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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was applied to the processing conditions to investigate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ramie porridge. In the processing conditions based on the central composite design with the addition of ramie 
leaf powder (0-4 g) and water (700-1100 g), the coefficients of determination (R2) of the models were above 
0.9141 for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above 0.7627 for the Hunter color parameters, and above 0.8975 for 
the rheological properties. The soluble solid content, viscosity, and gumminess of the sample decreased significantly 
with an increase in the water added, whereas the spreadability and adhesivenes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Hunter 
color L value of the sample decreased significantly with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ramie leaf powder added, 
whereas the Hunter b value increased significantly. The estimated maximum viscosity of the ramie porridge was 
shown to be 24,643 cp when 1.90 g ramie leaf powder and 700.24 g water were added; the estimated maximum 
lightness of the ramie porridge was shown to be 59.11 when 0.02 g ramie leaf powder and 869.30 g water were 
added; and the estimated maximum gumminess of the ramie porridge was shown to be 21.46 g when 2.12 g ramie 
leaf powder and 700.35 g water wer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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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현재 국내 죽류시장의 규모는 급신장하고 있으며 최근에

죽은 가공된 형태로 여러 곳에서 유통되거나 죽 전문점이

생겨 여러 가지 신 메뉴가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음식인 죽도 그 편의성을 부여하고 물성과 기능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산업화를 위한 개발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죽은 쌀알의 입자크기에 따라 쌀죽을 옹근죽, 원미죽,

무리죽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옹근죽은 쌀알을 그대로

끓인 것이고 원미죽은 쌀알을 반 정도 갈아서 만들며, 무리

죽은 쌀알을 완전히 곱게 갈아서 만든 것으로 비단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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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2). 죽의 이용범위도 일상식, 이유식, 환자식, 치료

식, 보양식, 건강식 그리고 노인식 등으로 확대되어 갈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의 향상과 함께 소비자의 고품질 식품에

대한 기호도의 증가와 건강에 관한 관심의 증가로 다양한

부재료를 사용한 기능성이 첨가된 죽류에 관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3-10).

옛날부터 서천지역에서는 모시 어린잎을 여름부터 그늘

에 말려 초겨울부터 우린다기보다는 끓여 마셔왔다. 또한

모시풀은 어린순을 나물로 먹거나 잎을 말린 뒤 가루내어

떡이나 칼국수 소재로 활용되어 왔다(11). 모시 옷 해 입는

모시풀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약초 중의 약초이다. 모시잎

에는 비타민류가 풍부하며 칼슘, 칼륨, 철, 마그네슘 등의

무기성분과 단백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12).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시잎의 풍부한 섬유질은 장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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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고 다이어트 효능이 있으며 생체내 산화 작용을 억제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비롯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루틴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14). 최근에는 입는 모시로만 생각했던 모시잎을 가지

고 모시잎차를 만들어 기능성 차로 개발시판하고 있으며

(15) 모시한과, 모시젓갈, 모시막걸리 등이 개발되어 천연

웰빙식품으로 농가소득에도 일조하도록 산업화 작업이 시

작되었다. 지금까지 건강식품 소재로 주로 이용되어져 온

인삼과 같은 생약류들과 더불어 모시풀도 건강식품으로서

의 이용성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나 아직까지는 다양한 식품

으로서의 가공이용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지향적인 죽 제품을 개발하고

자 모시분말 첨가량과 가수량을 독립변수로 중심합성 계획

에 따라 반응표면분석으로 쌀가루 베이스 비단죽 제조조건

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모시잎(Boehmeria nivea (L) Gaudich)

분말은 충남 서천군에서 어린잎을 수확하여 생산한 신선한

시료로 한산모시사업단에서 제공하여 주었다. 찹쌀가루는

대두식품에서 공급하여 주었으며 -20℃에 보관하면서 시료

로 사용하였다. 기타 부재료는 시중에서 신선한 것으로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설계 및 분석방법

죽 제조조건의 최적화를 위한 실험계획은 중심합성계획

법에 의하여 설계하였고, 반응표면 회귀 분석을 위해서는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중심합성계획에서 독립변수

(Xn)는 모시분말 첨가량(X1) 및 가수량(X2)이며, 실험계획

은 -2, -1, 0, 1, 2 등 5단계로 부호화하였으며 10개의 실험구

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Central composite design for the manufacturing of
ramie porridge

Experiment
Number

Ramie leaf
powder (g)

Water
added (g)

1 3(1) 1000(1)

2 3(1) 800(-1)

3 1(-1) 1000(1)

4 1(-1) 800(-1)

5 2(0) 900(0)

6 2(0) 900(0)

7 4(2) 900(0)

8 0(-2) 900(0)

9 2(0) 1100(2)

10 2(0) 700(-2)

죽 제조방법

모시분말 첨가에 따른 죽의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모시가루 첨가량을 달리하여 비단죽을 제조하였다.

