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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antioxidative activity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Sulgidduk (traditional rice cakes) prepared with ramie leaf powder, 

in order to measure the antioxidative activity of ramie leaves, which are a potentially useful antioxidant food. Antioxidant activities were measured 

by total phenolic contents, the scavenging activities of DPPH radicals and ABTS+ radicals, and the reducing power. The total phenolic content of 

freeze dried ramie leaves was estimated at 58.70±11.42 mg GAE/g. The IC50 values for DPPH radicals and the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ramie leaves were 23.76±1.41 ug/mL and 174.82±6.4 ug/mL, respectively. The leaves also showed a high reducing power of 1.1057±0.03 

(O.D). To increase the utilizability of ramie leaf, we made Sulgidduk with added ramie leaf powder. Re-grading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the 

altered Sulgidduk, the 3% and 5% addition levels most satisfied texture profile analysis and sensory evaluation. The antioxidative effect of the 

Sulgidduk significantly increased as the addition level increased, compared to the original Sulgidduk. In term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he 5% or more addition level Sulgidduk showed an antioxdative effect increase of more than 50%. At the 3% or higher addition level, there was 

higher antioxidant activity than in the positive control group, which included vitamin C and BHT additions. We thus concluded that Sulgidduk with 

added ramie leaf power can be manufactured as a food that can satisfy sensory preferences as well as boosting antioxidant activity, at both the 

3% and 5% addi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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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성장과 함께 생활수준이 향상

되고, 서구화된 식생활과 영양 불균형 등으로 인해 각종 만

성질환이 증가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면역 및 질병예방, 노화억제 등을 식품 영양학적인 접

근을 통해 예방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Kim JH 등 

2002).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기

능성 식품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식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리활성 물질은 페놀성 화합

물로 항세균, 항산화, 항암, 심장질환 및 당뇨병 예방에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ng JY 등 2006). 모시

풀(Boehmeria nivea (L.) Gaud.)은 우리나라 중부 이남에서 

섬유자원으로 재배하는 쐐기풀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Da SF 

등 2006). 예부터 민간요법의 약재나 구황식으로 널리 이용

되어 왔는데, 본초강목에 의하면 모시풀은 흉년에 쪄먹기도 

하는 구황식으로 설사하고 몸이 찬 데에 치료제로 쓰이며 

나쁜 피가 뭉친 데와 뱀에 물린 데에 지혈제로 쓰인다고 하

였다(Kim SI 등 1993). 최근 들어 모시풀잎은 친환경 식품

소재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

산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고 엽록소와 루틴, 플라보노이드 

등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Lee YR 등 2009)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모시풀잎에 대한 연구로는 모시풀잎 첨가 떡의 

관능적 기계적 텍스처 변화(Kim SI 등 1993), 모시풀잎 가

루 첨가 머핀(Lee YJ 2008), 모시풀잎 항산화 효과(Lee YR 

등 2009), 모시풀잎 항비만 효과(Park MR, 2010), 모시풀잎 

분말 첨가 국수(Kim GY 2010). 모시풀잎 분말 첨가 두부

(Park YM 2010) 등이 있다.

예부터 연한 모시잎과 줄기를 말려서 떡을 만들었는데, 

음력 5월 5일 단오날에 모시 잎을 따서 그늘에서 말린 뒤 

가루로 만들어 먹거나 밀가루와 짓이겨 경단을 만들어 놓고 

먹으면 멍들거나 내출혈 등에 좋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

다. 동국세기에 의하면 농가에서 중화절에 노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 만들어 먹였는데, 이를‘모시잎 송편’또는‘노비

송편’이라고도 하였다. 모시잎 송편은 데친 모시잎을 짓이

겨 쌀가루와 섞은 후에 여러 가지 소를 넣고 송편 모양으로 

반죽한 떡으로 전라도 영광 지방에서 즐겨 먹던 떡이다. 특

히 최근 전통 음식 문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떡에 대

한 관심도 많아지고(Seo HS 등 2004), 여러 가지 한약재 및 

약리성을 갖는 천연 재료를 떡에 첨가하여 건강식품으로 이

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모시풀잎을 채취하여 처리 조건에 따른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였으며, 이중 항산화능이 가장 우수한 

동결건조 잎 가루를 설기떡에 첨가하여 그 기능성과 품질을 

평가함으로서 모시풀잎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모시풀잎은 2010년 6월에 충남 서천군 한산면 한산 모시

관에서 재배되고 있는 모시풀잎을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모시

풀의 생잎과 생잎을 동결건조(Bondiro MCFD 8508 Freeze 

Dryer, Ilsin Co., Seoul, Korea)하여 제분기(MF Co basis. 

