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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젤(Hibiscus sabdariffa L.) 꽃받침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의 품질특성 및 항산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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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selle (Hibiscus sabdariffa L.) is a shrub which grows well in a tropical climate. There are large amounts of anthocyanins, 
organic acids and other compounds in roselle. Mostly, roselle is cultivated to use its red calyx. Its calyx is used as a natural 
food colorant and commonly consumed as a tea. This quality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Sulgidduck with roselle calyx powder. Four samples and a control were made with different ratios 
of added roselle calyx powder (0.5%, 1%, 1.5%, 2%). The moisture content of the 0.5%-sample was the highest as 40.60%, 
and that of the 2%-sample was the lowest as 37.37%. The pH of samples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6.26 to 3.65 as the 
amount of roselle calyx powder increased (p<0.05). The L-value of samples also significantly decreased (p<0.05). In contrast, 
a-value and △E of sample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elevated amounts of roselle calyx powder (p<0.05). The b-value 
of roselle calyx added Sulgidduck samples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the control (p<0.05). Hardness and chewiness 
of Sulgidduck samples with added roselle calyx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the control (p<0.05). Cohesiveness 
of Sulgidduck samples with roselle calyx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control (p<0.05), with the exception of the 1% 
samp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pringiness among samples. Total phenolic contents significantly increased 
when roselle calyx powder was added above a level of 1.5% (p<0.05). The flavonoid content of the control was the lowest 
as 0.73.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s roselle calyx powder (p<0.05). The 
2%-sample got the lowest sensory preference scores in sweetness and overall acceptability. In contrast, the control and 
1%-sample got the highest sensory preference scores. Based on these study findings, addition of 1% roselle calyx powder 
optimized the preparation of Sulgidduck and roselle calyx is therefore a useful natural colorant and antioxi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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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로젤(Hibiscus sabdariffa L.)은 건조한 열대 지방의 환경에

서 잘 자라는 관목으로 꽃잎과 씨앗 등이 다양하게 소비되지

만, 주로 꽃받침(calyx)을 이용하기 위해 재배된다(Aurelio 등 

2008). 로젤의 꽃받침은 붉은색을 띄고 있으며, 물에 우려내어 
차가운 음료나 따뜻한 차로 주로 마시는데, 아프리카 동부 지

역에서는 로젤 꽃받침을 우려낸 물을 ‘Sudan tea'라 부르며, 기
침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신다(Morton J 1987). 로젤은 다량의 

유기산, 안토시아닌, 미네랄 및 페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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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photograph of dried roselle calyx and roselle 
calyx powder.

 

며, 항산화 활성과 항균 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ung 
등 2013). 이외에도 로젤차의 혈압 저하 효과(Haji & Haji 1999), 
로젤의 항돌연변이 활성 효과(Chewonarin 등 1999), 로젤의 죽

상동맥경화증과 비만 예방 효과(Tee 등 2002) 등이 보고되었

다. 뿐만 아니라 고유한 붉은색과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을 가

진 로젤을 특정 식품에 접목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으며, 간 쇠고기와 사과 주스에서의 로젤 꽃받침 추출물과 프

로토카테츄산의 항균 효과(Chao & Yin 2009), 로젤 첨가 저지

방 요구르트의 제조 조건 최적화 및 품질특성(Hwang 등 2013), 
로젤 꽃받침 추출물로 제조한 유색 와인의 특성(Alobo & Offonry 
2009), 로젤 꽃받침 추출물이 기능성 컵케이크의 화학적 특성

과 관능적 특성에 주는 영향(Abdel-Moemin AR 2016) 등 다양

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떡은 농경문화의 정착시대부터 발달된 전통성이 깊은 한

국의 음식이다. 외래의 식문화가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현대 시대에 한국 전통 떡의 역사를 이어가고 떡을 상품화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재료를 이용하여 현대인의 기호와 욕

구에 맞는 떡을 개발하여야 하며, 떡의 노화 방지나 질감 향

상 등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Moon JW 1998). 시
루떡의 한 종류인 설기떡(무리떡)은 쌀가루로만 찌거나, 쌀가

