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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떡은 한국음식의 대표적인 쌀 가공식품이며 오랜 역사로

토착성이 짙은 전통음식으로(Lee, Yoon, & Lee, 1986) 최근
소비자의 건강 지향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전통 떡 또한

각광받고 있다(Jang, 2014). 또한 다양한 부재료 첨가를 통해
영양의 균형 및 기능성을 도모할 수 있어 새로운 재료를 첨

가한떡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퓨전떡 등으로인
한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떡류산업시장 규모는 약 1조원 이
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Kim & Park, 2016). 쌀 소비
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건강에 유익하고 소비자기호

도에 부합하는 떡의 개발은 쌀 가공 산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떡 산업의 활성화 및 쌀 소비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No, Huang, Lee, & Sh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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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makpyeon made of dry milled rice powder accor-
ding to soaking time. Makpyeon samples made of dry milled rice powder were analyzied with various 
soacking time, the moisture content, pH, Hunter's color value texture characteristics, attribute difference 
test and acceptance test. The moisture content of makpyeon did not indicate difference among samples. 
pH resulted in MS90 showed the lowest moisture content. The L-value (lightness) and a-value (green-
ness) result in that MS0 showed the highest and decreased according to soaking time. The b-value 
(yellowness) increased according to soaking time, MS90 showed the highest. TPA resulted in that MS90 
indicated the highest hardness, chewiness, gumminess and the lowest adhesiveness. Hardness of mak-
pyeon samples was higher than sulgitteok samples, adhesiveness was lower than those of sulgitteok in 
each soaking time. Based on attribute difference test, the score of brightness, moistness, glossy, particle 
size were decreased and firmness were increased according to soaking times. Flavor, taste and mouth 
feel attribute was stronger in makpyeon samples with the longer soaking time. Acceptance results 
showed that MS0 and MS30 (soaking for 30 min) were preferred the most. Also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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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은 주로 만드는 방법에 따라 찌는 떡, 치는 떡, 지지는
떡과 삶는 떡으로 분류되며(Han, Shin, Han, Kim, & Lee, 
2001; Joo, Park, & Jang, 2010), 서울 및 경기도, 강원도, 충청
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 지역
에 따라 세분되는 향토떡이 있다(Yoon, 1980; Kang, 1997). 
향토떡은 각 지역의 특색이 담겨있어 의의가 있지만(Yoon, 
1980), 현재까지 몇 개 지역에 한정되어 연구가 진행되었고
재료와 만드는방법이 문헌마다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Lee, 2010).      
떡을 제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료인 쌀가루는 쌀을

제분하여 가루형태로 하여 식사대용 및 떡류 등의 가공식

품의 원료로써 이용되며(Shin, Lee, Choi, Oh, & Park, 2017), 
쌀 가공식품의 품질은 일반적으로 품종이나 도정도, 제분
조건 등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제분조건 중에서도 쌀의 수

침시간, 제분방법 및 제분기 종류 등에 의해 입자크기가 달
라지며 그에 따라 전분의 손상, 호화도, 물성 등의 품질변화
가 발생하여 최종 제품의 가공적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Han, Chu, Kwon, & Ryu, 2012; Kang & Han, 2000; Kim, 
Kang, Choi, & Lee, 2005; Lee & Lee, 2006; Lee, Son, Choung, 
Kim, Ko, Han, & Yoon, 2015).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씻어
오랜 시간 물에 불린 후 롤 밀(roll mill)로 제분하는 습식제
분을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다. 습식제분은 제분 과정에서
열에 의해 발생하는 전분 손상의 정도가 적고, 수분함량이
높은 곡류도 미세하며 균일한 입도 분포로 쉽게 제분할 수

있어 국내 쌀 가공업체에서도 roll 간격에 따라 제분 정도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

다. 그러나 습식제분의 번거로운 제조 공정으로 인하여 가
정에서는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떡집에서 구입하여 먹는

경우가 많으며(Hong, Choi, Yang, Kim, & Phee, 1999; Jo & 
Yoon, 2016; Park & Ryu, 2006), 습식제분을 하는 데 있어
많은 공간과 인력, 그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고, 35% 내외의
높은 수분함량으로 인해 저장 및 유통과정에 있어 냉동보

관이 요구되며 그 외의 계절, 쌀의 품종, 쌀의 수분함량 등
최종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다는 단점을 가진다

(Jun, Yang, Kim, & Song, 2008; Kim, Lee, Choi, & Ham, 
1999; Kim & Shin, 2007; Kim, Park, & Kim, 2011; Yeh, 
2004). 반면, 건식 쌀가루는 12～14%의 일정한 수분함량을
나타내며 입자가 균일하여 저장 및 유통이 용이하고, 쌀 가
공제품 제조 시 표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점을 가지므로, 
습식제분 쌀가루와 비교하였을 때 사용에 보다 용이하다

(Yoon, Lee, Kwak, Ko, Lee, Chun, Lee, Kim, & Kim, 2016; 
Kim & Shin, 2007). 현대인의 기호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에
있어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인 떡의 제조 간편화 및 다양화

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제조가 간편하고 취급 및 유통
이 용이한 건식제분 쌀가루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식품

