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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gruel added with ramie leaves. For 
this study, ramie leaves were made into powder, which consists of 5.37% of moisture content, 27.10% of 
crude protein, 5.99% of crude lipid, 47.17% of carbohydrate, 14.37% of crude ash. The gruel was prepared 
with rice powder, salt, and various levels (0, 2, 4, 6, 8%) of ramie powder. After making the gruel, it was 
examined for the effect of adding ramie on quality characteristics using a mechanical test and a sensory 
evaluation. The solid contents of gruel tended to decrease with increased amounts of ramie powder. As the 
amount of ramie powder increased, there were several changes in the sample groups as follows. The pH 
increased, and the lightness(L) and redness(a) decreased, while yellowness(b) increased; the viscosity 
decreased, whereas spreadability increased gradually. The results of the sensory evaluation showed that 
overall-acceptability had the highest scores in the gruel containing 6% level of ramie. In conclusion, the gruel 
added with 6% of ramie is the best in quality and accep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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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모시풀(Boehmeria nivea, ramie)은 기풀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로, 기는 옷을 만드는 섬

유재료로 이용하고, 뿌리와 잎은 음식으로 이용

하거나 약재로 쓰인다(Kim IS 등 2009). 모시잎 

분말의 이화학  성분 분석에서 모시잎 분말에는 

조단백질 28.15%, 조지방 6.95%, 조회분 15.27%, 
 탄수화물 54.79%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총식이섬유소 함량은 39.66 g/100 g로 

불용성 식이섬유소가 20.32 g/100 g, 수용성 식이

섬유소가 19.34 g/100 g 함유되어있는 것으로 보

고하었다(Park MR 등 2010). 모시잎은 식이섬유

소,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양 성분이 풍부하고 

carotenoids, flavonoids와 같은 페놀성 화합물들이 

다량 존재하며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Yu MH 등 2006). 모시잎의 선

명한 엽록소는 활성산소의 강력한 억제 물질로서

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항균 효과  여러 

가지 기능성이 있으므로 식품으로써 이용 가치가 

있다고 보고하 다(Noh WS와 Her SH 2001 ; 
Kim HJ 등 1994). 모시잎은 독특한 향기가 있으

며 당뇨․하 ․이뇨작용 등에 효과가 있어, 향신

료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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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창수 1981, 장남기 1965). 어리고 부드러운 모

시잎은 나물이나 장아 로 이용되며, 떡류에 이

용하기도 하는데 멥 과 함께 빻아 만드는 모시잎 

송편은 라도  지방의 향토음식이다(Kang 
IH 1997). 모시잎에 련된 국내 연구로는 모시잎

의 항산화 효과(Kim IS 등 2009), 모시잎의 당뇨 

유발 흰쥐에서 당 강화 효과(Lim SJ 등 2003), 
모시잎이 고지방-고콜 스테롤 식이 흰쥐의 지질

사 개선  항비만 효과에 미치는 향(Lee JJ 
등 2011) 등이 보고되었다. 모시잎을 이용한 가공

식품에 한 연구는 모시잎을 넣은 떡의 제조 조

건(Kim SI 1992), 모시잎 첨가량에 따른 편의 

품질특성(Yoon SJ와 Jang MS 2006), 모시잎 분말

을 첨가한 국수의 품질 특성(Kim KY 2010), 모시

풀잎 첨가 머핀의 품질특성(Lee YJ 2008), 모시잎 

분말을 첨가한 두부의 품질 특성(Park YM 2010) 
등이 있으나 모시잎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죽이란 , 보리, 조 등의 곡류에 물을 6-7배 가

량 붓고, 오래 끓여서 녹말이 완 히 호화된 상태

로 무르익게 만든 유동식이다. 을 이용한 흰죽

이 기본이나 다른 곡물을 섞어 쓰기도 하며, 곡물

에 여러 가지 채소나 산 , 약 를 섞어 효능을 

높이기도 한다(김 희․임정교 2007). 죽의 기본

은 곡물이지만 여기에 다른 여러 가지 재료를 섞

어서 쑨 많은 종류의 죽이 조선시  조리서에 200
여 종이 소개되어 있다(Kim JY 등 1998). 죽은 

장과 기운을 보하고 진액을 생성시키며, 소화

흡수성이 뛰어나 공복시와 소화 불량과 피로시에 

좋은 음식으로, 어린이나 노약자는 물론 소화기

가 약한 사람의 경우나 설사, 탈수 시에도 좋은 

식품이다(이성우 1999). 죽은 을 소화하기 쉬울 

만큼 호화시켰기 때문에 먹기에 부담이 없어 궁

에서도 아침 주식으로 흔히 죽을 이용했다고 

한다(Han BR 1997). 죽은 열량 공 뿐만 아니라 

먹기가 간편하고 소화가 잘 되어 부담이 없기 때

문에 아침식, 노인식, 치료식, 이유식 등으로 다양

하게 이용가능하다(Zhang 등 2002). 최근에는 죽

이 간편식으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부
재료의 첨가에 따라 탄수화물 이외에 단백질, 비
타민, 무기질 등 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여러 종류의 죽이 개발되어 통조림

이나 토르트 식품 등으로 시 되고 있다. 죽제

품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00년도 매출액 추정치

로 약 800억원이 넘고, 국의 소규모 문 까지 

합하면 1,500억으로 볼 수 있다(Son JH와 Chyun 
JH 2001, Kim MN 1982).