루와 고물을 한꺼번에 섞어 켜를 만들지 않고 찌는 떡이다. 
아무것도 넣지 않고 쌀가루로만 쪄낸 백설기(흰무리떡)는 아

이의 돌이나 생일잔치 상에 오르는 떡으로, 시루떡 중에서도 

가장 제조가 간단하며 기본이 되는 떡이다(Park CO 2003). 설
기떡의 품질특성을 알아보고자한 선행 연구로는 무청 분말

(Kim CH 2015), 홍삼 분말(Shin 등 2009), 톳가루(Lee & Kim 
2011)와 같은 다양한 천연소재를 첨가하여 품질특성을 알아

본 연구들이 있다. 또한 최근 항산화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짐에 따라 설기떡에 항산화 활성이 있는 호박잎 분말(Song 
등 2016), 아스파라거스 분말(Zhang 등 2016), 모링가 잎 열수 

추출물(Choi & Kim 2015) 등의 천연소재를 첨가하여 품질특

성과 항산화 활성을 알아본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과 함께 천연 식품 착색제로서 

로젤이 이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로젤을 한국 

전통 음식에 적용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 음식 중 하나인 설기떡에, 로젤 꽃받침 분말을 첨가

하여 첨가량에 따른 품질특성 및 항산화 활성을 알아보고자 하

였으며,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유용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로젤(Hibiscus sabdariffa L.) 꽃받침(calyx)은 인도네시아에

서 수확 후 건조된 것으로 총명식품(Chongmyeong Food Co., 

Ltd, 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설기떡 제조에 

필요한 쌀(CJ Cheiljedang Co., Ltd, Seoul, Korea), 설탕(CJ Cheil-
jedang Co., Ltd, Seoul, Korea) 및 소금(Daesang Group Co., Ltd, 
Seoul, Korea)은 시판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로젤 꽃받침 분말의 제조 방법

로젤 꽃받침은 물로 세척하여 12시간 상온에서 건조한 후, 
4일간 Freeze Dryer(FD8508, IlShinBioBase Co., Ltd, Gyeonggi, 
Korea)로 동결건조를 진행하였다. 건조한 로젤 꽃받침은 High 
Speed Crushing Machine(RT-04, Hung Chuan Machinery Enterprise 
Co., Ltd, Taipei, Taiwan)으로 분쇄 후, 40 mesh 표준망체를 통

과시켜 설기떡 제조에 사용하였다. 건조 로젤 꽃받침과 로젤 

꽃받침 분말의 외관은 디지털 카메라(CANON IXUS 500, Tokyo, 
Japan)로 촬영하였으며, Fig. 1과 같다.

3. 로젤 꽃받침 분말 첨가 설기떡의 제조 방법

로젤 꽃받침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의 재료 배합비는 Table 
1에 나타내었고, 제조 방법은 Fig. 2와 같다. 예비실험 수행 후, 
신맛이 나는 부재료를 사용한 아로니아 분말 설기떡(Park EJ 
2014)과 구연산을 첨가한 오디 설기떡(Hong 등 2003) 연구의 

pH 측정 결과와 소비자 기호도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2%를 

최대 첨가량으로 결정하였다. 멥쌀가루 500 g을 기준으로 하

여 로젤 꽃받침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설기떡과, 로젤 꽃받침 

분말을 0.5%, 1%, 1.5% 및 2%를 첨가한 설기떡을 제조하였

고, 로젤 꽃받침 분말 첨가량에 따라 멥쌀가루의 중량을 조절

하여 멥쌀가루와 로젤 꽃받침 분말의 총 중량은 500 g이 되

도록 하였다. 물과 설탕은 멥쌀가루와 로젤 꽃받침 분말 총 

중량의 10%, 소금은 1%로 제조하였다. 로젤 꽃받침 분말 첨

가 설기떡의 제조방법은 Han & Kim(1997)을 응용하였다. 쌀
가루 제조를 위해 쌀을 3회 세척하여 12시간 침수한 후 체로 

30분간 물기를 뺀 후 1%의 소금을 첨가하고, Roller mill(DK 
101, Donggwang Ltd, Daegu, Korea)을 이용하여 쌀가루를 준