IKA-WERKE, Germany)로 분쇄한 분말을 –20℃의 냉동온도

에서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모시풀잎 설기떡을 만들기 위하여 멥쌀가루는 서산의 황

금 햇쌀을, 설탕은 제일제당의 백설탕을, 소금은 해표 재제

염(순도 98% 이상)을 구입하여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2. 항산화 활성 측정

1) 항산화 활성 측정을 위한 모시풀잎 추출물 제조

모시풀잎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생잎과 동결 건

조한 잎을 20배 분량의 70% ethanol을 가하여 80℃ 수욕상

에서 환류 냉각하면서 1시간씩 2회 반복 추출하였다. 각 추

출물은 Whatman No. 2로 여과하여 45℃에서 감압 농축하

여 동결 건조한 후 일정 농도로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모시풀잎 설기떡의 항산화 활성은 설기떡에 99% 에탄올

을 10배수 가하여 마쇄하였고, shaking incubator를 이용하

여 100 rpm에서 24시간 추출한 다음 Whatman No. 2 여과

지를 이용하여 여과한 액을 항산화 활성 측정에 사용하였다

(Sim K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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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법을 응용하여 측정하

였다(Yu L 등 2002). 추출물 150 μL에 증류수 2400 μL와 

0.25 N Folin-Ciocalteu phenol reagent 150 μL를 가한 후 

3분간 반응시켰다. 이 용액에 1 N sodium carbonate 

(Na2CO3) 300 μL를 가하여 암소에서 2시간 방치시킨 다음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gallic acid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여 mg 

garlic acid equivalents(GAE)/g으로 나타내었다. 

3) DPPH free radical 소거 활성

DPPH free radical에 대한 소거 효과는 Blois MS(1958) 방

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추출물 0.8 mL에 DPPH solution 

(1.5˟10-4M) 0.2 mL를 가하여 교반한 다음 실온에서 30분간 

방치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대조군에 대한 흡

광도 비로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대조군으로는 ascorbic acid

를 사용하였다. 

4) ABTS
+
 radical 소거 활성

ABTS+ radical 소거 활성은 Siddhuraju P와 Becker 

K(2007)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7.0 mM ABTS+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 혼합 용액을 만든 후 ABTS+ 

radical이 생성되도록 12~16시간 동안 암소에 방치 시킨 후 

734 nm에서 흡광도 값이 0.700±0.02가 되도록 에탄올로 

희석하였다. ABTS+ 희석 용액 900 μL에 추출물 100 μL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6분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결과에 반영하였다. 대조군으로는 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5) 환원력

환원력은 Yildirim A 등(2001)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

다. 추출액 2.5 mL에 0.2 M sodium phosphate buffer(pH 

6.6) 2.5 mL와 1% potassium ferricyanide(K3Fe(CN)6) 2.5 

mL를 각각 혼합하였다. 이 혼합물을 50℃ water bath에서 

20분 반응시킨 다음 10% trichloroacetic acid 2.5 mL를 첨

가하였다. 반응액 5 mL을 취하여 증류수 5 mL와 혼합한 다

음 0.1% ferric chloride(FeCl3·H2O) 1 mL 첨가하고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그 값을 환원력으로 나타내었다. 

대조군으로는 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3. 모시풀잎 분말 첨가 설기떡의 품질특성 측정

1) 모시풀잎 분말 첨가 설기떡의 제조

모시풀잎 분말 설기떡은 모시풀잎 분말을 0, 1, 3, 5, 7%

의 비율로 첨가하여 Table 1의 재료 배합비에 따라 제조하

였다. 쌀가루에 소금, 물, 모시풀잎 분말을 혼합하여 20 

mesh 체에 내린 후 여기에 설탕을 넣고 다시 체에 내려 떡

가루를 준비한 후 나무 시루 안에 채우고 윗면을 고른 다

음, 가로 세로 3 cm×3 cm의 칼금을 내어 일정 모양으로 

성형하였다. 시루를 찜 솥에서 20분간 찌고, 10분간 불을 

끈 상태에서 뜸을 들였다. 상온에서 20분간 식힌 다음 실험

에 사용하였다.