산업에 적합할 것이며(Kim, Park, Park, & Han, 2017), 이를
이용한 떡 제조의 표준화 및 그 조리과학적 특성을 규명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까지 진행된건식쌀가루를이용한떡 연구는쌀가루

종류를 달리한 구운떡(Park, Jung, & Yoon, 2017), 건식 쌀가
루 막편(Jo & Yoon, 2016), 건식 쌀가루 행병(Park, Jung, & 
Yoon, 2016), 두부첨가량을달리한건조쌀가루설기떡(Kim, 
2011), 시판 건식 쌀가루로 제조한 설기떡(Han & Rho, 2009), 
건조멥쌀및 찹쌀가루를 이용한 두부설기(Ryu, Kim & Kim, 
2008) 등 건식 쌀가루를 이용한 떡의 제조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와치는시간을달리한건식쌀가루인절미(Park & Yoon, 
2016), 당류의 종류를 달리한 건식 쌀가루 설기떡(Park & 
Yoon, 2014), 우유 첨가 건식 쌀가루 설기떡(Park & Yoon, 
2012)과 같이 제조 방법과 첨가 재료를 달리하여 그 품질특
성을 규명한 연구 등이 있다. 
하지만 건식 쌀가루는 제조 시 쌀을 오랜 시간 물에 침지

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습식제분으로 제조한 쌀가루보다 건

조하며호화가어려워, 이를이용하여떡을제조할경우떡을
찌기 전 쌀가루가 충분히 수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Kohl-
wey, Kendall, & Mohindra, 1995; Park & Yoon, 2012; Park 
& Yoon, 2014). 특히나 떡 제조에 있어 침지시간 및 첨가하
는물의양등이그품질특성에영향을미치는주요인이되

므로(Kim, 1996) 건식 쌀가루의 수화 조건에 따라서도 품질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막걸리는 우리와 가장 오랜 역사를 함께한 술(Lee, Hwang, 

Lee, & Son, 2009)로, 알코올 도수가 다른 주류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낮고, 제조 과정부터 시판 중인 상태까지 효모와
유산균이 살아있다(Lee et al., 2011). 유기산과 아미노산으로
부터 기인한 독특한 청량한 맛을 가지고 있으며(Park & Lee, 
2002), 타 주류와는 달리 당질과 식이섬유, 단백질이 풍부하
고 유산균과 효모, 비타민, 유기산, 기타생리활성물질 등이
함유되어 영양적 가치가 높은 술이라 할 수 있다(Lee, 1993; 
Lee, 1982;  Lee & Shim, 2010). 막걸리를넣어 만드는떡에는
증편과 막편이 있는데, 그 중 충청북도의 향토떡인 막편은
멥쌀가루에 막걸리와 설탕을 넣어 체에 내린 후 켜켜이 거

피 팥고물을얹어쪄내는떡으로 만드는과정중오랜발효

시간을 거치는 증편과는 달리 발효과정이 없다(Kang, 1997). 
증편에 대한 연구는 재료와 방법, 부재료 첨가 등 현재까지
다수 진행되었으나, 막편 또는 막걸리를 첨가한 설기떡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Shim, Kim, Lee, & Kim,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건식 쌀가루를 이용하고, 침지시간

을 달리하여 막편을 제조했을 시 그에 따른 기계적, 관능적
품질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그에 따른 품

질특성을 규명하고, 전통 향토떡막편및 건식쌀가루 떡연
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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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재료

건식 멥쌀가루(Daedoo Foods Co., Seoul, Korea)는 ㈜대두
식품에서주문하여사용하였으며, 그외막걸리(Jangsoo Draft 
Makkoli, Seoul Takju, Seoul, Korea), 소금(Hanju Salt, Hanju 
Co., Ulsan, Korea), 설탕(Beksul, CJ Cheiljedang Co., Incheon, 
Korea)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마트에서 2016년 4월 일괄적
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2. 시료 제조

본래 막편은 고물을얹어켜떡의형태로 제조하는 떡이나

(RDA, 2010), 본 연구에서는 고물을 제외한 메떡이 막편의
품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되어 설기떡의 형태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건식 쌀가루 막편의 배합비는 Kang(1997)
의 문헌과 Park과 Yoon(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섯 차례
의 예비실험을 진행한 후 확립하였다. Park와 Yoon(2012)은
건식 쌀가루가 제분하기 전 쌀을 물에 침지시키는 과정이

생략되어 습식쌀가루보다 건조하므로떡을 안치기 전 쌀가

루가 충분히 수화되도록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침지시간
에 따른 건식 쌀가루 막편의 조리과학적 특성 및 최적 침지

시간을 도출하기 위하여 침지시간을 0분, 30분, 60분, 90분
으로 하여 제조하였다. 또한 각 침지시간에 따라 막걸리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막편과 물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설기떡

간의 기계적 특성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침지시간을 달리한 막편및설기떡의재료 배합비

는 Table 1과 같다. 
막걸리에소금, 설탕을넣어녹을때까지잘저은후, 건식

쌀가루에 넣어고르게 섞고 랩으로 밀봉하여 침지시간을 주

었다. 이후 20 mesh 체에 내려 시루밑을 깐 직경 24 cm,

Ingredients
Samples

Dry milled 
rice powder Makgeolli Water Sugar Salt Soaking time

(min)