본 연구에서는 식이섬유소가 다량 함유된 모시

잎을 죽에 첨가하여 건강편이식품으로서의 죽을 

제조 개발하고자 하 다. 죽을 제조한 뒤 기계  

검사와 능검사를 통해 모시잎 첨가가 죽의 품

질특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소비자의 기호

에 맞는 모시잎죽을 개발하고자 하 다.

Ⅱ. 실험재료  방법

1.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모시잎 가루는 2012년 남 

에서 재배된 모시잎을 동결 건조하여 분말로 

제조한 후 냉동 장하면서 사용하 으며, 멥
은 경기도 이천(2012년 산)에서 수확된 것을 사용

하 다. 소 은 꽃소 (해표)을 사용하 다. 

2. 모시잎 죽의 제조

모시잎을 이용한 죽의 제조를 해 멥 은 3회 

수세하여 실온에서 2시간 수침하여 30분간 체에 받

쳐 물기를 뺀 후 분쇄기(HM-1260, HANIL Electric 
CO., Korea)를 이용하여 1분간 분쇄하여 사용하

다. 모시잎죽의 배합비율은 여러 차례의 비

실험을 통하여 모시잎 분말 첨가수 을 0, 2, 4, 
6, 8%로 정하 으며, 제조방법은 여러 문헌을 참

고하여 정하 다(Kim JM 등 2004, Lee HJ 등 

2005, Kim JW와 Sung KH 2010). 가루에 분량

의 물과 모시잎 분말을 넣고 혼합하여 강불에서 

5분간 끓이고, 불에서 5분간 더 끓인 후 소 을 

첨가하고 이 러 붙지 않도록 나무주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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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for gruel added with ramie

Sample
Ratio of

ramie powder
(%)

Ingredients (g)

Rice powder Ramie powder Water Salt
RG0 0 100 0 600 1
RG2 2 98 2 600 1
RG4 4 96 4 600 1
RG6 6 94 6 600 1
RG8 8 92 8 600 1

Washing rice (3 times)
↓

Soaking(2 hr)
↓

Removing water(30 min)
↓

Blending(1 min)
↓

Mixing(rice powder, ramie powder, salt, water)
↓

Heating(15 min)
↓

Ramie gruel

<Fig. 1> Procedure of making gruel added with ramie

으면서 약한 불에서 5분간 가열하여 제조하

다. 모시잎을 이용한 죽의 제조방법은 <Fig. 1>과 

같고, 재료 배합비는 <Table 1>과 같다.

3. 실험 방법

1) 일반성분 분석

모시잎의 일반성분 분석은 AOAC법(AOAC 
1995)에 따라 실시하 다. 즉, 수분은 105℃ 상압

건조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 조단백은 semi 
micro Kjeldahl법(N x 6.25), 조회분은 550℃ 회화

법으로 정량하 다. 탄수화물은 100에서 수분, 조
지방, 조단백, 조회분을 뺀 값으로 하 다. 모든 

분석은 3회 반복 측정하 으며 평균값으로 나타

내었다. 

2) 고형분 함량 측정

죽 3 g을 수분 측정기(Kett electric laboratory, 

FD 610, Japan)로 수분을 3회 반복 측정하고 그 

값을 100%에서 뺀 후 평균값으로 고형분의 함량

을 나타내었다. 

3) pH 측정

죽의 pH는 죽 10 g에 증류수 30 mL를 가하여 

shaking한 후 30분간 상온에서 방치한 후 상층액

의 pH를 pH meter(Model 740, Istek, Korea)를 사

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 다. 

4) 색도 측정

색도는 시료를 petri dish에 담아 색도계(Model 
CR-300, Minolta Co., Japan)를 이용하여 각 시료

의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 값을 3
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이 때 

사용된 calibration plate의 L, a, b 값은 각각 98.35, 
-0.05, +0.30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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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proximate composition of ramie (unit:　％)
Sample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lipid Carbohydrate Crude ash
ramie 5.37±0.02 27.10±0.26 5.99±0.02 47.17±0.36 14.37±0.04

1) Mean±S.D.