Table 1. Components of Sulgidduk added with ramie leaf powder

Ratio of ramie 

leaf powder
1)
 

(%)

Ingredient (g)

Rice 

powder

Ramie leaf 

powder
Water Salt Sugar

0 100 0 21.5 1 10

1 99 1 21.5 1 10

3 97 3 21.5 1 10

5 95 5 21.5 1 10

7 93 7 21.5 1 10

1)
 Ramie leaf powder was prepared by freeze-drying and grinding

2) 일반성분

모시풀잎 분말 첨가 설기떡의 일반성분을 분석하였다. 수

분은 적외선 수분측정기(MB45 Moisture Analyzer, Ohaus 

Corporation, Switzerland), 조회분은 550~600℃ 직접 회화

법으로 측정하였고, 조단백질은 자동질소증류장치를 이용한 

Micro kjeldahl 질소 정량법, 조지방은 자동 조지방 추출기

를 이용한 Soxhlet’s 추출법으로 각각 정량하였다. 

시료의 총 식이섬유 정량은 Prosky L 등(1988)의 방법에 

준해 분석하였다. 즉, 식이섬유 분석용 효소인 α-amylase, 

protease 및 amyloglucosidase를 순차적으로 반응시켰다. 반

응 후 ethanol 침전물은 여과하여 침전 잔사량을 구하고, 잔

사 중 회분과 조단백질 함량을 감하여 시료 중 총 식이섬유 

함량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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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색 도 

모시풀잎 분말 첨가 설기떡의 색도는 색차계(Colorimeter 

CR-300, Minolta Co. Japan)를 사용하여 L(lightness), ±a 

(redness/greenness, 적색도/녹색도), ±b(yellowness/blueness, 

황색도/청색도) 값을 측정하였다. 이 때 기기의 보정을 위해 

사용한 표준 백색판(standard plate)의 L, a, b 값은 각각 

97.26, 0.07, +1.86이었다.

4) 기계적 텍스쳐 특성

기계적 텍스쳐는 Texture analyzer(TA-XT2, Stable Micro 

System Ltd., Haslemere, UK)를 사용하였다. 시료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3 cm × 3 cm × 2.5 cm 이었으며 2회 반복 

압착실험(two-bite compression test)으로 경도(hardness), 부착

성(adhesiveness), 탄성(springiness), 씹힘성(chewiness), 응

집성(cohesiveness)을 측정하였다. 측정 조건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Measurement conditions of texture analyzer

Measurement Condition

Load cell 5 kg

Pre-test speed 2.0 mm/sec

Test speed 1.0 mm/sec

Post-test speed 1.0 mm/sec

Sample compressed 30%

Test time 5 sec

Probe compression plate dia 75 mm θ aluminium

5) 관능적 특성

관능검사는 선호도 측정법으로 실시하였다. 관능평가 요

원은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13명을 선정하여 실

험의 목적과 관능평가 기준을 잘 인식하도록 설명하고, 예

비실험을 통하여 훈련시킨 후 평가에 응하도록 하였다. 관

능검사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평가 후 

반드시 물로 입안을 헹군 뒤 다른 시료를 시식하도록 하였다. 

평가 항목은 색(color), 향(flavor), 촉촉한 정도(moistness), 

조직감(texture), 맛(tast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palatability)

에 대하여 기호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7점 척도법

으로 평가하였다. 

4. 통계처리

자료의 통계처리는 SAS/PC(SAS 9.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실험결과들은 3회 반

복 측정한 평균값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

다. 모시풀잎의 항산화 활성은 t-test(p<0.05)를 실시하여 유

의적인 차이를 비교하였고, 그 외에는 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한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모시풀잎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모시풀의 생잎과 동결건조 잎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총 페놀함량, DPPH, ABTS
+
 라디칼 소거능 및 환원력

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동

결건조 잎이 58.70±11.42 mg GAE/g, 생잎이 20.36±3.40 

mg GAE/g로 측정되어 동결건조 잎의 함량이 더 높음을 확

인하였다. Park SJ 등(2008)의 건조방법을 달리한 보리잎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에서 동결건조 잎(0.063±0.001 mg/mL)