MS0 300 195 0 30 3 0

MS30 300 195 0 30 3 30

MS60 300 195 0 30 3 60

MS90 300 195 0 30 3 90

WS0 300 0 195 30 3 0

WS30 300 0 195 30 3 30

WS60 300 0 195 30 3 60

WS90 300 0 195 30 3 90

Table 1. Formulas for Makpyeon made of dry milled rice powder according to soaking time (unit : g)

높이 7 cm의 대나무 찜기에 넣어 윗면을 편편하게 한 다음
2.5 cm×2.5 cm 크기로 칼금을 주고, 김이 오르는 찜통에 안
쳐서 20분간찐후 5분간뜸을들여완성하였다. 건식쌀가
루설기떡또한막편과동일한방법으로제조하였으며, 완성
된 시료는 30분간 방냉한 후 본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2.3. 수분함량 측정

건식 쌀가루 막편 시료의 가운데 부분 1 g을 취하여 할로
겐 방식 수분분석기(MB-45, OHAUS, Greifensee, Switzland)
를 이용하여측정하였으며, 이 과정을 3회반복하여 그평균
값을 구하였다.

2.4. pH 측정

시료 10 g을 취하여 증류수 90 mL와 함께 비커에 넣어
10분 간 진탕하고, 10분 간 방치한 후 pH meter(720A, Orion,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과정을 3회 반복하여 그
평균값을 구하였다.

2.5. 색도 측정

건식 쌀가루 막편 시료를 35×10 mm 크기의 tissue culture 
dish(20035, SPL Life Sciences Co. Ltd. Pocheon, Korea)에 담
아 색차계(JC 801, Color Techno System Co. Ltd, Tokyo, Ja-
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과정을 3회 반복하여 L
값, a값, b값 각각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이 때 사용된 표준
백색판 값은 L: 93.81, a: -0.91, b: 1.06이었다.

2.6. 텍스처 측정

Texture analyzer(TA-XT2 Express, Stable Micro System Ltd., 
Godalming, U.K.)를 이용하여 TPA(Texture Profile Analysis)
를 실시하였으며, 경도(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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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springiness), 씹힘성(chewiness), 검성(gumminess), 응집성
(cohesiveness)을 각각 5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구하
였다. 이 때 건식 쌀가루 막편 시료는 2.5×2.5×2 cm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하였으며, TPA는 원통형의 지름 75 mm probe
를 이용하여 Pre-test speed 5.0 mm/sec, Test speed 3.0 mm/sec, 
Post-test speed 3.0 mm/sec, Distance 8.0 mm, Load cell 5 kg, 
Time 5.00 s, Trigger force 1.0 g의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2.7. 관능검사

2.7.1. 특성차이 검사

침지시간을달리한 건식 쌀가루막편의관능적특성을측

정하기 위하여관능검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맛 표현능력

이 우수하며 시료 간 맛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조리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 8명(남성 3명, 여성 5명)을 대
상으로 진행하였다. 평가항목은 선행연구(Park, 2014; Park 
& Yoon, 2012; Yang, Choi, & Chung, 2014) 및 예비실험을
바탕으로 외관의 밝기(brightness), 촉촉함(moistness), 윤기
(glossy), 입자크기(particle size), 치밀함(firmness)과 향미 및
맛의 신냄새(sour odor), 무냄새(radish odor), 술냄새(liquor 
odor), 발효취(fermented smell), 옥수수향(corn flavor), 유제품
향(dairy flavor), 단맛(sweetness) 그리고 텍스처의 촉촉함

(moist texture), 부착성(ad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씹
힘성(chewiness), 흩어짐성(scattering property), 입 안 촉감의
꺼끌꺼끌함(roughness) 및 삼킨 후 텁텁함(chalkiness) 등을
선정하였다. 2.5×2.5×2 cm 크기로 준비한 시료는 동일한 모
양의 뚜껑이 있는 일회용 컵에 담아 난수표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세 자리 숫자를 표기하여 랜덤하게 제시하였다. 모
든 평가 항목에 대해 횡선 양 끝 1.5 cm 지점 및 가운데 7.5 
cm 지점에 정박점이 있는 15 cm 선척도를 이용하여 특성이
강할수록 오른쪽, 약할수록 왼쪽에 표기하여 평가하도록 하
였으며, 시료와 함께 생수 및 뱉는 컵을 제공하여 한 가지
시료를 맛본 후 입 안의 잔여감이 없도록 충분히 헹구도록

하였다.