비한다. 쌀가루에 로젤 꽃받침 분말을 첨가하여 손으로 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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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s (g)
Roselle calyx powder (%)

Control 0.5 1 1.5 2

Rice flour 500 487.5 495 492.5 490

Roselle calyx powder 0 2.5 5 7.5 10

Water 50 50 50 50 50

Sugar 50 50 50 50 50

Salt 5 5 5 5 5

Table 1. Formulas for Sulgidduck with different amount of roselle calyx powder

Fig. 2. Cooking process of Sulgidduck with roselle calyx powder.
 

벼 고루 섞은 후, 물 10%를 넣어 한 번 더 손으로 비빈다. 고
루 비빈 재료를 20 mesh 표준망체를 이용하여 2번 내려준 후 

설탕 10%를 넣고 잘 섞는다. 25×25×10 cm의 찜통에 물에 적

신 시루를 깔고 재료를 넣어 20분 찐 후, 5분간 뜸을 들인다. 
완성된 설기떡은 30분간 상온에서 방냉 후, 20×20×20 mm의 

크기로 잘라 시료로 사용하였다.

4. 수분함량 측정

로젤 꽃받침 분말 첨가 설기떡의 수분함량 측정은 시료 중

심부를 5 g 취하여 수분측정기(MB45, OHAUS, Zurich, Switzerland)
를 이용하여 무게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3회 반복 측정 후, 결
과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5. pH 측정

pH 측정은 로젤 꽃받침 분말 첨가 설기떡 10 g과 증류수 

90 mL를 균질기(Unidrive 1000D, Ingenieurburo CAT M.Zipperer 
GmbH, Staufen, Germany)로 1분간 균질 분산시킨 후, 각 시료

를 pH meter(SP-701, Suntex instruments Co., Ltd, Taipei, Taiwan)
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6. 색도 측정 및 외관 관찰

색도 측정은 색차계(CR-400, Konica Minolta, Osaka, Japan)
를 이용하여 표준 백색판과 설기떡의 명도(L, Lightness), 적색

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를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시료별 평균값을 구하였고, 표준 백색판 색도의 평균값은 L= 
93.52, a=0.46, b=2.72이었으며, 이를 기준 색좌표로 설정하였

다. 색차값(△E, Overall color difference)은 아래의 공식으로 

산출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외관 관찰은 30분 방냉한 설기떡

을 반으로 절단한 후 디지털 카메라(CANON IXUS 500, Tokyo, 
Japan)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하여 수행하였다.

∆      

7. 조직감 측정

로젤 꽃받침 분말 첨가 설기떡은 20×20×20 mm의 크기로 

절단한 후, Rheometer(Sun rheometer Compac-100Ⅱ, Sun Scientific 
Co., Ltd, Tokyo, Japan)을 사용하여 조직감을 측정하였다. 경
도(Hardness),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 및 씹힘

성(Chewiness)을 측정하였으며, 시료별 3회 반복 측정 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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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ondition

Sample size 20 × 20 × 20 mm

Cylinder probe No.1 Φ20 mm

Table speed 120 mm/min

Distance (sample-adaptor) 25%

Sample compression 50%

Load cell (max) 2 kg

Table 2. Operating conditions for texture analysis

값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조직감 측정 조건은 Table 2와 

같다.

