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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대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의 품질 특성

정정숙․†신승미․김애정*

청운대학교 호텔조리식당경영학과,
*혜전대학 식품영양과  

Quality Characteristics of Sulgidduk with Adenophora remotiflora Powder 

Jung-suk Jung, †Seung-Mee Shin and Ae-Jung Kim*

Dept. of Hotel Culinary and Catering Management, Chungwoon University, Chungnam 350-701, Korea 
*Dept. of Food and Nutrition, Hyejeon College, Choongnam 350-702, Korea

Abstract

Sulgidduk samples containing 1, 2, and 4% Adenophora remotiflora powder and a control were examined for moisture 
content, gelatinization property, color, textural characteristics, and sensory qualities to determine the optimal ratio of 
Adenophora remotiflora powder in the formulation. The highest viscosity, lowest viscosity, final viscosity, setback and 
breakdown decreased as the contents of Adenophora remotiflora powder increased in the gelatinization property of flour 
blends of rice cake made with Adenophora remotiflora powder. The water content of rice cake with Adenophora remotiflora 
powder was 40.54～41.30%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amples with Adenophora remotiflora powder. 
L values indicating brightness were highest in the control group and all of the a values displayed green color indicating 
that they were negative. The b values were lowest in the control group and the values increased as the level of Adenophora 
remotiflora powder increased. Evaluation of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rice cake with Adenophora remotiflora powder, 
hardness, cohesion, adhesion and chewiness were all higher in the control group and as its contents were rich, such properties 
were reduced. In add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dhesion and chewiness. Adhesion and elasticity were 
low in the control group and as its contents were rich, such properties increased. The results of the sensory test revealed 
that the, control group containing 1% Adenophora remotiflora powder had the highest color, flavor, taste and overall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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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제 성장에 따른 우리나라 식생활의 서구화, 즉 각종 가

공 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 증가, 패스트푸드 섭취, 지
방 및 육류 등 열량이 높은 식품의 섭취 증가, 곡류와 식이섬

유가 함유된 채소류 등과 같은 열량이 낮은 식품의 섭취 감소

는 만성 퇴행성 질환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진 유리라디칼(free radical)은 생체 내에 DNA
를 손상시켜 체내에 들어온 식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영양

소의 손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Lee 등 2004). 

예전부터 식용해 왔던 채소류, 약재 등 천연 식물의 생리적인 

효능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이용한 생체 내 면역반응이나 항

암효능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Kiviharju 등 2002; Melo 등 2004). 
유리라디칼의 반응을 방지하는 항산화활성을 갖고 있는 천

연물 가운데 예로부터 해독, 거담, 강장 등의 효능(Go JH 2001)
과 기침, 기관지염, 인후염, 폐결핵, 종기 등에 효과적인 것으

로 알려진 모시대(Adenophora remotiflora)가 있다.
모시대는 초롱꽃목 초롱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서 

숲 속의 약간 그늘진 곳에 사는 다년초로 잎이 타원 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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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살이 얇고 연하며 잎 가장자리에는 날카로운 생김새의 큰 

톱니를 가지고 있는 천연 식물로 모시나물, 모시때, 게로기, 
행엽채, 지삼이라고도 알려져 있다(Kim TJ 1996). 

각종 만성 퇴행성 질환은 저칼로리, 저지방, 고 섬유소의 

한국 전통 음식을 지양하고, 고칼로리, 고지방의 서구화된 식

생활 패턴을 지향해 온 것을 원인으로 볼 때, 만성 퇴행성 질

환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한식 식생활을 되찾

아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한식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집

중되면서 우리 전통 음식과 문화에 대한 특징 및 장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설기떡은 그 역사가 깊은 한국 고유의 곡물 음식으로써 상

고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식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설기떡은 농경문화의 정착과 그 역사

를 함께 하는 우리의 전통 음식 중의 하나이며, 곡물 분식 형

태의 음식으로 정의된다. 또한 재료 배합에 있어서는 매우 과

학적이고 합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재료에 곡물뿐만 아

니라 다양한 과실과 식물의 색과 향을 이용하였다는 것은 특

이할 만하다(Yoon SJ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고유의 설기떡에 약리효능과 

항산화 활성이 높은 모시대를 첨가하여 고기능성 설기떡을 

개발하고자 호화 특성, 수분 함량, 색도, 기계적 특성 및 관능

검사의 품질 특성을 조사, 기능성을 지닌 모시대 설기떡의 제

조에 적합한 모시대 분말 첨가 비율, 최적 제조조건을 제시하

여 기능성 설기떡의 상품화, 세계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

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멥쌀(당진, 한국)은 2008년 충남 홍성 축

협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모시대 분말(에코스프

라우트(주), 경기도, 한국)은 2009년 생산제품으로 동결건조 

분말을 구입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설탕은 정백당(제일제당

(주), 인천, 한국)을, 소금은 꽃소금(해표, 고양, 한국)을 사용

하였다.