2.7.2. 기호도 검사

침지시간을 달리하여 제조한 건식 쌀가루 막편의 기호도

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능검사 경험이 없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기호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색(color), 냄새(odor), 
맛(taste), 텍스처(texture), 전반적인기호도(overall acceptance)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7점 척도(1=매우 싫음, 4=보통, 7=매
우 좋음)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2.8. 통계처리

모든 분석은 SPSS 22.0(SPSS Inc., Chicago, Ⅱ., USA)을

이용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유의수준 p<0.05에서 Duncan의다중범위검정(Duncan’s mul-
tiple range test)를 통해 각 시료간의 유의적 차이를 검증하
였다. 추가적으로 막걸리와 물을 첨가하여 동일한 침지시
간을 두고 떡을 제조했을 때의 기계적 특성 차이를 비교하

기 위해 독립표본 t-test(independent sample t-test)를 실시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분함량 및 pH

침지시간을 달리하여 제조한건식쌀가루막편 및설기떡

의 수분함량과 pH 측정결과는 Table 2와 같다. 건식 쌀가루
막편의 수분함량은 침지시간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다. 건식 쌀가루 설기떡은 침지시간을 두지 않고 제조한
WS0이 38.76%로 침지시간을 두어 제조한 시료보다 유의적
으로 낮은 수분함량을 나타냈다(p<0.05). 각 침지시간에서
건식 쌀가루 막편과 설기떡 간수분함량을 비교하면 침지하

지 않은 조건에서 제조했을 때와 침지시간 60분에서는 막편
과 설기떡의 수분함량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침지
시간 30분, 90분에서는막편이설기떡에비해유의적으로낮
은 수분함량을 나타냈다. 설기떡에 비하여 막걸리만을 첨가
하여 제조한 막편이 낮은 수분함량을 나타낸 것은 Shim 등
(2014)의연구와 유사한 경향으로 막편 제조 시 막걸리가 함
유한 알코올 함량 및 가용성 고형분을 고려하지 않고 물과

동일한 양을 첨가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pH 측정결과, 건식쌀가루막편의 pH는침지 60분까지는

시료간의유의한차이가없었으며, 90분에서감소하여MS90 
(침지 90분)에서 5.46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
냈다(p<0.001). 가장 긴 침지시간을 두었던 시료 MS90에서
pH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발효시간에 따라 반죽
및 증편의 pH가 감소하였던 Park과 Suh(1996), Cho, Woo와
Hong(1994)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으로 막걸리 내 함유된 효
모가 활성화되어 많은양의 산이 생성되었기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건식 쌀가루 설기떡은 침지하지 않은 조건에서
제조하였던 WS0이 5.93으로 가장 낮은 pH를 나타냈고, 침
지 30분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침지시간을 두고 제
조한 시료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1). 각 침지
시간에서 막편과 설기떡의 pH를 비교하면, 모든침지시간에
서 막편이 설기떡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은 pH를 나타냈
다. 주세법상 막걸리의 pH는 3.8～4.7의 범위로(Lee, Ko, 
Yang, & Oh, 2001), 본 연구에 사용된 막걸리의 pH 또한 이
에 속하는 3.90±0.06의 pH를 나타내었는데, 물보다 낮은 pH
를 가지는 막걸리가 막편의 pH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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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F-valueMS01) MS30 MS60 MS90

WS0 WS30 WS60 WS90

Moisture
(%)

38.89±0.812) 38.78±0.76 38.77±0.38 38.39±0.15 0.40NS 

38.76±0.713)b 40.87±0.47a 40.74±1.32a 40.99±0.78a 4.35*

t-value -0.21NS -4.05* -2.48NS -5.66**

pH
 5.60±0.02a  5.62±0.01a  5.61±0.03a  5.46±0.03b 45.826***

 5.93±0.03b  6.16±0.07a  6.14±0.10a  6.27±0.02a 13.491**

t-value -14.95*** -12.69*** -8.49** -41.074***

1) Refer to the legends in Table 1.
2) Mean±S.D. * p<0.05,  ** p<0.01, *** p<0.001, NS Not significant.
3) a,b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Moisture contents and pH of Makpyeon made of dry milled rice powder according to soaking time

3.2. 색도

침지시간을 달리한 건식 쌀가루 막편 및 설기떡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건식 쌀가루 막편의 명도(L값, 
lightness)는 침지하지 않은 조건에서 제조한 MS0에서 85.93
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침지시간이 길어짐에 따
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p<0.001). 건식 쌀가루 설기떡
또한 침지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명도가 감소하여 침지하지

않은 조건에서 제조한 WS0이 88.08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
냈으며 90분의 침지시간을 거친 WS90이 87.09으로 가장 낮

Sample

F-valueMS01) MS30 MS60 MS90

WS0 WS30 WS60 WS90

L
85.93±0.012)3)a 85.78±0.01b 85.48±0.02c 85.11±0.02d 1,335.40*** 

88.08±0.01a 87.82±0.06b 87.54±0.01c 87.09±0.01d  499.05*** 

t-value 240.73*** -55.03*** -132.28*** -167.53***

a
-5.80±0.18a -6.15±0.03b -6.20±0.11b -6.58±0.03c    26.61*** 

-4.46±0.02a -4.55±0.09a -5.49±0.06b -5.87±0.10c  245.71***

t-value 12.70** -27.63*** -9.69** -11.63***

b
12.39±0.05d 12.68±0.23c 13.26±0.11b 13.83±0.01a   71.39*** 

10.27±0.04d 10.87±0.01c  10.98±0.01b 11.57±0.10a  304.30***

t-value -60.12*** 13.61*** 34.83*** 39.51***

1) Refer to the legends in Table 1.
2) Mean±S.D. ** p<0.01, *** p<0.001.
3) a～d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Hunter's color value of Makpyeon made of dry milled rice powder according to soaking time