5) 도 측정

도는 시료의 온도를 60℃로 유지시키면서 

도계(Brookfield Viscometer DV-1, USA)를 이용

하여 측정하 다. 500 mL 비이커에 시료 350 mL
를 담아 spindle(S64) 회 속도를 60 rpm으로 맞

추어 60 간 작동시켜 3회 측정하고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6) 퍼짐성 측정

퍼짐성은 Line spread chart 방법으로 측정하

다. 60℃의 시료 35 g을 스테인 스 원통(지름 40 
mm×높이 30 mm)에 넣고 1분이 지난 후 원통을 

들어 올리고 퍼짐이 멈춘 다음, 4군데의 퍼짐 길

이를 재어 평균값을 구하 다.

7) 기호도 검사

모시잎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모시잎죽

의 기호도 검사는 세종 학교 조리외식경 학과 

학원생 26-38세(평균 31.2세), 남녀 각각 10명
씩 20명을 상으로 실험 목   평가항목에 

하여 충분히 인지하도록 설명한 다음 실시하 다. 
시료는 60℃를 유지시키면서 색과 향이 없는 용

기에 일정량을 담아 수 와 같이 제공하 으며, 
평가항목은 색(color), 향(flavor), 맛(taste), 도

(viscosity), 체 인 기호도(overall-acceptability)
에 하여 9  평 법으로 평가하 다. 매우 싫어

한다는 1 , 보통은 5 , 매우 좋아한다는 9 으

로 수화하 다.

8) 통계처리

각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통계분석 로그램인 

SPSS 12.0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 다.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p<0.05 수 에서 각 시료간의 

유의  차이를 검증하 다.

Ⅲ. 결과  고찰

1. 모시잎의 일반성분

모시잎 분말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모시잎 분말의 수분함량은 5.37%, 조
단백질은 27.10%, 조지방은 5.99%, 조회분은 

14.37%, 탄수화물은 47.17%로 나타났다.
 

2. 고형분 함량

모시잎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모시잎죽

의 고형분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와 같

다. 모시잎을 첨가하지 않은 조군의 고형분 함

량이 17.70%로 가장 높았고, 모시잎 8% 첨가군은 

11.33%로 가장 낮았으며, 모시잎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가용성 고형분 함량이 유의 으로 감소

하 다. 이는 죽의 농도에 따라 고형분의 함량

이 많을수록 분의 함량이 많고, 그에 따라 호화

된 분의 함량도 증가하기 때문이며, 본 연구에

서 죽을 제조시 가루를 모시잎 분말로 체하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결과는 키 를 

첨가한 죽에 한 연구(Kim JW와 Sung KH 
2010)에서 키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죽의 고

형분 함량이 감소하 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

었다.  입자크기가 흰 죽의 이화학  특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Yang YH 등 2007)에서 

죽, 7부죽, 5부죽 순으로 고형물 함량이 많은 

죽이 고형분 함량이 높게 나왔다고 보고하 다.

3. pH

모시잎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모시잎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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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olid contents, pH of gruel added with ramie

Sample1) Solid contents(%) pH
RG0 17.70±0.36a2,3) 6.11±0.02e

RG2 17.30±0.20b 6.50±0.09d

RG4 15.80±0.26c 7.09±0.03c

RG6 13.40±0.72d 7.34±0.04b

RG8 11.33±0.40d 7.79±0.02a

1) RG0: Gruel added with 0 % ramie powder 
RG2: Gruel added with 2 % ramie powder
RG4: Gruel added with 4 % ramie powder 
RG6: Gruel added with 6 % ramie powder
RG8: Gruel added with 8 % ramie powder

2) Mean±S.D.
3) a-e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의 pH는 <Table 3>와 같다. 모시잎을 첨가하지 

않은 흰죽의 pH가 6.11로 가장 낮았고, 모시잎 

8% 첨가군이 7.79로 가장 높았으며, 모시잎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각 첨가군 간에 유의  차이

를 나타내며 pH가 증가하 다. 이는 연근 분말을 

첨가한 죽(Park BH 와 Cho HS 2009)에서 연근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죽의 pH가 증가하

다고 보고한 것과, 모시분말을 첨가한 비단죽 

제조(Lee YT 와 Im JS 2012)에서 모시분말의 첨

가비율이 증가할수록 pH가 증가하 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pH는 죽의 장시 품질변화

에 향을 미치는데 죽의 pH가 감소할수록 품질

이 떨어지게 된다(Lee GC 등 2003). 식품은 알칼

리 생성 원소와 산 생성 원소의 함유비율에 따라 

알칼리성 식품과 산성 식품으로 분류한다. 식품

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질 에서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은 체내에서 양이온이 되므로 알칼리 생