2. 시료 제조

설기떡 제조에 사용한 쌀가루는 쌀을 10시간 침지 후 1시
간 동안 물을 빼고 roller mill(Caching roller, 경창정밀, Korea)
을 이용하여 2회 제분하였다. 이것을 20 mesh체(20 Standard 
mesh, 청계상공사, Korea)에 내려 쌀가루로 만들었다. 설기떡 

제조는 누에 동충하초를 첨가한 설기떡(Shin 등 2008)의 연구

를 기준으로 쌀가루 대비 소금 1%, 설탕 10%, 물 20%를 첨가

하였고, 예비실험을 통하여 쌀가루에 모시대 분말을 각각 0%, 

Nonglutinous rice

Washing (3 times)

Soaking for 10 hrs

Draining for 1 hr

Milling (2 times)

Sieving by 20 mesh 

Mixing

Add sugar 

Steaming for 20 min

Add 
Adenophora remotiflora 

powder, salt, water

Fig. 1. Procedure for preparation of Sulgidduk with Adenophora 
remotiflora powder.

1%, 2%, 4%로 첨가 수준을 달리하여 혼합하였다. 재료를 모

두 체에 내린 후 사각 틀에 평평하게 넣은 다음 2.5×2.5×2.5 
㎝로 분할하여 20분간 찌고 실온에 10분 방치한 후에 시료로 

사용하였다. 모시대 분말의 첨가 수준을 달리하여 제조한 설

기떡의 제조 방법은 Fig. 1에 나타내었다.

3. 실험방법

1) 모시대의 색도 측정

모시대 분말의 색도는 색차계(Colorimeter, CM-3500d, Minolt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명도(L값), 적색도(a값), 황색도(b
값) 값을 5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이 때 

사용한 표준 백판의 L값은 98.75, a값은 －0.27, b값은 －0.31
이었다. 

2) 모시대 설기 복합분의 호화 특성

모시대 설기 복합분의 호화 특성(pasting property)은 Ra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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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cous analyzer(RVA techmaster, Newport, Warriewood, Australia)
를 이용하여 초미세 분쇄에 의한 전분입자(Han MR 2008)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쌀가루 3 g과 증류수 25 ㎖를 RVA 측
정용 canister에 넣고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vortexing한 다음, 
분석을 실시하였다. 

RVA 측정 조건으로 교반속도는 160×g, 초기 50℃까지의 

가열시간은 1.0 min, 95℃까지의 가열시간은 7.5 min, 95℃ 유
지시간은 5.0 min, 50℃까지의 냉각시간은 7.5 min, 50℃에서

의 온도 유지시간은 4.0 min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RVA viscogram으로부터 최고점도(peak viscosity), 최저점도

(hold viscosity), 최종점도(final viscosity), 파괴점도(break down), 
최고점도 형성시간(peak time) 및 호화온도(pasting temperature)
를 구하였고, RVA viscogram에서의 호화온도의 계산은 점도

가 분당 3 RVU(Rapid Viscosity Unit) 증가하는 시점의 온도를 

기록하였다.

3) 설기떡의 수분 함량 측정

모시대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0%, 1%, 2%, 4%) 제조

한 설기떡 시료 2 g을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칭량하였고, 이를 

소형 도가니 칭량용기에 담아 수분측정기(Model DO-135, Woo-ri 
Sci, Seoul, Korea)를 이용, 상압 가열 건조법으로 측정하였다.

4) 설기떡의 색도 측정

모시대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설기떡의 색도 측정은 색

차계(Colorimeter, CM-3500d, Minolta, Tokyo, Japan)를 사용하

여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 
값으로 표시하였으며, 각 시료당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

값을 나타내었다. 이때 표준 백판 L, a와 b값은 각각 98.77, 
－0.23과 －0.37의 값이었다.

5) 설기떡의 기계적 특성 측정

모시대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모시대 설기떡

의 기계적 특성 측정은 Texture Analyzer(Model TA-XT2i, Stable 
Micro Systems, Godalming, Eng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

며, 분석조건은 Table 1과 같다. TPA(Texture Profile Analysis) 
분석을 통하여 각 시료의 견고성(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Table 1. Measurement condition of texture analyzer

Mode Measure force in compression
Sample size 2.5 ㎝×2.5 ㎝×2.5 ㎝
Test speed 1.0 ㎜/s
Deformation 50%
Time 5 sec
Probe 35 mm aluminium cylinder probe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 점착성(gumminess), 
씹힘성(chewiness)을 각각 측정하였다.