보다 생잎(0.125±0.010 mg/mL)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유

의적으로 높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

냈다. 모시풀잎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DPPH 라

디칼을 50% 소거하는 농도인 IC50으로 결과를 나타냈다. 모

시풀잎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동결건조 잎의 

IC50이 23.76±1.41 μg/mL이고 생잎의 IC50은 70.47±10.57 

μg/mL으로 대조군으로 사용한 ascorbic acid의 IC50값인 

4.32±0.04 μg/mL보다 낮았으나 민들레 잎 추출물의 IC50

값인 138.47±3.78 μg/mL(Heo SI와 Wang MH 2008)과 동

백나무 잎의 IC50값인 28.40±0.41 μg/mL(Lee SY 등 2005)

보다는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모시풀잎도 기

능성 식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모

시풀잎 추출물의 ABTS
+ 

free radical 소거능은 DPPH 라디

칼 소거능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동결건조 잎의 IC50

이 174.82±6.40 μg/mL으로 ascorbic acid의 28.95±1.56 μ

g/mL보다는 낮으나 생잎의 379.42±12.83 μg/mL보다는 약 

2배 높은 radical 소거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항산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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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tioxidative activity of ramie leaf extracts Mean±SD

Samples
Total phenolic contents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BTS
+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educing power

(mg GAE / g ext. ) IC50 (μg/mL) IC50 (μg/mL) (O.D)

Ascorbic acid N.D. 4.32±0.03 28.95±1.56 2.171±0.03

Fresh leaf 20.36±3.40 70.47±10.57 379.42±12.83 0.6183±0.01

Freeze-dried leaf 58.70±11.42 23.76±1.41 174.82±6.4 1.1057±0.03

t-value 11.18*** 31.89*** 4.02*** 27.23***

***p < 0.001

Table 4. Proximate compositions of Sulgidduk added with ramie leaf powder

Samples

Chemical composition (%)

Moisture Crude Ash Crude protein Crude lipid Dietary fiber

Ramie leaf powder 

content

0 % 39.18 0.79 3.42 0.00 1.30

1 % 38.30 0.82 3.67 0.02 2.79

3 % 38.17 0.99 3.79 0.03 2.53

5 % 36.97 1.09 4.06 0.04 3.79

7 % 36.74 1.30 4.24 0.08 4.00

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베리류인 머루 에탄올 추출물의 IC50

이 220 μg/mL인 것을 생각해볼 때에 동결건조 모시잎은 비

교적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Jeong 

Ja 등 2007). 환원력에서의 흡광도 수치는 그 자체가 시료의 환

원력을 나타내며, 높은 환원력을 가지는 물질은 흡광도의 수치

가 높게 나타나는데, 동결건조 잎의 환원력은 1.1057±0.03로 

대조군으로 사용한 ascorbic acid의 2.171±0.03 보다는 낮으나 

생잎의 0.6183±0.01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Kim DJ 등(2010)은 현미와 백미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연

구에서 총 폴리페놀과 DPPH 라디칼, ABTS+ 라디칼, 환원력

의 항산화 활성 간 상관관계에서 높은 상관성을 확인하였는

데 본 실험에서도 Kim DJ 등(2010)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본 연구에서도 모시풀잎의 항산화 성분 함량과 항

산화 활성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모

시풀잎의 폴리페놀 화합물이 항산화 활성에 관여했을 것으

로 사료된다. 전반적으로 모시풀잎을 동결건조 하였을 때가 

생잎보다 더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동결

건조 모시풀잎과 생잎의 수분함량 차이에 의한 것으로 일반

적으로 생잎이 건조한 잎보다 수분함량이 10배 정도 많은 

편이다(Lim JH와 Park JH 2011). 모시풀잎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엽록소는 다른 색소에 비해 조리과정에서 열에 

의해서 성분 감소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생잎보다는 동결건

조 하여 식품에 첨가하면 항산화 활성이 높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설기떡에는 수분 함량에 따른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나 생잎보다는 이용이 편리한 동결건조 잎을 농도를 달

리하여 첨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2. 모시풀잎 분말 첨가 설기떡의 품질특성 