8. 시료 추출물 제조

동결건조된 설기떡은 High Speed Crushing Machine (RT-04, 
Hung Chuan Machinery Enterprise Co., Taipei, Taiwan)을 이용

하여 분쇄한 후, 분말 10 g에 증류수 50 mL를 가하여 25℃, 150 
rpm 조건에서 Shaking Water Bath(BS-20, Jeio Tech, Gimpo, 
Korea)로 24시간 추출하였다. 25℃에서 3,000 rpm으로 10분
간 원심분리(Universal 32R, Hettich, Tuttlingen, Germany)하여 

Whatman No. 1 여과지로 여과한 것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9.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Singleton & Rossi 1965)
을 응용하였으며, 추출물은 80배 희석하여 시료로 이용하였다. 
시료 800 μL와 0.9 N Folin-Ciocalteu’s reagent(Junsei Chemistry, 
Tokyo, Japan) 50 μL를 혼합한 후, 20% Sodium carbonate so- 
lution(Merck kGaA, Darmstadt, Germany) 150 μL와 혼합하여 

상온의 암실에서 2시간 반응시킨다. ELISA 흡광리더기

(Apollo11LB913, Berthhold thechnolosies Co., Ltd, Bad Wildbad, 
Germany)를 이용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표
준물질로는 Garlic acid(Merck kGaA, Darmstadt, Germany)를 

사용하였다. 검량선을 작성하여 도출한 총 폴리페놀 함량은 

Garlic acid 당량(GAE)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10. 플라보노이드 함량

설기떡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Lee & Hong(2016)의 방법

을 응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료 1 mL에 5% Sodium nitrite (Junsei 
Chemistry, Tokyo, Japan) 150 μL를 가하여 상온의 암실에서 

6분간 반응시킨다. 10% Aluminium chloride (Junsei Chemistry, 
Tokyo, Japan) 300 μL와 혼합하여 상온의 암실에서 5분간 반

응시킨 후 1 N NaOH (Dea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Gyeonggi, Korea) 1 mL와 혼합하고, ELISA 흡광리더기(Apollo-

11LB913, Berthhold thechnolosies Co., Ltd, Bad Wildbad, Germany)
를 이용하여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Quercetin (Sigma- 
aldrich Co., Ltd, MO, USA)을 표준물질로 하여 검량선을 구하

고, 각 시료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도출한 후 Quercetin 당량

(QE)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11. ABTS radical 측정

ABTS 라디칼 소거능은 Choi 등(2006)의 방법을 응용하여 

ABTS 라디칼 소거능을 분석하였다. 각 시료는 20, 50, 100, 150 
및 200 mg/mL의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희석한 시료 

10 μL에 ABTS reagent를 200 μL를 가하여 상온의 암실에서 60
분간 반응시켰다. ELISA 흡광리더기(Apollo11LB913, Berthhold 
thechnolosies Co., Ltd, Bad Wildbad, Germany)를 이용하여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추세선을 작성하여 ABTS 라디칼 

50% 소거능을 나타내는 IC50 값(mg/mL)을 도출하였다. 

12. 소비자 기호도 조사

소비자 기호도 조사는 30명의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9점 척도법으로 로젤 꽃받침 분말 첨

가 설기떡의 색(Color), 단맛(Sweetness), 신맛(Sourness), 조직

감(Texture), 촉촉함(Moistness) 및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atability)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기호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설기떡은 20×20×20 mm의 크

기로 절단하여, 난수표를 이용한 세 자리의 시료 번호와 함께 

흰 접시에 담아 물과 함께 제공하였다. 소비자들이 다른 시료

를 맛 볼 때마다 물로 입을 헹구도록 하였다.

13. 통계 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SPSS(IBM SPSS Statistics 23,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New York, USA)로 분산분석

(ANOVA)을 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

여 p<0.05 수준에서 각 시료 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수분함량

로젤 꽃받침 설기떡의 수분함량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0.5% 첨가군을 제외한 설기떡 시료의 수분함량은 로젤 

꽃받침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p<0.05). 0.5% 첨가군의 수분함량은 40.60%
로 가장 높았으며, 2% 첨가군의 수분함량은 37.37%로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나리 분말(Sung 등 2010), 파슬리 

가루(Lim & Park 2011)를 첨가한 설기떡의 수분함량이 부재

료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한 결과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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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Roselle calyx powder (%)

Control 0.5 1 1.5 2

pH 6.26±0.03a 4.81±0.10b 4.24±0.03c 3.84±0.03d 3.65±0.02e

1) Each value is mean±standard deviation.
a~e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values in a same row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4. pH of Sulgidduck with different amount of roselle calyx powder