6) 설기떡의 관능검사

관능검사 요원은 식품영양학과 학부생 10명을 선정하여 실

험의 목적과 모시대 분말 첨가 설기떡의 관능적 품질요소를 

잘 인지하도록 반복 훈련시킨 후 평가지에 관능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평가방

법은 7점 척도법을 이용하여 기호도가 높을수록 7점을, 매우 

나쁘거나 약할 경우 1점을 표시하도록 하였고, 평가 항목은 

색(color), 향(flavor), 맛(taste), 질감(texture), 전반적인 기호도

(overall preference)로 하였다.

7) 통계처리

본 논문의 실험에서 얻어진 모든 측정 결과는 SAS Program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 9.1)을 이용하여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고(Kim YC 2005), 분석 방법은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과 시료간의 차이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Duncan의 다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은 α= 
0.05의 유의수준에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모시대의 색도

모시대 분말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62.54,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5.26, 황색

도를 나타내는 b값은 19.65로 측정되었다. 이는 모시대의 식

품 이용화 가치 증진을 위한 품질 특성의 연구(Lee 등 2001)
에서 모시대의 L값은 34.42, a값은 －10.92, b값은 14.49의 값

을 보여 다른 경향을 보였다. 수확시기와 토양의 상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2. 모시대 설기 복합분의 호화 특성

모시대 설기 복합분의 호화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최고점

도(peak viscosity)는 대조구가 23.75 RVU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모시대 분말 4% 첨가시 19.62 RVU로 4% 첨가군이 가장 

낮게 나타나, 모시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최고점도는 

감소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어성초를 넣은 설기떡(Eun 등 

2008)의 연구에서도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최고점도가 감소

Table 2. Color values of Adenophora remotiflora powder

L a b
Adenophora 
remotiflora

62.54±1.67 －5.26±0.14 19.6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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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sting characteristics of rice flour with Adenophora remotiflora powder 

A01) A1 A2 A4
Peak viscosity(RVU) 23.75±5.47a2) 20.30±0.64ab3) 20.25±1.06ab 19.62±0.30b

Hold viscosity(RVU) 13.47±3.07a 11.54±0.06b 11.29±1.00b 10.83±0.13b

Break down(RVU) 10.28±2.51a  9.01±0.34b  8.96±0.06b  8.90±0.04b

Final viscosity(RVU) 34.81±5.66a 31.00±0.47b 30.63±0.64b 29.03±0.07c

Setback(RVU) 21.34±2.67a 19.46±0.41b 19.33±0.35b 18.09±0.11c

Peak time(min)  9.78±0.08NS4)  9.64±0.05  9.47±0.09  9.43±0.06
Pasting temp.(℃) 90.58±1.23NS 90.03±0.25 89.63±0.32 89.00±0.57

1) A0: rice flour with Adenophora remotiflora powder 0%, A1: rice flour with Adenophora remotiflora powder 1%, A2: rice flour with 
Adenophora remotiflora powder 2%, A4: rice flour with Adenophora remotiflora powder 4%.

2) Mean±S.D. 3)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NS: Not significant.

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저점도(hold viscosity)와 break down은 

모시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그 값이 감소하였다. Break 
down은 열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값으로, 모시대 분말 첨가량

이 증가하면서 열에 대한 저항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Setback은 최종점도에서 최저 점도를 뺀 값으로 노화가 쉽

게 일어날수록 그 값이 크다. Setback의 증가로 모든 경우의 

노화 경향을 설명할 수는 없으나(Shin MS 1990), Setback은 

낮은 값일수록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Hwang & Eom 1999)으
로, 모시대 분말 첨가량이 0%일 때 21.34%였고, 1, 2, 4% 첨
가 했을 시의 값은 각각 19.46%, 19.33%, 18.09%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그 값은 감소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모시대 분말

에는 노화지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종점도(final 
viscosity)는 모시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

이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호화개시온도(pasting temp.)
는 전분구조의 젤라틴화가 일어나는 임계온도로 그 값이 작

을수록 호화가 더 쉽게 일어남을 의미한다(Song & Park  2003). 
모시대 분말 첨가 비율이 0%일 때 90.58℃였으며, 4% 첨가군

은 89.00℃로 모시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온도가 낮아

졌다. 최고점도, 최저점도, 최종점도, setback 및 호화개시온

도와 최고점도에 도달하는 시간은 모시대 분말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녹차설기(Kim MN 1994)의 연구에

서도 유사함을 보였다.