1) 일반성분

동결건조 한 모시풀잎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의 일반 성분

은 Table 4와 같다. 설기떡의 촉촉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영

향을 많이 미치는 인자 중의 하나가 수분이라 할 수 있는

데, 모시풀잎 분말 첨가량을 0, 1, 3, 5, 7%로 하여 제조한 

모시풀잎 분말 설기떡의 수분함량은 36~39%로 모시풀잎 분

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은 감소하였다. 민들레 

잎과 뿌리 분말(Yoo KM 등 2005), 도라지 분말(Hwang SJ

와 Kim IW 2007)을 첨가한 설기떡의 연구에서도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 낮아져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모시풀잎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설기떡의 

조단백질함량은 3.42%인데 비해 모시풀잎 분말 첨가 설기떡

의 단백질함량은 3.67-4.24%, 식이섬유소는 무첨가 설기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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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인데 비해 모시풀잎 첨가 설기떡은 2.79-4.0%로 모시

풀잎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설기떡의 단백질 및 섬유소 

함량이 증가하였다. Park MR(2010)은 동결건조 한 모시풀 

잎의 일반성분을 단백질 함량 28.15%, 조지방 6.95%, 조회

분 15.27%, 식이섬유소 39.66%로서 특히 식이섬유소의 함

량이 높다고 하여 모시풀잎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모시

풀잎의 영양성분에 의해 설기떡의 회분, 단백질, 지방, 식이

섬유 등의 함량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쌀 가공 식

품인 설기떡에서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해 줄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2) 색 도

모시풀잎 분말 첨가 설기떡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L값은 모시풀잎 분말 첨가 비율이 높을수록 낮아

져 유의적이었으며 대조군의 경우 89.65±0.98이었던 것이 

모시풀잎 분말을 7% 첨가하였을 때는 39.11±0.78로 낮아졌

다. 이는 감잎 설기(Kim GY 등 1999), 녹차 설기(Hong HJ 

등 1999) 등 부재료의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 값이 

감소한다고 보고된 것과 유사하였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

값은 대조군에 비해 모시풀잎 분말을 첨가할수록 양(+)을 

나타내는 적색도는 감소하고 음(-)을 나타내는 녹색도는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시풀잎에 함유되어 있는 

엽록소(Son MH 2007)에 의하여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녹

색이 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시풀잎 분말의 비율이 

가장 높은 7% 첨가군에서는 녹색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는데, 이는 다시마 설기떡(Cho MS 와 Hong JS 2006)

과 들깻잎 첨가 설기떡(Hong JS 2008)의 결과와 유사한 결

과가 나타났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대조군에 비해서 

5% 첨가군까지 유의적으로 증가하다가 7% 첨가군에서는 감

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모시풀잎 분말 첨가 설기떡에서 

모시풀잎 분말 자체가 지니는 녹색으로 인하여 그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L값과 a값은 증가하고 b값은 유의적으로 감

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기계적 텍스쳐 특성

모시풀잎 분말 첨가 설기떡의 기계적 텍스쳐를 측정한 결

과는 Table 5와 같다. 첨가량에 따른 경도(hardness)를 살펴

봤을 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감가루(Kim GY 등 1999), 도라지 분말(Hwang SJ

와 Kim IW 2007)이 첨가된 설기떡의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

에서 부재료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경도가 증가한다는 결

과와 일치하였다. 일반적으로 떡의 경도는 첨가되는 부재료

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그 중에 수분 함량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Yoo AR과 Lee 

HG(1984)는 백설기에 첨가하는 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경도

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쌀가루보다 적은 수분함량을 

가진 모시풀잎 분말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쌀가루의 수분

을 흡수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첨가된 물의 양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설기떡의 수분 함량이 감소되고 전분의 노

화에 영향을 주어 경도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부착성(adhesiveness)은 모시풀잎 분말을 첨가한 군과 첨

가하지 않은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

며, 탄력성(springiness)은 무첨가군과 모시풀잎을 1, 3, 5% 

첨가군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5% 첨가군까지는 

탄력성에 있어서 말랑말랑한 조직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7% 첨가군에서 가장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

는 모시풀잎 분말을 7% 첨가할 경우 과량의 분말이 쌀 전

분의 호화를 방해하여 쌀가루의 뭉치는 정도가 감소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씹힙성(chewiness)은 무첨가군에 비하여 첨가량이 많아질