성원소라 하며 채소류는 알칼리성 식품이다(조신

호 등 2011).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요한 구성성

분으로 식물성 식품에 풍부하며 푸른잎 채소는 

마그네슘의 원식품이다(정근희 등 2011). Park 
MR 등(2010)은 모시잎 분말의 무기질 함량 분석

에서 무기질  칼슘 함량이 3,135.2. mg%로 가

장 많았으며, 칼륨 함량이 1,434.6. mg% 고 다음

으로 마그네슘, 나트륨 등으로 검출되었다고 보

고하 다. 본 연구에서 모시잎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pH가 증가한 것은 알칼리성 식품인 모시

잎에 의한 향으로 생각된다. 한 죽의 pH는 첨

가하는 부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4. 색도

모시잎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모시잎죽

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과 같다. 명도

를 나타내는 L값은 모시잎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각 첨가군 간에 유의  차이(p<0.05)를 보이며 

낮아졌으며, 모시잎 무첨가군이 59.71로 가장 높

고, 모시잎 8% 첨가군이 34.28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모시잎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이 낮아

진 것은 모시잎이 가지고 있는 녹색에 기인한 것

으로 사료된다. 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모시잎 

무첨가군이 -1.32로 가장 높고, 모시잎 8% 첨가군

이 -5.1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모시잎의 첨가

량이 많을수록 차 으로 낮아졌다. 이는 모시

잎 첨가량에 따른 편의 품질특성 연구(Yoon SJ
와 Jang MS 2006)에서 모시잎의 첨가량이 많아질

수록 a값이 낮아졌다는 결과와 유사하며, 쑥을 첨

가한 두텁떡의 연구(Jung SH 등 2012)에서 쑥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높은 음의 a값을 나타내 녹색

이 강해졌다고 보고한 결과나 생들깻잎을 첨가한 

면의 연구(Kim CY 등 2012)에서 들깻잎의 첨가

량이 많아질수록 높은 음의 a값을 나타냈다고 보

고한 결과와도 유사하 다. 색도를 나타내는 a
값은 조군에 비해 모시잎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양(+)을 나타내는 색도는 감소하고 음(-)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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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unter's color value of gruel added with ramie

Sample1) Hunter's color value
L a b

RG0 59.71±0.66a2,3) -1.32±0.07a -2.16±0.07d

RG2 48.81±1.33b -4.31±0.36b 10.89±1.07c

RG4 41.88±0.17c -4.87±0.06c 12.01±0.28bc

RG6 36.96±0.85d -4.99±0.06c 13.08±0.91ab

RG8 34.28±0.77e -5.15±0.12c 13.66±0.84a

2) Mean±S.D.
3) a-e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타내는 녹색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시잎에 함유된 엽록소에 의해 녹색이 강

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엽록소

는 식물의 잎과 기에 분포하는 록색 색소로 

식물의 합성에 요한 역할을 하며, 세포 내의 

엽록체 안에 존재한다(안선정 등 2012). 식물체에

는 주로 엽록소 a, b가 분포되어 있는데, 엽록소 

a와 b의 분포비율은 3:1 정도이며 엽록소 a의 색

은 청녹색, 엽록소 b는 황녹색을 나타낸다(송태희 

등 2012). 모시잎을 첨가한 죽에서 모시잎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엽록소의 녹색 색소 향으로 

명도와 색도 a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황색

도인 b값은 모시잎 첨가군이 10.89-13.66으로 무

첨가군의 -2.16에 비해 유의 으로 높은 황색도를 

나타내었으며, 모시잎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차 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모시잎 분말

을 첨가한 두부의 품질 특성에 한 연구(Park 
YM 2010)에서 모시잎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두

부의 b값이  증가하 다는 보고와 유사하며, 
모시잎을 첨가한 편(Yoon SJ와 Jang MS 2006)
에서 b값은 모시잎 첨가군이 7.39-10.80으로 무첨

가군 4.36에 비해 유의 으로 높은 황색도를 나타

냈다는 보고와도 유사하 다. 한 청미래덩굴잎 

분말을 첨가한 편에서 첨가군이 무첨가군보다 

높은 황색도를 나타냈다는 결과(Lee HS와 Jang 
MS 2005)와도 유사한 경향이었다.

