색도는 구운 후 실온에 1시간 냉각시켜 빵 껍질

(crust)은 빵의 윗면을, 빵 내부(crumb)는 빵을 높이 2 cm

두께로 자른 속 면을 측정하였다. 색차계(CM-3500d,

Konica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Hunter value인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값을 구하였으며,

각 처리구 간의 색도의 차이는 색차(color difference, E)

로 구하였다.

6) 조직감 측정

구운 후 실온에 1시간 냉각시킨 모닝롤을 높이 2 cm 두

께로 잘라 texture analyzer(TA-XT express, Stable

Micro Systems Co., UK)를 이용하여 <Table 2>의 조건

으로 조직감을 측정하였다. 시료를 2회 연속 압착하였을 때

얻어지는 force-time 곡선으로부터 TPA(texture profile

analysis) mode로 경도(hardness),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 검성(gumminess), 씹힘성(chewiness)

을 10회 측정한 평균치로 구하였다.

4.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가천의과학대학교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9점

기호 척도법을 이용한 기호도 검사를 하였다. 모닝롤의 외

관, 향미, 조직감과 전반적인 기호도를 평가하였으며, 시료

는 하루 전 구워서 한 개씩 폴리 비닐백에 넣어 밀봉한 것

을 제시하였다. 롤빵 내부 기포의 균일성은 대상자들이 4개

의 특성을 모두 평가한 후 격리된 칸막이로 이동하여 단면

을 자른 시료를 보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5. 통계분석

실험결과는 SPSS 12.0을 이용하여 각 군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군간의 차이는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유의성이 인정되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의성은 α=0.05 수준에

서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모닝롤의 pH 및 수분함량

주박 열수추출물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모닝롤

의 pH 및 수분함량은 <Table 3>과 같다. 4% 첨가군이 대

조군 및 2% 첨가군에 비해 pH는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고,

수분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Jeong & Park(2006)은 탁주 분말을 첨가한 식빵

반죽의 pH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탁주 분말의 유

기산, 당류 및 생균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2. 모닝롤의 굽기손실률

막거리박 열수 추출물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모닝롤의 제빵 과정에서의 수분 손실률은 <Table 4>에 나

타내었다. 반죽무게와 빵 무게의 차이에 의해 계산된 굽기

손실률(baking loss rate)은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

지만 주박 추출물을 첨가함으로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는데, 대조군 7.33%에서 막걸리박 열수추출물 2% 첨가

군이 6.88%, 4% 첨가군이 7.11%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이는 주박 열수 추출물에 함유된 수용성 섬유소의

보수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빵의 무게나 부피는 밀가루 단백질의 함량과 질, 글루텐

형성정도, 첨가재료의 종류와 제조공정 등 여러 요인에 영

향을 받는다. 굽기손실은 발효산물 중 휘발성 물질이 굽기

중에 열에 의해 휘발하면서 수분이 증발한 것으로(Kim 등

1978) 동일 굽기 조건하에서도 손실율이 증가할수록 호화가

양호하고 껍질의 착색이 좋은 것으로 보고(Roels 등 1993)

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막걸리 열수추출물 분말을

2% 또는 4% 첨가한 경우 모닝롤의 부피, 무게, 굽기손실률

이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Jeong & Park

(2006)은 탁주 분말을 식빵 반죽에 첨가한 경우 굽기손실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탁주 분말 첨가에 따른 식빵의 품질 향

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와의 차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막걸리박 열수추출물 분말에 식이

섬유 함량이 높았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막걸리박 열수추출물 분말에는 건조 무게 당 불용성 식이섬

유와 수용성 식이섬유 함유율이 각각 3.62%와 13.93%로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Lee 등 2009). Cho와

<Table 2> Operation condition of texture analyzer for morning rolls

Method Force in compression
Probe 25 mm, Cylinder type
Pre-test speed 2.0 mm/s
Test speed 0.5 mm/s
Post test speed 2.5 mm/s
Test distance 10 mm

<Table 3> pH and moisture content of morning rolls added with

Makgeolli lees extract powder

 Groups1) 

Variables Control ME2 ME4

pH 05.60±0.05NS2) 05.61±0.01 05.56±0.03
Moisture content 

(%) 39.93±1.22NS 39.65±2.90 40.46±1.16

1)Refer to Table 1.
2)NS: not significant 



636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25, No. 6 (2010)

Lee(1996)의 연구에서 고식이섬유원으로 쌀막걸리박 가루

를 10% 함유한 빵 제조시 빵의 무게는 증가하였으나 빵의

부피는 감소하여 식이섬유 첨가 시 빵의 부피가 감소함을 보

여주었다. 식이섬유 첨가 시 빵 부피의 감소의 이유는 글루

텐 희석(gluten dilution)(Pomeranz 등 1977) 또는 글루

텐과 식이섬유 간의 작용(Chen 등 1988)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막걸리박 추출분말을 4%까지 첨가한 모닝롤