Content
Roselle calyx powder (%)

Control 0.5 1 1.5 2

Moisture (%) 40.46±0.521)ab 40.60±0.43a 39.89±0.78ab 39.21±0.67b 37.37±0.99c

1) Each value is mean±standard deviation.
a~c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values in a same row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3. Moisture content of Sulgidduck with different amount of roselle calyx powder

Hunter’s
color value

Roselle calyx powder (%)

Control 0.5 1 1.5 2

L －80.34±0.661)a 71.94±1.17b 67.07±0.58c 64.93±0.42d 58.82±0.98e

a  －0.83±0.03e  2.03±0.16d  4.29±0.09c  6.88±0.06b  9.98±0.26a

b  －5.88±0.10c  6.56±0.16ab  6.80±0.18a  6.32±0.08b  6.40±0.19b

△E －13.62±0.62e 21.97±1.18d 27.03±0.58c 29.52±0.41b 36.17±0.94a

1) Each value is mean±standard deviation.
a~e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values in a same row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5. Color values of Sulgidduck with different amount of roselle calyx powder

사하였다. 반면, 들깻잎(Hong JS 2008), 파프리카(Cho 등 2008)
를 첨가한 설기떡의 수분함량은, 부재료의 첨가량이 증가함

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각 부재료

와 멥쌀가루의 수분함량은 미나리 설기떡은 3.5%, 41.73%, 파
슬리 설기떡은 6.15%, 34.26%로 부재료의 수분함량이 멥쌀가

루의 수분함량보다 낮았고, 들깻잎 설기떡은 88.77%, 32.69%, 
파프리카 설기떡은 92.48%, 32.69%로 부재료의 수분함량이 멥

쌀가루의 수분함량보다 높아 부재료의 수분함량이 설기떡의 

수분함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

한 로젤 꽃받침 분말의 수분함량은 5.53%로 멥쌀가루의 수분

함량 42.34%보다 낮았고, 이는 로젤 꽃받침 설기떡의 수분함

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2. pH
설기떡 제조에 사용한 로젤 꽃받침 분말의 pH는 2.34, 멥

쌀가루의 pH는 4.43이었다. 로젤 꽃받침 분말을 첨가한 설기

떡의 pH 측정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pH는 대조군이 

6.26, 0.5% 첨가군이 4.81, 1% 첨가군이 4.24, 1.5% 첨가군이 

3.84, 2% 첨가군이 3.65로, 로젤 꽃받침 분말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로젤 꽃받침 첨가 

비율 증가에 따른 pH 감소는 로젤 꽃받침에 함유된 다량의 

유기산 성분(Wong 등 2002)이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기산을 함유한 부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한 사과가루를 첨가한 설기떡(Lim JH 2011)과 산수유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Kim 등 2013) 및 아사이베리 분말 설기떡(Choi 
YS 2015)의 pH 측정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3. 색도 및 외관

로젤 꽃받침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로젤 꽃받침 분말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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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photograph of Sulgidduck with roselle calyx powder.
 

도는 L=53.94, a=15.91, b=5.43이었으며, 멥쌀가루의 색도는 

L=95.10, a=－0.61, b=3.31이었다. 명도(L, Lightness)는 대조군

에서 80.34로 가장 높았으며, 로젤 꽃받침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반면, 적색도

(a, Redness)와 색차값(△E, Overall color difference)은 로젤 꽃

받침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 
0.05). 0.5%, 1%, 1.5% 및 2% 첨가군의 황색도(b, Yellowness)
는 6.56, 6.80, 6.32, 6.40으로 대조군의 황색도 5.88과 비교하