은 값을 보였다(p<0.001). 적색도(a값, redness)는 막편과 설
기떡 시료 모두 녹색도를 나타내는 음(-)의 값을 나타냈다. 
막편의 경우 침지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녹색도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MS0(침지 0분)에서 -5.80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
였고, MS90(침지 90분)이 -6.58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
다(p<0.001). 설기떡 또한 침지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녹색도
가 증가하여 WS0(침지 0분)이 -4.46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
타냈고, WS90(침지 90분)이 -5.87로 가장 높은 녹색도를 나
타냈다(p<0.001). 건식 쌀가루 막편의 황색도(b값, yellow-
ness)는 MS0이 12.39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침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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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길어짐에 따라 황색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으로

보다 누런빛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설기떡 또한
막편과 같은 경향으로 WS0이 10.27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
냈으며, 이후 WS30(침지 30분)이 10.87이 가장 높은 값을 나
타냈다(p<0.001). 각 침지시간에서 건식 쌀가루 막편 및 설
기떡의 색도 측정결과를 비교해 보면 막걸리만을 첨가하여

제조한 건식 쌀가루 막편이 설기떡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명

도와 녹색도 그리고 높은 황색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막
편이 설기떡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명도와 높은황색도를 나

타내는 것은 Jo와 Yoon(2016), Shim 등(2014)의 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로 막편 제조 시 첨가한 막걸리의 색이 막편의 색

에도 영향을 미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3.3. 텍스처

침지시간을 달리한건식 쌀가루설기떡및 막편의 Texture 

Sample

F-valueMS01) MS30 MS60 MS90

WS0 WS30 WS60 WS90

Hardness(g)
441.90±22.922)3)b 441.03±22.09b 481.30±5.21b 535.57±40.89a  8.78**

329.40±21.46 335.13±30.05 345.53±13.54 364.10±7.56  1.74NS

t-value -6.21** -4.92** -16.21*** -7.14*

Adhesiveness
 -6.13±0.81c  -4.23±0.49b -3.17±0.57b -1.20±0.99a 23.18***

-12.57±0.87a -14.60±0.79b -16.40±0.56c -17.50±0.46c 29.28***

t-value -9.36** -19.21*** -28.80*** -25.875***

Sprininess
0.84±0.02 0.96±0.06 1.23±0.49 1.08±0.20  1.17NS

0.98±0.03ab 1.00±0.00a 0.88±0.11bc 0.83±0.01c  6.25*

t-value 8.24** 1.00NS -1.20NS -2.14NS

Chewiness
287.27±21.82c 356.94±40.20bc 394.91±50.97ab 477.54±75.93a  7.22*

272.56±21.64 283.08±23.78 252.19±23.31 251.23±9.86  1.761NS

t-value -0.83NS -2.74NS -4.41* -5.12*

Gumminess
344.12±28.01c  370.07±19.59bc  396.86±6.40b  446.09±38.06a  8.67*

279.05±15.64 283.08±23.67 287.62±10.22 301.20±8.26  1.14NS

t-value -3.513* -4.90** -15.69*** -6.44**

Cohesiveness
0.82±0.01 0.84±0.00 0.82±0.01 0.83±0.01  3.79NS

0.85±0.01 0.85±0.02 0.83±0.02 0.82±0.01  3.64NS

t-value 3.674* 0.76NS 1.34NS -1.34NS

1) Refer to the legends in Table 1.
2) Mean±S.D.  * p<0.05, ** p<0.01, *** p<0.001, NS Not significant.
3) a～c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Texture characteristics of Makpyeon made of dry milled rice powder according to soaking time

측정결과는 Table 4와 같다. 건식 쌀가루 막편의 경도(hard-
ness)는 90분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535.57 g으로 가장 높
은 값을 나타냈다(p<0.01). 설기떡의 침지시간에 따른 경도
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각 침지시간에서 막편과 설
기떡의 경도를 비교하면 모든 침지시간에서 막편이 설기떡

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경도를 나타내었다. 경도는 수분함량
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설기떡을 제조할 때 첨가되는 물 양

이 떡의 경도 및 경도 증가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Yoon & 
Ahn, 1975). 이에 따라 막걸리 내 함유된 가용성 고형물 및
알코올의 함량으로 인해 막편의 수분함량이 설기떡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Shim et al., 2014)이 막편의 경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부착성(adhesiveness)은 건식 쌀가루
막편의 경우 침지시간을 두지 않고 제조한 MS0이 -6.13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침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부착성
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01). 설기떡의 경우 막편과
는 반대로 침지하지 않은 조건에서 제조한 WS0에서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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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침지시간에 따라 부착성이 유의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1). 이는 쌀의 수침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취반미의 부착성이 증가하였다는 Park, 
Kim과 Jang(1992), Shin과 Song(1999)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
을 나타냈다. 각 침지시간에서 건식 쌀가루 막편과 설기떡
의 부착성을 비교한 결과 막편이 설기떡이 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부착성을 나타냈다. 탄력성(springiness)은 건식 쌀가루
막편의 경우 시료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설기떡은
침지 60분(WS60)부터 탄력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WS90
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p<0.05), 침지하지 않은 조
건에서 막편이설기떡에비해 유의적으로 낮은탄력성을 나