3. 설기떡의 수분 함량

모시대 분말 첨가량을 0, 1, 2, 4%로 하여 제조한 설기떡의 

수분 함량 측정결과는 Table 4에서와 같이 40.54～41.30%로 

나타났다.
대조군의 수분 함량은 40.88%였으며, 모시대 분말을 첨가

한 설기떡 대부분 40～41%의 범위 내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Table 4. Moisture contents of sulgidduk with Adenophora 
remotiflora powder                               (%)

Samples Moisture contents
 A01) 40.88±0.32)NS3)

A1 40.54±0.2
A2 40.71±0.1
A4 41.30±0.5

1) Refer to the Table 3. 2) Mean±S.D. 3) NS: Not significant.

없었다. 이는 백년초 가루(Joung HS 2004) 설기떡 37～40%, 
신선초 분말(Lee 등 2005b) 설기떡 35～37%의 수분 함량을 

보여 분말 첨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 멥쌀가루에 모시대 분말 4% 첨가한 설기떡이 

41.30%로 가장 수분 함량이 높았지만 이는 대조구와 모시대 

분말 1, 2% 첨가군과의 유의한 차는 없었다. 비타민나뭇잎 

설기떡(Bae YJ 2008) 연구에서도 분말의 첨가에 따른 수분 

함량의 큰 변화는 없었다.
  
4. 설기떡의 색도

모시대 분말을 0, 1, 2, 4% 첨가한 설기떡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모시대 분말 첨가 설기떡의 명

도를 나타내는 L값은 대조구가 8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모시대 분말 4%를 첨가한 설기떡에서 61.9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모시대 분말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L값은 유의

적(p<0.05)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모시대 분말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명도가 낮아져 점점 더 어두웠다.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송화 설기(Lee 등 

2005a), 연잎 설기(Cho TO 2008)의 연구에서 부재료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설기떡의 명도값이 낮아져 어두워지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모시대 분말 첨가 설기떡의 적색도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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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lor value of sulgidduk with Adenophora 
remotiflora powder

L a b
 A01) 86.58±0.27a2)

－0.12±0.03a3)  6.14±0.21b

A1 72.16±0.49b
－0.54±0.06b 14.79±0.23ab

A2 67.89±0.57c －0.92±0.04c 16.25±0.27a

A4 61.90±0.25d －1.17±0.03d 16.76±0.17a

1) Refer to the Table 3. 2) Mean±S.D.
3)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내는 a값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 4% 첨가군이 －1.17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0% 첨가한 설기떡에서 －0.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모시대 분말 첨가 

비율이 많아질수록 전체적으로 b값이 유의적(p<0.05)으로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모시대 분말 4% 첨가 설기떡의 경

우 전체적인 색은 어두우면서 약간 짙은 녹황색을 띄었다. 이
는 클로렐라 설기떡(Park 등 2002) 연구에서 첨가량이 증가함

에 따라 황색도도 증가했다는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5. 설기떡의 기계적 특성

모시대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된 설기떡의 기계적 특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견고성(hardness)은 

0% 첨가군이 329.23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1% 첨
가군이 319.19, 2% 첨가군이 304.85, 4% 첨가군이 290.35로 

0%>1%>2%>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시대 분말이 쌀가루의 보습성을 높여주며 단단한 

질감을 감소시키는 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부착성

(adhesiveness)은 모시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

로(p<0.05) 부착성이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모시대 분말을 

0% 첨가한 군에서 －20.27을 나타냈으며, 4% 첨가한 설기떡

은 －7.10을 나타내어 모시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부

Table 6. Texture properties of sulgidduk with Adenophora remotiflora powder

A01) A1 A2 A4
Hardness  329.23±28.90a  319.19±48.33ab  304.85±38.73ab 290.35±10.89b

Adhesiveness －20.27± 3.18c2)
－17.70± 3.68bc

－15.20± 4.67b
－7.10± 4.55a

Springiness    0.80± 0.01b3)    0.82± 0.04ab    0.84± 0.04a   0.85± 0.05a

Cohesiveness    0.59± 0.02NS4)    0.59± 0.00    0.58± 0.01   0.58± 0.00
Gumminess  190.67±16.54a  170.99± 6.37b  189.70±35.67ab 176.63±21.15b

Chewiness  162.08±41.99a  152.82±12.35ab  145.77±8.85b 144.25±12.28b

1) Refer to the Table 3. 2) Mean±S.D. 
3)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NS: Not significant.