5. 도와 퍼짐성

모시잎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모시잎죽

의 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도

는 모시잎 무첨가군이 11943.00 cp로 가장 높고, 
모시잎 8% 첨가군이 3604.33 cp로 가장 낮았다. 
모시잎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죽의 도는 차

으로 감소하 고, 모시잎의 첨가량에 따른 각 

첨가군간에 유의  차이를 나타냈다(p<0.05). 죽
의 도는 요한 유동  특성으로 이나 물의 

첨가량과 부재료의 배합비에 의해 향을 받는다

(June JH 등 1998). 죽 제조시 모시잎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상 으로 의 첨가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죽의 도가 낮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이
러한 결과는 은행분말을 첨가한 죽(Kim JS와 

Kwak EJ 2011)이나 아몬드를 첨가한 죽(Jung GT 
등 2001)에서 은행분말과 아몬드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죽의 도가 크게 낮아졌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반면 연근분말을 첨

가량 죽(Park BH와 Cho HS 2009)의 경우 연근분

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도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죽의 도는 첨가되는 부

재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모시잎죽의 퍼짐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죽의 퍼짐성은 모시잎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차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는데, 
모시잎 4% 첨가군과 6% 첨가군 간에는 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시잎을 첨가하지 않

은 죽이 7.35 cm로 가장 낮았고, 모시잎 8% 첨가

군이 8.30 cm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죽의 유동  

특성은 곡물의 입자 크기, 고형물 함량, 조리시간

과 죽의 온도 등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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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Viscosity and spreadability of gruel added with ramie

Sample1) Viscosity(cp) Spreadability(cm) 
RG0 11943.00±65.81a2,3) 7.35±0.12c

RG2 7442.00±243.67b 7.52±0.09c

RG4 4812.00±178.40c 7.75±0.17b

RG6 4286.33±366.04d 7.92±0.15b

RG8 3604.33±408.09e 8.30±0.14a

2) Mean±S.D.
3) a-e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져 있으며(Manohar RS 등 1998), 은행분말을 첨

가한 죽에 한 연구(Kim JM 등 2004)에서 가

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죽의 퍼짐성이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모시잎의 첨가

량이 많아질수록 죽의 퍼짐성이 증가한 것은, 
가루의 일부를 모시잎 분말로 체하 기 때문에 

모시잎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고형분의 함량이 

감소되어 퍼짐성의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

다. 이는 토마토를 첨가한 죽(Kim JS 등 2011)에
서 토마토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이 증가

하 다는 결과와 유사하며, 키 를 첨가한 죽

(Kim JW와 Sung KH 2010)에서 키 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퍼짐성이 증가하 다는 결과와도 유

사한 경향이었다. 한 잣죽(Zhang X 등 2002)과 

아몬드죽(Ryu SY 등 2007) 연구에서 잣과 아몬드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죽의 퍼짐성이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한편, 죽에 함유된 지방의 함량

이 도와 퍼짐성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Han O 
등 1994)가 있으며, 지방 함량이 많은 흑임자를 

첨가한 죽(Park JL 등 2003)에서 흑임자의 첨가량

이 많아질수록 도와 퍼짐성의 정도가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퍼짐성은 죽에 첨가하는 부재

료의 특성에 의한 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6. 기호도 검사

모시잎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모시잎죽

의 기호도 검사 결과는 <Table 6>와 같다. 색

(color)은 모시잎 6% 첨가군이 7.45±1.23으로 가

장 높았고, 무첨가군이 1.60±0.75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모시잎 6% 첨가군까지는 모시잎 첨

가에 따른 색에 한 기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8% 첨가군에서는 오히려 기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flavor)은 무첨가군

에 비해 모시잎 첨가군에서 높은 기호도를 보

고, 모시잎 6% 첨가군이 6.75±1.48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무첨가군이 1.75±0.71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모시잎을 6% 수 으로 첨가한다면 

모시잎 향(flavor)에 한 기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flavor)은 모시잎 첨가량이 

6%> 4%> 8%> 2%> 0% 순으로 나타나 모시잎 

8% 첨가군은 오히려 향에 한 기호도가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맛(taste)은 6% 첨가군이 

7.30±1.08으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 으며, 무
첨가군이 1.85±0.81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나 흰죽에 모시잎 첨가가 맛에 한 기호도를 높

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모시잎 첨가량에 따른 각 

첨가군간에 유의  차이가 나타났다(p<0.05). 
도(viscosity)는 6% 첨가군에서 6.70±1.78으로 가

장 높은 기호도를 보 고, 8% 첨가군은 4.90±1.94
으로 오히려 4% 첨가군보다 더 낮게 평가되었다. 