에서 부피, 무게, 수분함량이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

이지 않은 반면 Cho와 Lee(1996)의 연구에서 쌀막걸리박

분말을 10% 함유한 빵의 경우 빵의 부피가 감소하였다는 결

과의 차이는 막걸리박 분말과 본 연구 소재인 막걸리박 추

출분말 사이의 식이섬유의 종류 및 함량 그리고 전체 성분

에 있어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막걸

리박을 열수 추출하는 과정에서 그 함량이 증가한 수용성 식

이섬유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기대된다(Lee 2009a). 제

빵의 품질평가에서 완성된 빵의 부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

며, 빵 부피의 감소는 품질 감소 및 기호도 저하로 이어진

다(Kim & Song 2008).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

롤 저하 기능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Brown 등 1999) 막걸리박 열수 추출분말을 첨가한 모닝롤

은 빵의 품질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다량의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 모닝롤의 색도

주박 열수 추출물은 첨가한 모닝롤의 색상을 겉 부분

(crust)과 속 부분(crumb)으로 나누어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닝롤의 표면 색상은 주박 추출물의 첨

가량을 달리해도 명도(lightness)는 변화가 없었으며 적색

도(redness)는 대조군과 2% 첨가군 사이에서는 차이를 보

이지 않으나 4% 첨가군에서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황

색도(yellowness)는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모닝

롤 내부의 색상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여 적색도에서만 주

박 추출물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Cho 등(2007)은 주박을 첨가한 약과의 a값(적색도)이 주

박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재

료 배합시의 밀가루와 주박의 페놀성 화합물 등 색소 성분

이 영향을 미친 것(Yoon 2002)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진이 본 실험에서 사용한 동일한 주박 열수 추출물

을 첨가한 국수의 품질특성 연구(Kim 등 2007)에서도 추

출물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대조군에 비해 a값(적색

도)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막걸리박 또는 추출

물 분말의 첨가는 밀가루 제품의 적색도 증가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본 연구에서 막걸리박 열수추출물을 2% 또는 4%

첨가한 경우 명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동일

추출물 분말을 첨가한 국수(Kim 등 2007)에서는 조리하지

않은 면의 경우는 추출물 분말의 첨가량 증가에 따른 유의

적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조리면에서는 첨가량 증가에 따

라 명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10% 막걸리

박을 첨가하여 제조한 빵의 품질특성을 살펴본 연구(Cho &

Lee 1996)에서는 막걸리박 첨가 빵이 밀가루 빵에 비해 밝

은 색을 띄었다고 보고한 결과들을 살펴볼 때 막걸리박이나

<Table 4> Volume, weight, and baking loss rate of morning rolls

added with Makgeolli lees extract powder

 Groups1) 

Variables Control ME2 ME4

Dough weight 
(g) 45 45 45

Bread volume 
(mL) 203.83±8.61NS2) 200.50±15.66 204.83±8.44

Bread weight
(g) 041.70±0.23NS 041.94±0.20 041.80±0.25

Baking loss rate3) 
(%) 007.33±0.48NS 006.80±0.30 007.11±0.54

1)Refer to Table 1.
2)NS: not significant 
3)(dough weight-bread weight)/dough weight×100

<Table 5> Hunter's color value of morning rolls added with Makgeolli lees extract powder

 Variables
Groups1) L2) a3) b4) E

Control 46.10±4.08NS5) 20.53±1.12a6) 31.62±4.50ab 5.22±4.58ab

Crust ME2 42.23±2.77 20.20±1.20ab 27.88±3.45a 8.96±4.53a

ME4 47.78±2.02 21.99±0.39c 34.63±2.21bc 2.41±1.77bc

Control 77.23±1.82NS 00.96±0.26a 23.46±0.91NS 3.17±1.66NS

Crumb ME2 76.69±2.03 01.09±0.09ab 23.31±0.68 3.54±2.11
ME4 76.89±2.73 01.42±0.18c 23.60±0.80 3.65±2.28

1)Refer to Table 1.
2)L: degree of lightness (white +100 0 black)
3)a: degree of redness(red +100 -80 green)
4)b: degree of yellowness(yellow +70 -80 blue)
5)NS: not significant
6)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th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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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박 열수 추출물 분말의 첨가가 제품의 명도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모닝롤의 조직감

주박 추출물 첨가에 따른 모닝롤의 조직감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모닝롤의 경도(hardness)