여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5). 이와 같

은 결과는, 로젤 꽃받침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안토시아닌 색

소의 영향인 것으로 사료된다. 안토시아닌 성분을 함유한 부

재료인 자색 양파분말(Hwang SJ 2013), 가지 분말(Choi 등 2013)
을 첨가한 설기떡의 경우, 부재료 함량 증가에 따라 명도는 

감소하며, 적색도와 황색도는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 로젤 

꽃받침 설기떡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로젤 꽃받침 분

말 첨가 설기떡의 외관은 Fig. 3과 같다. 로젤 꽃받침 분말 첨

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설기떡의 색이 진해지는 것을 육안으

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4. 조직감

설기떡의 조직감 측정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경도(Hardness)
는 로젤 꽃받침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이 대조군보다 유의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도라지(Hwang & Kim 
2006)와 아사이베리(Choi YS 2015)를 첨가한 설기떡의 경도

는 부재료 첨가에 따라 증가한 반면, 파프리카(Cho 등 2008)
와 산수유(Kim 등 2013)를 첨가한 설기떡의 경도는 부재료 

첨가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라지와 아사이베리

는 첨가에 따라 설기떡의 수분함량이 감소한 반면, 파프리카

와 산수유는 첨가에 따라 설기떡의 수분함량이 증가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 또한 사과가루를 첨가한 설기떡(Lim JH 2011) 
연구에서, 강한 산성에서는 노화속도가 현저히 촉진되어 사

과가루 첨가량의 증가로 인해 설기떡 경도의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완성된 설기떡의 수분함량과 pH는 경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며, 로젤 꽃받침 설기떡의 경

우, 로젤 꽃받침 분말 첨가량 증가에 따른 설기떡의 수분함량

과 pH의 감소가 경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탄
력성(Springness)은 7.20~8.28 mm로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볼 수 없었으며(p<0.05), 로젤 꽃받침 분말의 첨가는 설기떡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클로렐라

(Park 등 2002)와 울금 분말(Seo & Chung 2014)을 첨가한 설

기떡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응집성(Cohesiveness)
은 대조군과 1% 첨가군이 0.73으로 같았고 0.5%, 1.5% 및 2% 
첨가군은 각 0.67, 0.70, 0.71로 모두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이는 떫은 감(Kim 등 2006)과 돼지감자

(Park HS 2010)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

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씹힘성(Chewiness)은 대조군

이 26.89로 가장 낮았고, 2% 첨가군이 47.98로 가장 높았다. 
0.5% 첨가군은 43.62, 1% 첨가군은 47.39, 1.5% 첨가군은 40.90
으로 모두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씹힘

성은 경도, 탄력성, 응집성의 결과로 도출되는데, 대조군과 비

교하여 로젤 꽃받침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에서 경도의 수치

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씹힘성에서도 경도와 같은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5. 항산화능

로젤 꽃받침은 hibiscin, delphinidin-3-glucoside 및 chrysanthenin
과 같은 안토시아닌을 비롯하여 gallic acid, quercetin 등 다량

의 플라보노이드 및 페놀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활성 산소와 

자유 라디칼에 대한 강력한 소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Da-Costa-Rocha 등 2014). 열처리 후에도 로젤 꽃받침의 항

산화 활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로젤 꽃받침 분말을 첨가

하지 않은 설기떡과, 로젤 꽃받침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의 항

산화 활성를 비교하기 위하여,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을 분석하였고,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대조군과 0.5%, 1% 첨가군 사이

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1.5%와 2% 첨가군

에서는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2% 첨가군에

서 2.34 µg GAE/mg 으로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p<0.05). 로젤 첨가 저지방 요구르트(Hwang SJ 등 2013)
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로젤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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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ural
characteristics

Roselle calyx powder (%)

Control 0.5 1 1.5 2

Hardness (N)  4.88±0.64b  9.09±0.82a  7.99±0.65a  7.66±0.30a  8.08±1.14a

Springiness (mm)  7.61±0.14NS  7.20±0.36  8.12±0.26  7.69±0.50  8.28±0.63

Cohesiveness  0.73±0.01a  0.67±0.02c  0.73±0.00a  0.70±0.03b  0.71±0.01ab

Chewiness (N․mm) 26.89±2.82b 43.62±0.98a 47.39±5.30a 40.90±2.63a 47.98±10.61a

1) Each value is mean±standard deviation.
a~c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values in a same row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S No significant

Table 6. Textural characteristics of Sulgidduck with different amount of roselle calyx powder