착성이 증가됨을 볼 수 있었다. 민들레 설기떡(Yoo 등 2005)
의 연구에서는 민들레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부착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유사함을 나타냈다. 탄력

성(springiness)은 모시대 분말을 0% 첨가한 설기떡이 0.80으
로 평가되었고, 4% 첨가한 설기떡이 0.85로 나타났다. 모시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타피오카를 첨가

한 설기떡(Hyun 등 2005)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

다. 응집성(cohesiveness)은 0% 첨가군이 0.59%, 모시대 분말 

4% 첨가군은 0.58%로 모시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다

소 낮아졌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점착성(gummi-
ness)은 모시대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이 첨가하지 않은 대조

군에 비해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씹힘성(chewiness) 변화를 

보았을 때, 모시대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이 대조구에 비해 낮

은 경향을 나타내어 연잎 설기떡의 연구(Son & Park 2007)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떫은 감 농축액을 첨가한 설기떡

(Hong & Kim 2005)에서 첨가량이 높을수록 씹힘성이 크다고 

보고된 것으로 보면 어떤 기능성 재료를 첨가하느냐에 따라 

씹힘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설기떡의 관능검사

모시대 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설기떡의 관능검

사의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색(color)은 모시대 분말 첨가량

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1%의 모시대 설기떡이 5.71
로 높은 값을 보였다. 향(flavor)은 모시대 분말 첨가량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4% 첨가군은 2.43으로 가장 낮은 값

을 보였다. 맛(taste)에 대한 평가에서는 1% 첨가군이 4.71로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4% 첨가군은 3.57로 첨가군 중에 가

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질감(texture)은 대조군이 높게 나타

났고 4%의 모시대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이 낮은 값을 보였

다.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preference)는 모시대 분말 첨가량

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1% 첨가군이 5.29의 점

수를 받아 가장 좋은 기호도를 보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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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ensory evaluation of sulgidduk with Adenophora remotiflora powder

Samples  Color Favor Taste Texture Overall preference
 A01) 6.00±1.41a2) 5.71±1.38a 6.00±1.00a3) 5.71±1.11NS4) 6.43±0.79a

A1 5.71±0.95a 4.00±2.00ab 4.71±2.21ab 5.00±1.29 5.29±1.11ab

A2 4.57±1.13ab 2.57±1.27b 4.29±1.25ab 4.43±1.72 4.00±1.73bc

A4 3.57±1.81b 2.43±1.90b 3.57±1.62b 4.14±1.68 3.00±1.41c

1) Refer to the Table 3. 2) Mean±S.D.
3)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NS: Not significant.

면, 모시대 설기떡의 관능검사는 모시대 분말을 1% 첨가했을 

때 색, 향, 맛, 질감 및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가장 좋은 평가

를 받았으며, 이것으로 볼 때 모시대 분말의 첨가량이 적을수

록 평가수준이 다소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므로 1% 첨가 수준

이 다른 시료 군에 비해 바람직한 첨가수준으로 판단되었다. 
반응표면분석에 의한 가루녹차 설기떡(Hong 등 1999)의 연구

에서도 1%만 첨가하여도 기호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1% 첨가한 모시대 설기떡이 가장 좋은 관능평가를 

받은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을 가진 모시대의 생리활성을 실용

화하기 위해서 모시대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최적조건

의 모시대 설기떡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RVA에 의한 쌀가루

의 호화 특성에서는 최고점도(P)와 최저점도(H), 최종점도(F), 
setback 및 breakdown, 호화개시온도와 최고점도에 도달하는 

시간의 특성이 모두 모시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지속

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모시대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의 수분 함량은 40.54～41.30%로 나타났으며, 모시대 

분말 첨가에 따른 유의적인 값은 보이지 않았다. 설기떡의 색

도는 L값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적색도 a값과 황색도 b값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

로 증가하여 전체적인 색이 짙어짐을 알 수 있었다. 기계적 

특성에서는 모시대 분말 첨가량이 많을수록 견고성(hardness)
과 응집성(cohesiveness), 점착성(gumminess), 씹힘성(chewiness)
은 대조군이 높았으며, 첨가량이 많을수록 감소하였고, 점착성

과 씹힘성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착성(adhesive-
ness) 및 탄력성(springiness)은 대조군의 값은 낮았으며, 첨가

량이 많을수록 높아졌다. 관능검사 결과 색, 향, 맛, 질감 및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모시대 분말 1% 첨가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좋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 모시대 분말을 첨가하여 설기떡을 제조했을 

때 모시대 분말 1% 첨가군이 전반적으로 기호도가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모시대를 이용한 설기떡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ready made food 형태로 개발하여 누구나 손쉽

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는 식사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화, 대중화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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