는 주박 열수 추출물을 첨가함으로써 유의적으로 감소하였

다. 빵의 수분함량, 기공의 발달정도, 부피 등이 빵의 경도

에 영향을 미치며, 기공이 잘 발달된 빵일수록 부피가 크고

부드러워서 경도가 낮아진다(Jeong & Park)는 점에서 주

박 열수 추출물의 첨가로 인한 모닝롤의 경도 저하는 모닝

롤의 품질에 바람직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씹힘성(chewiness)과 점착성(gumminess)은 경도와 마

찬가지로 주박 추출물을 첨가함으로써 감소하였으나 탄력성

(springeness)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모닝롤에 주

박을 첨가함으로써 빵이 부드러워짐에도 불구하도 탄력성은

감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응집성(cohesiveness)은

주박 추출물 첨가에 따른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5. 모닝롤의 관능검사

주박 열수 추출물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모닝롤의

기호특성을 <Table 7>에 나타내었다. 관능검사는 외관, 향

미, 조직감과 전반적인 기호도를 9점 만점으로 평가하였으

며 기호도가 증가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였다.

모닝롤의 외관(appearance)은 주박 추출물 첨가량이 증

가하면 높아져 4% 첨가군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외

관이 좋다고 평가되었으며, 향미(flavor)에는 차이가 없었

다. 따라서 주박 열수 추출물 4%를 첨가한 모닝롤의 표면

적색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이 관능검사에서 외관을 더

좋게 보이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모

닝롤의 질감(texture) 역시 외관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 주

박 추출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질감에 대한 기호도가 증가

하였으며 4% 첨가군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인 증가를 나

타내었다. 모닝롤의 전반적인 기호도를 묻는 항목(overall

acceptibility)에서는 이러한 기호특성들이 반영되어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Table 6>의 조직감 특성과도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박 첨가물을 첨가해도 탄력성은

변화가 없는 것에 비해 경도, 씹힘성, 점착성이 감소한 특

성이 질감 및 전체적인 기호도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빵의 품질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

소인 기공의 균일성 역시 주박 추출물을 첨가함으로써 증가

하여 모닝롤에 주박 열수 추출물을 첨가함으로써 전체적인

품질특성과 기호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막걸리박 열수추출물 분말을 2% 또는 4%로 첨

가비율을 달리하여 모닝롤을 제조하고 제빵 후 모닝롤의 품

질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주박의 제빵에서의 풍미 개선

및 품질 개량제로서의 활용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모닝롤의 pH와 수분함량은 막걸리

박 추출물 첨가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또한 모닝롤의

부피, 무게, 그리고 굽기손실률도 각 군 간에 차이가 없었

다. 모닝롤의 색도 검사에서는 명도와 황색은 차이가 없었

으나 붉은색은 4% 막걸리박 추출물을 첨가한 모닝롤이 유

의적으로 높았다. 모닝롤의 조직감 변화를 측정한 결과, 경

도, 씹힘성, 그리고 점착성은 막걸리박 추출물을 첨가함으

로써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탄력성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관능검사 결과, 외관 및 질감은 막걸리박 추

출물 첨가 비율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전체

적인 기호도 점수와 기공의 균일성 점수는 2% 또는 4% 막

걸리박 추출물을 첨가한 모닝롤이 대조군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런 결과들로 볼 때 모닝롤에 막걸리박 추출물 분

말을 첨가함으로써 전반적인 품질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조직감과 관능 기호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 Texture properties of morning rolls added with Makgeolli

lees extract powder

 Groups1)

Variables Control ME2 ME4

Hardness 725.43±175.86a2) 391.88±62.53b 441.23±98.14bc

Springiness 000.93±0.01NS3) 000.95±0.01a 000.94±0.03a

Chewiness 467.96±106.02a 270.79±41.02b 290.14±75.72bc

Gumminess 501.07±116.61a 284.05±38.96b 306.64±70.34bc

Cohesiveness 000.69±0.01a 000.72±0.02b 000.69±0.01a

1)Refer to Table 1.
2)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the p<0.05.
3)NS: not significant

<Table 7>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morning rolls added with

Makgeolli lees extract powder

 Groups1)

Variables Control ME2 ME4

Appearance 5.47±2.00a2) 5.98±1.7ab 6.32±1.92b

Flavor 5.75±2.17NS 5.47±1.89 5.50±2.30
Texture 4.83±2.06a 5.22±1.91ab 5.88±2.14b

Air cell
uniformity 4.83±2.09a 5.75±1.55b 6.22±1.96b

Overall 
acceptability 2.88±1.58a 6.72±1.98b 5.13±1.36b

1)Refer to Table 1.
2)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the p<0.05.
3)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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