Content
Roselle calyx powder (%)

Control 0.5 1 1.5 2

Total phenolic contents (µg GAE/mg)   0.97± 0.191)c   0.77± 0.31c   0.99±0.22c   1.47±0.11b   2.34±0.13a

Flavonoid (µg QE/mg)   0.73± 0.13b   1.00± 0.09a   1.05±0.11a   1.10±0.06a   1.07±0.03a

ABTS IC50 (mg/mL) 397.64±27.74a 211.84±10.52b 148.29±0.59c 131.11±6.72cd 107.93±2.56d

1) Each value is mean±standard deviation.
a~d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values in a same row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7. Total phenolic contents, flavonoid and ABTS IC50 of Sulgidduck with different amount of roselle calyx powder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 로젤 꽃받침을 식품에 적용 시, 총 

폴리페놀 함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플라

보노이드 함량은 대조군에서 0.73 μg QE/mg으로 가장 낮았

으나, 이와 비교하여 로젤 꽃받침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에서

는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5). ABTS 
IC50은 대조군이 397.64, 0.5% 첨가군은 211.84, 1% 첨가군은 

148.29, 1.5% 첨가군은 131.11, 2% 첨가군은 107.93으로 로젤 

꽃받침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p<0.05). 따라서 설기떡 제조 시 로젤 꽃받침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시풀잎 분말 첨가 설기떡(Park 등 2011)과 화피 

추출물 첨가 설기떡(Joo SY 2013)의 ABTS 양이온 라디칼 소

거능도 부재료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소거능 활성이 증가하

여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비타민 C를 첨가한 설기떡은 

열처리로 인해 항산화 활성을 잃게 되었으나, 모시풀잎과 화

피 추출물 첨가 설기떡은 열처리 후에도 항산화 활성을 유지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로젤 꽃받침의 항산화 활성 또한 열

처리 후에도 유지되고, 첨가량 증가에 따라 항산화능이 향상

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으므로, 로젤 꽃받침 분

말을 이용하여 기능성 설기떡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6. 소비자 기호도 조사

소비자 기호도 조사 항목은 색(Color), 단맛(Sweetness), 신
맛(Sourness), 조직감(Texture), 촉촉함(Moistness) 및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atability)이며, 조사 결과는 Table 8과 같

다. 설기떡의 색(Color)에 대한 기호도는 0.5% 첨가군이 유의

적으로 낮았고, 대조군과 1%, 1.5% 및 2% 첨가군은 서로 유의

적 차이는 없었으나 0.5%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p<0.05). 
로젤 꽃받침을 첨가하지 않은 설기떡에 비하여, 로젤 꽃받침

을 첨가한 설기떡은 안토시아닌 성분으로 인해 적색을 띄게 

되는데, 0.5% 시료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 간 기호도의 유의

적인 차이가 없었으므로 로젤 꽃받침 분말의 첨가가 색에 대

한 기호도의 저하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단맛(Sweet-
ness)에 대한 기호도는 2% 첨가군이 5.27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1.5%는 5.83으로 두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대
조군과 0.5%, 1% 첨가군은 서로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1.5%와 2% 첨가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p< 
0.05). 신맛(Sourness)의 기호도는 2% 첨가군이 유의적으로 가

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첨가군은 서로간 유의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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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y properties
Roselle calyx powder (%)

Control 0.5 1 1.5 2

Color 6.37±1.881)a 5.47±1.25b 6.97±1.50a 6.77±1.77a 6.80±1.94a

Sweetness 6.37±1.22a 6.23±1.04a 6.27±1.53a 5.83±1.53ab 5.27±1.66b

Sourness 6.40±1.30a 6.23±1.10a 6.03±1.73a 5.60±1.90a 4.33±1.86b

Texture 6.60±1.38NS 6.53±1.14 6.53±1.50 6.10±1.88 5.70±1.90

Moistness 6.13±1.66NS 6.50±1.11 6.63±1.47 6.30±1.62 6.30±1.82

Overall acceptability 6.53±1.48a 6.23±1.10a 6.40±1.69a 6.03±1.88a 5.07±1.80b

1) Each value is mean±standard deviation.
ab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values in a same row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S No significant