타냈다. 건식 쌀가루 막편의 씹힘성(chewiness)은 MS0이
287.27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고, 침지시간에 따라 씹힘성
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침지시간 90분에서 477.54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p<0.05). 설기떡의 씹힘성은 시료 간에 유
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각 침지시간에서 막편과 설기떡의
씹힘성을 비교한 결과, 침지 30분과 60분에서 막편이 설기
떡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씹힘성을 나타냈다. 검성(gummi-
ness)은 건식 쌀가루 막편의 경우 침지 하지 않은 조건에서
MS0가 가장 낮았으며, 침지시간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
여 MS90(침지 90분)이 446.09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검성
을 나타냈다(p<0.05). 설기떡은 침지시간에 따른 검성에 유
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각 침지시간에서 막편이 설기떡
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검성을 나타냈다. 응집성(cohesive-
ness)은 건식 쌀가루 막편과 설기떡 모두 침지시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각 침지시간에서 건식 쌀가루 막
편과 설기떡의 응집성을 비교해 보면, 침지하지 않은 조건
에서 막편이 설기떡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응집성을 보였

으나, 침지한 조건에서 막편과 설기떡의 응집성에는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다.

3.4. 특성차이 검사

침지시간을 달리하여 제조한 건식 쌀가루 막편의 특성차

이 검사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외관의 하얀 정도를
나타내는 밝기(brighness)는 MS0(침지 0분)이 7.32로 가장 밝
게 평가되었고, 침지시간이 길어질수록 밝기가 감소하여

MS90(침지 90분)이 5.68로 유의적으로 가장 누런 외관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는 색도 측정 결과에서
침지시간에 따라 명도(L값, lightness)가 감소하고 황색도(b
값, yellowness)가 증가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촉촉함(moistness)은 침지시간을 두지 않았던 MS0이 7.47로
가장 촉촉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침지시간이 길어짐
에 따라 보다 건조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윤
기(glossy)에서는 MS0이 가장 윤기 있는 외관을 가지며, 침
지시간을 두어 제조한 시료군이 보다 윤기가 적은 외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입자크기(particle size)는
침지시간없이 제조한 MS0이가장크게평가되었고, 침지시
간이 길어짐에 따라 입자크기가 감소하여 MS90(침지 90분)
의 입자가 가장 작게 평가되었다(p<0.001). 반면, 치밀함은
이전특성과는 반대로 MS0(침지 0분)이 가장 성글어 보이는
외관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MS90(침지 90분)이 가장
치밀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p<0.001), 침지시간이 길어질
수록 막편의 입자크기가 감소하면서 보다 치밀해 보였을 것

으로 판단된다. 
향미 및 맛에 대한 평과 결과 유제품향(dairy flavor)를 제

외한 모든 특성이 침지시간이 길어짐에 따라강도가 강해지

는 경향을 보였다. 그 중 신냄새(sour odor), 무냄새(radish 
odor), 술냄새(liquor odor) 및 발효취(fermentation odor) 등은
막걸리 첨가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으로, 침지시간 없이 제
조한 MS0에서 가장낮게평가되었고, 침지시간에 따라서그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맛(sweetness) 또한 같
은 경향으로 MS90(침지 90분)에서 가장 강하게 평가되었다. 
텍스처의 촉촉함(moist texture)은 침지시간 없이 제조하였

던 MS0이 유의적으로 가장 촉촉하게 평가되었고, 침지시간
을 두고 제조한 시료들이 상대적으로 덜 촉촉한 것으로 평

가되어 외관의 촉촉함과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p<0.001). 수
분함량 측정 결과에서 시료 간의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 관능평가인 특성차이 검사에서 평가한 외
관 및 텍스처의 촉촉함의 정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부착성(adhesiveness) 및 탄력성(springi-
ness)은 MS0(침지 0분)이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되었고, 침지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소하여 MS90(침지 90분)이 가장낮
은 부착성과 탄력성을 나타냈다(p<0.01, p<0.001). 씹힘성
(chewiness)은 MS90(침지 90분)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침
지시간 없이 제조하였던 MS0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p< 
0.01). 씹힘성과 부착성은 텍스처 측정 결과와 일치하는 결
과로 보다 긴 침지시간을 두어 제조할수록 더 단단하고 질

기며, 덜끈적이는텍스처를가지게되는것을알수 있었다. 
흩어짐성(scattering property)은 막편을 입에 넣어 씹을 때 타
액과 섞이면서 입자가흩어지는정도로 침지시간 없이제조

한 MS0이 가장 약하게 평가되었고, MS90(침지 90분)이 가
장 강하게 평가되어 침지시간이 길어질수록 쉽게 입안에서

퍼지는 텍스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안 촉감의 꺼
끌꺼끌함(roughness), 삼킨 후 텁텁함(chalkiness)은 같은 경
향으로 침지시간 없이 제조한 MS0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
며, 가장 오랜 침지시간을 두었던 MS90(침지 90분)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는데 막편 시료를 씹고 맛보는 과정에서 떡