체 인 기호도(overall-acceptability)는 모시잎

을 2% 이상 수 에서 첨가하 을 때 무첨가군보

다 기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분

말을 첨가한 연구(Kim JY 2011)에서 채소분말의 

한 사용이 기호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체 인 기호도(overall-acceptability)는 모시

잎 6% 첨가군이 7.05±1.09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

었으며, 모시잎 6%> 4%> 8%> 2%> 0% 첨가군 

순으로 높은 기호도를 보 다. 모시잎 6% 첨가군

의 경우 죽의 품질에 요한 향을 미치는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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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nsory characteristics of gruel added with ramie

Sample1) Color Flavor Taste Viscosity
Overall-

acceptability
RG0 1.60±0.75a2,3) 1.75±0.71a 1.85±0.81a 2.35±1.08a 2.10±0.85a

RG2 2.70±1.12b 3.05±1.27b 3.40±0.82b 3.25±1.20a 3.05±1.09b

RG4 3.85±1.46c 5.60±1.31c 6.10±1.41d 5.70±0.92b 6.45±0.99d

RG6 7.45±1.23e 6.75±1.48d 7.30±1.08e 6.70±1.78c 7.05±1.09d

RG8 5.05±1.70d 4.90±1.71c 5.20±1.32c 4.90±1.94b 4.95±1.63c

F-value 60.75***4) 44.59*** 75.15*** 30.13*** 66.44***

2) Mean±S.D.
3) a-e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4) *** p<0.001

(color), 향(flavor), 맛(taste), 도(viscosity) 모든 

특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으로서 반 인 

기호도에서 가장 높게 평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Ⅳ. 요약  결론

본 연구는 모시잎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죽을 제

조한 후, 기계  검사와 능  특성 검사를 통해 

모시잎 첨가가 죽의 품질특성에 미치는 향을 알

아보고자 하 다. 죽은 먹기가 간편하고 소화가 잘

되어 활용도가 높기때문에, 죽의 주재료인 곡물에 

다른 식품소재를 첨가하여 기호성과 기능성을 높인 

죽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모시잎은 식이섬유소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어 식품소재로

서 가공식품에 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는 모시잎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

안으로 모시잎을 분말로 가공하여 죽에 2-8%의 

범 로 첨가하여 모시잎죽을 개발하고자 하 다. 
실험 결과 모시잎 분말의 일반성분은 수분함량 

5.37%, 조단백질 27.10%, 조지방 5.99%, 조회분 

14.37%, 탄수화물 47.17%로 나타났다. 모시잎죽

의 고형분 함량은 모시잎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 으로 감소하 다(p<0.05). pH는 모시잎을 

첨가하지 않은 흰죽이 가장 낮았고, 모시잎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각 첨가군 간에 유의  차이

를 나타내며 증가하 다(p<0.05). 색도에서 모시

잎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를 나타내는 L값

과 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감소하 고, 황색도

를 나타내는 b값은 증가하 다. 죽의 도는 모시

잎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차 으로 감소하

고, 모시잎의 첨가량에 따른 각 첨가군간에 유의

 차이를 나타냈다(p<0.05). 죽의 퍼짐성은 모시

잎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차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기호도 검사 결과에서 색(color)은 

모시잎 6% 첨가군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무첨

가군이 가장 낮게 평가되어 모시잎 첨가에 따른 

색에 한 기호도를 나타냈다. 향(flavor)은 무첨

가군에 비해 모시잎 첨가군에서 높은 기호도를 

보 고, 모시잎 6% 첨가군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

으며, 8% 첨가군은 오히려 기호도가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맛(taste)과 도(viscosity)는 6% 
첨가군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체 인 기호

도(overall-acceptability)는 모시잎을 2% 이상 수

에서 첨가하 을 경우 무첨가군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6%> 4%> 8%> 2%> 0% 첨가군 순으로 

높은 기호도를 보 으며, 모시잎 6% 첨가군과 

4% 첨가군 간에는 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모시잎 6% 첨가군의 경우 죽의 품질에 요

한 향을 미치는 색(color), 향(flavor), 맛(taste), 
도(viscosity) 모든 특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으로서 반 인 기호도에서 가장 높게 평가

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모시잎 분말을 첨가하여 죽

을 제조시 모시잎을 4-6% 정도의 수 에서 첨가

한다면 죽의 기호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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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록

이 연구는 모시잎을 죽에 첨가함으로서 모시잎

의 최  첨가량을 결정하고 모시잎 첨가 죽에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 목 이 있다. 모시잎

을 동결 건조하여 분말로 가공한 후, 첨가량을 달

리하여(0, 2, 4, 6, 8%) 죽을 제조한 후 품질특성으

로 기계  특성과 능검사를 실시하 다. 모시

잎 분말의 일반성분은 수분함량 5.37%, 조단백질 

27.10%, 조지방 5.99%, 조회분 14.37%, 탄수화물

은 47.17%로 나타났다. 모시잎의 첨가량을 달리

하여 제조한 모시잎죽의 고형분 함량은 모시잎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H는 모시잎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첨가량에 

따른 유의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 다. 색도 측

정 결과 명도와 색도는 모시잎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감소하 고, 황색도는 모시잎의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죽의 도는 모시잎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 으로 감소하 고, 
퍼짐성은 모시잎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차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기호도 검사 결과