Table 8. Sensory preference scores for Sulgidduck with different amount of roselle calyx powder

는 없었다(p<0.05). 신맛이 나는 부재료인 아사이베리(Choi YS 
2015)와 사과가루(Lim JH 2011)를 첨가한 설기떡 연구에서, 
아사이베리는 12% 이상, 사과가루는 25% 첨가시 맛(Taste)에 

대한 기호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로젤 꽃받침 첨가량이 가장 높은 2% 시료가 단맛과 신맛의 

기호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부재료에 함유

된 유기산의 영향으로 적정량 이상 첨가시 설기떡의 신맛이 

강해져 기호도가 낮아진 것으로 여겨지며, 로젤 꽃받침 분말 

첨가 설기떡 제조시에는 로젤 꽃받침 분말을 2% 이상 첨가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감(Texture)과 

촉촉함(Moistness)에 대한 기호도는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조직감에 대한 기호도에서는 시료 간 유의적 

차이가 없었지만, rheometer를 이용한 조직감 측정에서는 로

젤 꽃받침 분말 첨가에 따라 경도와 씹힘성의 증가 및 응집성

의 감소가 나타나, 기계로 측정하는 것과 사람이 실제로 느끼

는 조직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는 대조군과 0.5~1.5% 첨가군에서 서로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으나, 2% 첨가군은 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p<0.05). 소비자 기호도 조사의 6가지 항목을 종합한 

결과, 대조군과 1% 첨가군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p<0.05).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고유의 색과 항산화 활성이 있는 로젤 꽃

받침을 활용하고자 로젤 꽃받침 분말을 대조군, 0.5%, 1%, 
1.5% 및 2% 첨가한 설기떡을 제조하여 수분, pH, 색도 및 외

관, 조직감, 항산화능 및 소비자 기호도를 분석하였다. 설기

떡의 수분 측정 결과 0.5% 시료의 수분함량이 40.60%로 가장 

높았으며, 2% 시료의 수분함량은 37.37%로 가장 낮았다. pH
는 로젤 꽃받침에 함유된 다량의 유기산의 영향으로 로젤 꽃

받침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p<0.05). 경도와 씹힘성의 경우, 대조군과 비교하여 로젤 꽃

받침 분말 첨가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 시료를 제외

한 로젤 꽃받침 분말 첨가 시료들의 응집성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탄력성의 경우, 
시료들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로젤 꽃받침 분말 첨가량

이 증가함에 따라 설기떡의 수분함량과 pH가 감소하여, 경도

와 씹힘성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명도는 로젤 

꽃받침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적색도와 색차값은 유의적으로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5). 로젤 꽃받침 분말 첨가 시

료들의 황색도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p<0.05). 로젤 꽃받침의 안토시아닌은 설기떡 

제조과정에서 파괴되지 않고 고유의 색을 나타낼 수 있으므

로, 로젤 꽃받침 분말은 설기떡 제조 시 천연 착색제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로젤 꽃받

침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으며,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로젤 꽃받침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설기떡과 비교하여 로젤 꽃받침 분말을 첨가

한 설기떡에서 높았다(p<0.05). ABTS IC50은 로젤 꽃받침 분

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p<0.05). 이를 통해 로젤 꽃받침 분말 첨가 시 항산

화 활성이 있는 설기떡을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더 

나아가 로젤 꽃받침을 다른 음식에 적용하였을 때에도 천연 

항산화제로서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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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사 분석 결과, 대조군과 1% 첨가군 두 가지가 종합적으

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항상화능은 로젤 꽃받침 분말 

함량이 가장 큰 2% 첨가군이 가장 높았으나, 신맛이 강하여 

설기떡 제조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

로 미루어 보았을 때, 로젤 꽃받침 분말을 1% 첨가하는 것이 

설기떡 제조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천연 착색제, 천연 

항산화제로서 로젤 꽃받침을 식품산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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