입자가 흩어지는 정도와 입안에서 느껴지는 꺼끌꺼끌함의

정도가 강할수록, 삼킨 후 입안이 더 텁텁하게 느껴졌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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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y attributes
Samples

F-value
MS01) MS30 MS60 MS90

Appearance 

Brightness 7.32±0.74a2)3) 6.68±0.63b 6.36±0.81b  5.68±0.74c 15.25***  

Moistness 7.47±0.62a 7.13±1.07ab 6.67±0.74bc  6.37±0.64c  6.72*** 

Glossy 6.77±1.03a 6.05±1.22b 5.97±0.76b  5.71±0.68b  4.04* 

Particle size 8.02±1.20a 7.45±0.79a 6.64±0.70b  5.86±0.65c 21.33*** 

Firmness 8.36±0.68c 8.93±1.21bc 9.55±0.89ab 10.06±1.37a  8.33*** 

Flavor/taste

Sour odor 6.91±0.96c  7.51±0.47b 8.11±1.13ab  8.63±0.89a 12.07***

Radish odor 6.68±1.20c 7.89±0.96b 8.52±0.97b  9.55±1.07a 22.68***

Liquor odor 7.51±0.68c 8.78±0.91b 8.92±1.36b  9.93±1.24a 14.49***

Fermentation odor 7.54±1.10c  8.12±0.86bc 8.47±1.25ab  9.11±0.90a  6.96*** 

Corn odor 7.58±0.71b 7.89±0.98b 8.54±0.92a  8.79±1.10a  6.20** 

Dairy flavor 8.11±0.94b 8.58±1.34ab 8.69±1.41ab  9.04±1.03a  1.79NS 

Sweetness 8.01±0.94b 8.21±1.34ab 8.65±1.42ab  9.08±0.85a  2.97* 

Texture

Moistness 9.10±1.14a 7.69±0.41b 7.38±0.50b  7.21±0.65b 24.56*** 

Adhesive 6.86±1.00a 6.40±1.09ab 5.84±0.61bc  5.70±0.81c  6.27** 

Springiness 7.98±0.70a 7.40±0.61b 6.98±0.69b  6.38±0.62c 18.57*** 

Chewiness 8.52±0.65c  8.98±0.95bc  9.10±0.77ab  9.59±0.67a  5.69** 

Spreadability 8.99±1.17b 9.10±1.40b 9.54±1.21ab 10.08±0.88a  3.12*

Mouth feel
Roughness 8.45±1.44c  9.03±1.39bc 9.60±1.31ab  9.99±0.75a  5.06** 

Chalkiness 8.60±1.18c  9.15±1.40bc  9.65±0.97ab 10.17±0.98a  6.05** 

1) Refer to the legends in Table 1.
2) Mean±S.D.  * p<0.05, ** p<0.01, *** p<0.001, NS Not significant.
3) a～c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Attribute different test results of Makpyeon made of dry milled rice powder according to soaking time

3.5. 기호도 검사

침지시간을 달리하여 제조한 건식 쌀가루 막편의 기호도

검사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색(color)의 기호도는 MS30(침
지 30분)이 5.03으로 가장 좋게 평가되었고, 침지시간이 가
장 길었던 MS90(침지 90분)이 3.94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p<0.001). 특성차이 검사 결과에서 침지시간에 따라 외관의
밝기(brightness), 윤기(glossy), 촉촉함(moistness)의 강도가 감
소하였는데, 누렇고 건조해 보이는 외관 등이 기호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냄새(odor)의 기호
도는 침지시간 없이 제조한 MS0이 가장 좋게 평가되었고, 
비교적오랜 침지시간을 두고 제조한 MS90(침지 90분)이 가
장 좋지 않게 평가되었다(p<0.001). 특성차이 검사 결과에서
침지시간에 따라 막걸리 첨가로부터 증가하는 신냄새(sour 
odor), 무냄새(radish odor), 술냄새(liquor odor) 등이 막편의
기호도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을것으로판단된다. 맛(taste)

의 기호도에서는 침지시간 없이 제조한 MS0이 가장 좋게
평가되었고, MS90(침지 90분)이 가장 좋지 않게 평가되었다
(p<0.01). Park(2014)의 연구의 정량적 묘사분석 결과에서 단
맛의 정도가 가장 강하게 평가된 시료가 기호도 검사에서도

가장 좋게 평가되어 단맛이 맛의 기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하였는데, 본 연구의 특성차이 검사 결과에서
단맛이 강하게 평가되었던 MS90(침지 90분)이 기호도 검사
에서는 낮게 평가되어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단맛
보다 다른 관능 특성이 기호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텍스처(texture) 기호도에서는 침지시간
을 없이 제조한 MS0이 유의적으로 좋게 평가되었고, 가장
오랜침지시간을 두었던 MS90(침지 90분)이 좋지 않게 평가
되었다(p<0.05). 이는 특성차이 검사 결과에서 침지시간이
길어질수록 막편의 씹힘성, 꺼끌꺼끌함, 삼킨 후 텁텁함 등
의 특성이 높게 평가된 것을 보았을 때단단하고 질기며, 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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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y 
attributes