에서 색(color)은 모시잎 6% 첨가군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향(flavor)은 무첨가군에 비해 모시잎 

첨가군에서 높은 기호도를 보 으나, 8% 첨가군

은 오히려 기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맛(taste)과 도(viscosity)는 6% 첨가군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체 인 기호도(overall-ac-
ceptability)는 6% 첨가군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

며 6%> 4%> 8%> 2%> 0% 첨가군 순으로 높은 

기호도를 보 다. 의 결과로부터 모시잎을 첨

가한 죽을 제조시 모시잎을 6% 정도 수 에서 첨

가한다면 죽의 기호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참고문헌

Kim YH, Lim JK (2007). Korea tradition foods, 
Hyoilbooks, 28, Seoul

Song TH, Woo IA, Son JW, Oh SI, Shin SM 
(2012). Understanding culinary science, Kyo-
munsa, 79, Gyeonggi

Ahn SJ, Kim YM, Lee YJ (2012) Cooking princi-
ples, Baeksan publishing, 175, Seoul

Yook CS (1981) Illustrated drug & food of Korea, 
Jinmyong publishing, 75-78, Seoul

Lee SW (1999). Korean cuisine cultural history, 
Kyomunsa, 84-89, Gyeonggi

Jang NK (1965). Illustrated flora & fauna of Ko-
rea, Munkyobu, 56-60, Seoul

Jung KH, Shin KO, Kwon KH, Kim JJ, Kim JS, 
Shin DS, Yoon JA (2011) Food chemistry, 
Baeksan publishing, 194-195, Seoul

Cho SH, Shin SK, Park HK, Song ML, Cha YH, 
Han ML, Yu KM (2011) Food chemistry, Kyo-
munsa, 202, Gyeonggi

AOAC (1995). Official Methods of Analysis. 16th 
ed.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Washington DC, USA. 69-74
Han BR (1997). Han Bok-ryo's 'Bab'. 6th floor, 

The Deep-Rooted Tree Publishing House, 24, 
Seoul

Han O, Lee CH, Jo KH (1994). A study develop-
ment of gruels manufactured goods. Korea 
Food Res Int 7(19):472-551. 

Jung GT, Ju IO, Choi JS (2001). Preparation and 
quality of instant gruel using pumpkin. Korean J

Postharvest Sci Technol 8(1):74-78.
June JH, Yoon JY, Kim HS (199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hodojook. Korean J Die-
tary Culture 13(5):509-518.

Jung SH, Ahn HK, Lee KI (2012). A study on the 
storage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duteo-
ptteok added with mugwort. Korean J Culi-
nary Res 18(5):220-232.

Kang IH (1997). Deok(Korea rice cake) and Gw-
asleol of Korea, Daehan Publish, 503, Seoul 



모시잎을 첨가한 죽의 품질 특성 85

Kim CY, Choi SH, Kim JS (2012). Quality 
Characteristics of Fresh Noodles With Perilla 
Leaves. Korean J Culinary Res 18(2):182-196.

Kim HJ, Choi JH, Kim HD, Park CC (1994).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ntimicrobial ac-
tivity and crease resistance of Korean tradi-
tional hansan ramie fabrics. J of Kor Soc of 
Dyers and Finishers 6:285-292.

Kim IS, Park KS, Yu HH, Shin MK (2009). 
Antioxidant activities and cell viability against 
cancer cells of Adenophora remotiflora leaves.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9(3):384-394.

Kim JM, Suh DS, Kim YS, Kim KO (2004). 
Physical and sensory properties of rice gruels 
and cakes containing different levels of ginkgo 
nut powder. Korean J Food Sci Technol 36(3): 
410-415. 

Kim JS, Kim YJ, Yang JW (2011).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Saccharified Cherry Tomato 
Gruel Prepared with Rice Mash. Korean J 
Food Cookery Sci 27(6):755-762. 

Kim JS, Kwak EJ (2011). Quality Characteristics 
of Gruel with Added Yam. Korean J Food 
Culture 26(2):184-189. 

Kim JW, Sung KH (2010). A study on quality 
characteristics of kiwi fruit gruel with added 
kiwi concentrate.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20(2):313-320.

Kim JY, Lee CJ, Park HW (1998).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terature of the cooking product 
of grain(rice, gruel) in Imwonshibyukgi.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8(4):360-378. 

Kim JY, Shin DE, Jang KH, Kang WW (2011) 
Quality Characteristics of Yakgwa added with 
Vagetable power. Korean J Culinary Res 17 
(1):218-225. 