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파슬리가루를 첨가한 설기떡(Lim JH와 Park JH 2011), 홍삼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Shin SM 등 2009), 토마토 분말을 첨

가한 설기떡(Lee JS 등 2008) 등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

는데, 이는 모시풀잎과 같은 분말 가루를 첨가할수록 씹힘성

이 높아져 설기떡이 질긴 조직감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응집성(cohesiveness)은 무첨가군이 첨가군보다 높았으며 

1, 3, 5% 첨가군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

반적으로 쌀가루 외에 다른 가루를 떡에 첨가하면 응집성에 

영향을 주어 조직을 치밀하게 하고 결합력을 유지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시풀잎 분말은 설기떡 

내부의 조직을 치밀하게 결합시키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

로 보인다(Lim JH와 Park JH 2011). 설기떡의 물성은 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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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Quality characteristics of Sulgidduk added with ramie leaf powder Mean±SD

Quality characteristics

Ramie leaf powder content(%) 

0 1 3 5 7 F-value

Color

L-value 89.65±0.98
a1)

61.48±0.52
b

53.03±0.50
c

42.56±0.26
d

39.11±0.78
e

2840.21

a-value -0.95±0.04
a

-2.16±0.07
b

-2.28±0.03
c

-2.76±0.04
e

-2.58±0.08
d

492.45

b-value 4.75±0.31
d

16.47±0.55
c

19.31±0.35
ab

19.62±0.41
a

18.77±0.04
b

858.98

Texture

Hardness 275.125±4.34
e

298.53±9.53
d

367.13±5.55
c

386.93±9.17
b

400.4±13.40
a

187.8

Adhesiveness 63.475±8.54 77.95±5.56 81.33±3.90 43.6±8.06 33.75±2.14 1.11

Springiness 0.83±0.01 0.85±0.03 0.81±0.04 0.83±0.03 0.77±0.04 2.95

Chewiness 176.51±3.10
c

193.51±7.73
c

226.44±12.30
b

245.56±16.44
a

222.83±16.59
b

22.67

Cohesiveness 0.78±0.01 0.76±0.01 0.76±0.01 0.75±0.02 0.72±0.01 16.01

1)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 < 0.05)

Table 6. Sensory characteristics of Sulgidduk added with ramie leaf powder Mean±SD

Samples

Items

Color Flavor Moistness Texture Taste
Overall

palatability

0% 3.85 ±1.91
b1)

3.23±1.79
c

4.15±1.99
b

4.31±1.97
b

3.85±1.77
b

3.85±1.28
b

1% 3.69±1.11
b

4.46±1.56
b

4.85±1.72
ab

4.38±1.45
b

4.31±1.49
b

4.08±1.26
b

3% 5.69±1.18
a

5.46±1.05
ab

5.31±1.5
ab

5.31±1.49
ab

5.92±1.12
a

5.92±1.12
a

5% 5.85±1.07
a

5.77±1.09
a

5.77±1.17
a

5.85±1.14
a

5.77±0.93
a

5.77±1.09
a

7% 4.31±1.93
b

4.77±1.83
ab

5.38±1.50
ab

4.46±1.85
ab

4.46±0.97
b

4.54±0.66
b

F-value 4.93 5.67 1.83 2.34 6.66 9.87

1)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분의 입자 크기, 양, 전분 구성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첨가

되는 부재료에 따라 쌀 전분 함량이 희석되어 물성이 변한

다는 연구(Hong HJ 등 1999) 결과를 토대로 본 실험에서도 

설기떡의 재료인 물, 소금, 설탕의 양을 일정한 조건으로 한 

후 모시풀잎의 첨가량을 달리 하였을 때에 모시풀잎의 섬유

질을 비롯한 여러 성분들이 전분 구성에 영향을 주어 설기

떡의 물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모시풀

잎을 첨가할수록 설기떡의 경도와 씹힘성에 영향을 주어 더 

단단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관능적 특성 

모시풀잎 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설기떡의 관능

검사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모시풀잎 분말 첨가 설기떡의 

색(color)은 3%와 5% 첨가군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맛

(taste)과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palatability) 역시 3%와 

5% 첨가군에서 높게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아 무첨가군인 

백설기보다는 모시풀잎 분말을 첨가한 군에 대한 선호도가 

좋았다. 이는 지나치게 강하거나 약한 맛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flavor), 촉촉한 정도(moistness), 조직