Samples
F-value

MS01) MS30 MS60 MS90

Color 4.84±0.932)3)a 5.03±1.22a 4.11±1.26b 3.94±1.00b  8.313*** 

Odor 4.65±0.06a  4.42±0.66a 3.74±1.12b 3.40±1.28b 12.18*** 

Taste 4.72±1.16a 4.25±1.42ab 3.97±1.27b 3.77±1.35b  4.33** 

Texture 4.84±1.36a 4.27±1.48ab 4.19±1.43ab 4.02±1.27b  2.89* 

Overall acceptance 4.86±1.14a 4.50±1.28ab 4.28±1.18bc 3.92±1.25c  4.50** 

1) Refer to the legends in Table 1.
2) Mean±S.D. * p<0.05, ** p<0.01, *** p<0.001.
3) a∼c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Rating scale (7-point scale: 1-extremely dislike, 4-neither like nor dislike, 7-extremely like).

Table 6. Acceptance of Makpyeon made of dry milled rice powder according to soaking time

텁한 막편의 텍스처 및 입 안 촉감 등이 기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는 침지시간을 두지 않고 제조한 MS0이 가장 좋
게 평가되었으며, 가장 오랜 침지시간을 거친 MS90(침지 90
분)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p<0.01). 대체적으로 침지시간
을 거치지 않거나(MS0), 비교적 짧은 시간 침지시간을 두었
던 MS30(침지 30분)이 모든 항목에서 좋게 평가되었다. 이
러한 기호도 검사 결과는 특성차이 검사에서 침지시간에 따

라 강도가 증가하는 특성 중 기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이 존재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되는데, 향후 연구에
서는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막편의 관능적 특성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사용이용이한건식쌀가루를 이용하여 막걸리

를 첨가한 충청북도 향토떡인 막편을 간편하게 제조하고, 
침지시간에 따른 조리과학적 특성을 규명하여 전통 향토떡

연구의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수분함량
은 건식 쌀가루 막편의 경우 각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설기떡은 WS0(침지 0분)이 가장 낮았으며, 침지시
간을 두어 제조한 시료군이 유의적으로 높은 수분함량을 나

타냈다. 또한 침지 30분 및 90분에서 설기떡이 막편에 비해
높은 수분함량을 나타냈다. pH는 막편의 경우 MS90(침지
90분)이 가장 낮았고, 설기떡은 침지하지 않은 조건에서 제
조한(WS0) 가장 낮았으며 침지시간을 두고 제조한 시료들
이 유의적으로 높은 pH를 나타냈다. 또한 각 침지시간에서
막편이 설기떡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pH를 나타냈다. 색
도 측정 결과 침지시간에 따라 건식 쌀가루 막편 및 설기떡

의 명도(L값) 및 녹색도(a값)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황
색도(b값)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각 침지시간에서 막

편이 설기떡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명도(L값)와 녹색도(a
값), 높은 황색도(b값)을 나타냈다. 텍스처 측정 결과 건식
쌀가루 막편은 침지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경도, 검성 그리
고 씹힘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부착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각 침지시간에서 막편이 설기떡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경도, 응집성, 씹힘성과 검성 그리고 낮은
부착성과 탄력성을나타냈다. 특성차이 검사 결과, 외관에서
는 침지시간이 길어질수록 밝기, 촉촉함, 윤기, 입자크기 등
의 강도가 유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며, 치밀함은 높게
평가되었다. 향미 및 맛에서는 신냄새, 무냄새, 술냄새, 발효
취, 옥수수향 등의 향미특성과 단맛의 강도가 침지시간이
길어질수록 높게 평가되었다. 텍스처에서는 침지시간이 길
어질수록 촉촉함, 부착성, 탄력성이 감소하고, 씹힘성이 증
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침지시간이 증가할수록 흩어
짐성과 입 안 촉감에서의 꺼끌꺼끌함, 삼킨 후 텁텁함 또한
강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막편은 침지시간을
오래 두고 제조할수록 보다 누렇고, 덜 촉촉하며, 윤기가 적
고, 입자크기가 작아 치밀한 외관을 나타내며, 강한 향미 및
맛 특성을 가지고 덜 찐득하지만 보다 질긴 텍스처와 꺼끌

꺼끌하고 텁텁한 입 안 촉감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호도 검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MS0(침지 0분)과 MS30(침
지 30분)이 가장 좋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침지시간이 길어
지면서 보다 누런색을 띄고, 강한 향미특성, 질기고 텁텁한
텍스처 등을 가지게 됨에 따라 막편의 기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막편을 제조할 경
우 침지시간을 두지 않고 제조하거나 30분 침지한 후 제조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막걸리 첨가로 인하여 나타나
는 색과 향미, 맛 등의 특성을 보완하여 막편을 제조한다면
보다 소비자 기호도에 부합하는 막편을 제조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로 건식 쌀가루를 이용한 막편
제조의 가능성 및 침지시간에 따른 품질특성을 확인한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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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있다. 그러나 막편의 제조 배합비를 확립함에 있어
막걸리에 함유된 알코올 및 고형분 함량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제조사의 막걸리만을 재료로 사용한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이를 고려해다양한 제조사의 막걸

리를 이용하여 막편 배합비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막편의
품질특성 및 막편에 대한 소비자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능적 특성을규명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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