Kim KY (2010). Quality Characteristics of Dried 
Noodle made with Ramie Powder. M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45-50, Mokpo
Kim MN (1982). The study oof the changes of 

contents of phytic acid and quality of soymilk. 
MS thesis, Korea University 2-42, Seoul

Kim SI (1992). Sensory and instrumental texture 
properties of songpyuns and mosipulpyuns ac-
cording to the cooking condition during sto-
rage. MS thesis, National Fisheries University 
5-10, Pusan

Lee GC, Kim SJ, Koh BK (2003). Effect of roast-
ing condition on the physicochemical proper-
ties of rice flour an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Tarakjuk. Korean J Food Sci Technol 35 
(5):905-913.

Lee HJ, Park HO, Lee SY (2005). A study of opti-
mum conditions in preparing gruel with black 
bean germ sprout source. Korean J Food & 
Nutr 18(4): 287-294.

Lee HS, Jang MS (2005). A study on quality char-
acteristics and storage of Julpyun affected by 
Chungmirae(Smilax china L) leaf powder. 
Korean J Food Cookery Sci 21(4):482-489.

Lee JJ, Park MR, Kim AR, Lee MY (2011). 
Effects of Ramie Leaves on Lipid Metabolism 
and Antiobesity Effect in Rats Fed a High 
Fat/High Cholesterol Diet. Korean J Food Sci 
Technol 43(1):83-90.

Lee YJ (2008). Quality characteristics of dukeum 
ramie leaves powder added muffin. M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0-15, Cheongju

Lee YT, Im JS (2012). Investigation for Processing 
Conditions of Porridge with Addition of Ramie 
Leaf (Boehmeria nivea L) Powder Using a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Korean J Food 
Preserv 19(6):841-848.

Lim SJ, Han HK, Ko JH (2003). Effects of edible 
and medicinal plants intake on blood glucose, 
glycogen and protein levels in streptozotocin 



한국조리학회지 제 19권 제 5호(2013)86

induced diabetic rats. Korean J Nutr 36(10): 
981-989.

Manohar RS, Manohar B, Rao PH (1998). 
Rheological characterization of wheat porridge 
(cooked dalia), a semi-liquid break food. J 
Cereal Sci 27(2): 103-108.

Noh WS, Her SH (2001). Nutritional supplementa-
tion and health food, Hyoeil, 240-246, Seoul

Park BH, Cho HS (2009). Quality characteristics 
of jook prepared with lotus root powder.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ation 47(3): 
77-95.

Park JL, Kim JM, Kim JK (2003). A study on the 
optimum ratio of the ingredients in preparation 
of black separatigruels. Korean J Food Cookery 
Sci 19(6):685-693.

Park MR, Lee JJ, Kim AR, Jung HO, Lee MY 
(2010). Physicochemical composition of ramie 
leaves. Korean J Food Preserv 17(6): 853-860. 

Park YM (2010). Quality Characteristics of Soybean 
Curd Prepared with Boehmeria nivea Powder. 
M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48-49, 
Mokpo

Ryu SY, Cho YS, Cho YK, Jung AR, Shin JH, 
Yeo IO, Joo NM, Han YS (2007). The phys-
icochemical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al-
mond gruel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and 
pretreatment of almonds. Korean J Food Cookery 

Sci 23(6):832-838.
Son JH, Chyun JH (2001). Comparative analysis 

of satisfaction level on hospital foods in eld-
erly and middle aged patients. Korean J Dietary 
Culture 16(5):442-450.

Yu MH, Im HG, Lee HJ, Ji YJ, Lee IS (2006). 
Components and their antioxidative activities 
of methanol extracts from sarcocarp and seed 
of Zizyphus jujuba var. inermis rehder. Korean 
J Food Sci Technol 38(1):128-134.

Yoon SJ, Jang MS (2006). Characteristics of qual-
ity in jeolpyeon with different amounts of 
ramie. Korean J Food Cookery Sci 22(5):636- 
641.

Yang YH, Oh SH, Kim MR (2007). Effect of 
Grain Size on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Rice Porridge. Korean J Food Cookery Sci 
23(3): 314-320.

Zhang X, Lee FZ, Kum JS, Eun JB (2002). The 
effect of processing condition on phys-
icochemical characteristics on pine nut gruel. 
Korean J Food Sci Technol 34(2): 225-231.

2013년 08월 01일 수

2013년 08월 30일 1차 논문수정

2013년 10월 15일 2차 논문수정

2013년 11월 10일 3차 논문수정

2013년 11월 15일 논문게재확정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CMYK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200650064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5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7000720065002d0065006400690074006f007200690061006c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900f900200061006400610074007400690020006100200075006e0061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20065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6600f80072007400720079006b006b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d006100690073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0007200e9002d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6c00e400680069006e006e00e4002000760061006100740069007600610061006e0020007000610069006e006100740075006b00730065006e002000760061006c006d0069007300740065006c00750074007900f6006800f6006e00200073006f0070006900760069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e400720020006c00e4006d0070006c006900670061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