감(texture)은 5% 첨가군까지 선호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다

가 7% 첨가군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향의 경우 7% 모시풀

잎 분말 첨가군에서 낮게 평가된 것은 모시풀잎의 특유 향

이 관능적 품질 특성을 낮춘 것으로 생각된다. 설기떡의 촉

촉함에서는 수분함량이 가장 높았던 무첨가군(Table 4)보다 

5% 첨가군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아 부드러운 질감보다 

어느 정도 단단한 질감을 가진 모시풀잎 분말 설기떡을 선

호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모시풀잎 분말을 첨가하

여 설기떡을 만들 때에는 모시풀잎 분말을 3%나 5%로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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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tioxidative activity of Sulgidduk added with 

        ramie leaf powder
a-g)

Bars having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 (p < 0.05)

하여 제조하였을 때가 색과 향이 강하지 않으면서 씹힘성 

있고, 모시풀잎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적당한 첨가 수준이라

고 사료된다. 

3. 모시풀잎 분말 첨가 설기떡의 항산화 활성

천연 식물 유래의 기능성 소재로서 모시풀잎의 항산화성

이 입증되어 이를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

조한 설기떡의 DPPH radical 소거능, ABTS+ radical 소거능, 

환원력을 측정하여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였다(Fig. 1). DPPH 

radical 소거능의 경우 첨가군에서 24.99±1.56 ~

65.39±0.44%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활성도 증가하였다. 

5% 첨가군은 50% 이상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고 

7% 첨가군은 vitamin C와 BHT를 최대 허용 농도로 하여 

제조한 대조군보다 약 3배 정도 높았다. ABTS+ radical 소

거능은 14.93±0.82 ~ 37.16±4.13%로 활성이 낮았으나 1% 

이상 첨가 시 대조군보다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환원력 1% 

이상 첨가 시에도 대조군보다 2배 이상의 활성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모시풀잎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농도 의존적으

로 항산화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모시풀잎 분말을 3% 이상 첨가 시 대조군보다 항산화 

활성이 월등히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식품에 

항산화제로 사용되는 vitamin C와 BHT는 조리 과정 중에 

그 기능이 소실되는 반면 모시풀잎은 항산화 기능 보유한 

물질이 파괴되지 않아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

로 생각되었다. 모시풀잎의 항산화 활성은 열처리를 거치는 

가공방법에도 높은 항산화 활성을 유지하므로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의 이용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Ⅳ. 요약 및 결론

모시풀잎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모시풀잎을 우리나라 

전통음식 중의 하나인 설기떡에 적용하여 그 품질 특성 및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였다. 모시풀잎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

하기 위해 채취 직후의 생잎과 동결건조 잎으로 구분하여 

총 폴리페놀,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 

환원력을 비교한 결과 생잎보다 동결건조한 잎에서 항산화 

효과가 높게 나타나 동결건조 잎 분말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설기떡을 제조하였다. 설기떡의 수분 함량은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감소하였고, 회분, 조단백, 조지방, 및 총 식이섬유의 

함량은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증가하였다. 색도를 측정한 결

과 L값은 모시풀잎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

소하였고, -a값과 b값은 모시풀잎 분말을 첨가할수록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적 품질 특성 측정 결과에서 무첨

가군보다 모시풀잎 첨가군의 경도, 씹힘성 및 점착성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 이상 분말 첨가 시 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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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말이 설기떡의 전분 구성에 영향을 주어 물성이 변화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관능적 품질 특성에서는 색, 향, 촉

촉한 정도, 조직감, 맛,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3%와 5% 첨가

군이 높게 평가되었다. 모시풀잎 분말 항산화 활성은 모시

풀잎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

인 비타민 C와 BHT 첨가군보다 더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

다. 모시풀잎 분말 설기떡이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 

것은 식품에 항산화제로 많이 사용되는 vitamin C와 BHT는 

가공 과정 중에 열에 의하여 그 기능이 감소되기 때문으로 

모시풀잎 첨가 설기떡에 이들 물질을 첨가하였을 경우 제조

과정에서 항산화 활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의 

기능성과 관능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에 설기떡에 모

시풀잎 분말을 3~5%로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이 천연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의 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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