찹쌀가루 100 g에 RSM 실험계획에 따라 모시가루(0-4 g)를

일정량의 물(700~1100 g)에 첨가하며 균일하게 혼합한 후

5분동안 침지하여 수화하였다. 이때 모시분말의 이취

Masking 물질로 분쇄한땅콩 30 g을 첨가혼입하였다. 스텐

레스 솥 (Tefal, France)을 이용하여 강불 (Rinnai, Korea)에

서 완전히 끓기 시작하면 중간불로 줄여 3분간끓여주었으

며, 죽이 완성되면 축정항목에 따라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

하였다.

분석방법

가용성 고형물과 pH

죽시료 20 g에 증류수 20 g을 첨가하여 Homogenizer로

8,000 rpm에서 약 1분간 균질한 후 얻어진 액을 여과한

후 굴절당도계 (ATAGO, N-1, Japan)를 사용하여 가용성고

형물을 측정하였으며, pH는 Mettler pH Meter (Mettler

Toledo, MP 225)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Amylose 함량

죽 시료 1 g을 취하여 0.5 N-KOH용액 10 mL를 가하고

30초간 균질화 시킨 후 100 mL로 정용하였다(4). 이 용액

중 20 mL를 100 mL 용량 flask에 취하고 0.1 N-HCl 10

mL를 첨가하여 중화시키고 전체가 약 90 mL가 되게 증류

수를 가하였다. 요오드용액 1 ml를 넣고 증류수로 총량

100 mL가 되게 정용한 다음 실온에서 20분간 발색시킨

후 625 nm에서흡광도(CARY 3E UV-Visible Spectrophotometer)

를 측정하여 작도한 표준곡선에서 아밀로스 함량을 구하였

다. 표준곡선은 potato amylose (Sigma, St Louis, MO, USA)

용액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점도

점도(apparent viscosity)는 제조한 죽을 Brookfield digital

viscometer (Model DV-I, Brookfield Engineering USA)로

Spindle No. 5 (Model RVT)를 사용하여 10 rpm에서측정하였

다. 100 mL 비이커에 죽을 100 g 취해 60℃에서측정하였다.

퍼짐성

죽의 퍼짐성은 Line spread test법으로 측정하였다. 시료

(55℃)를 제작한 용기(부피 175 cc)에 200 g을 채우고 용기

를 들어올려 1분후퍼짐이멈춘 다음 4군데의퍼짐 길이를

재어 평균치를 구하였다.

표면색도

죽의 표면색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온으로 식힌 후,

circle cube에 시료를 2/3정도 채우고 색차계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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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meter, Model SP-80, Tokyo Denshoku Technical,

Japan)를 사용하여 백색판 X: 84.48, Y: 86.19 Z: 99.46을

기준으로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 DE(색차)값을 측

정하였다.

조직특성

죽의 물성은 50 mL 비이커에 죽시료 50 g을 취해서

Rheometer (Sun Scientific Co Ltd, CR-100 D, Japan)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Load cell 2 kg, probe의 직경은 20 mm,

시료의침투깊이는 20 mm, table speed 60 mm/min의속도에

서 Mastication으로 물성을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가용성 고형분과 pH

중심합성계획에 의해 10구간의 각처리조건에 따른모시

죽의 가용성 고형물과 pH의 변화를 Table 2에 나타내었으

며, 모시죽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7.40-11.60 brix, pH는

6.0-6.6 사이에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시죽의

가용성고형물은 가수량의 증가와 더불어 급격하게 감소하

였으나 모시분말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Fig. 1). 가용성

고형물 함량에 대한 모시분말 첨가량과 가수량의 F-ratio는

각각 4.05, 86.65로 가수량만 그 유의성이 0.1%수준에서

인정되었다. 반면, pH는 모시분말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수량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1). Zhang 등(3)도 잣죽의 제조

조건 연구에서 잣죽의 pH에 가수량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모시죽의 가용성고형물과 pH에 대한 회귀

식의 결정계수(R
2
)는 각각 0.9849와 0.9141이었고, 0.1%와

Table 2. Experimental data on soluble solid, pH, amylose,
viscosity, and spreadability of ramie porridge under different
conditions based on central composite design for response surface
analysis

Exp.
number

Soluble Solid
(Brix)

pH Amylose (%) Viscosity
(cP at 60℃)

Line spread
test (cm)

1 8.40 6.55 1.467 13220.00 16.50

2 10.00 6.50 1.706 18020.00 15.70

3 8.00 6.10 1.307 13600.00 16.50

4 10.00 6.10 1.692 18400.00 15.50

5 8.40 6.50 1.647 14400.00 15.80

6 8.40 6.30 1.520 15460.00 16.30

7 9.20 6.60 1.488 15480.00 16.10

8 9.20 6.00 1.504 16700.00 15.70

9 7.40 6.30 1.240 11482.00 17.00

10 11.60 6.30 1.804 25440.00 14.50

5%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Table 3). 모시죽의 가용

성고형물에 대한 반응표면 최대값은 모시첨가량과 가수량

이 각각 1.75 g과 701.54 g에서 나타났고 이때 추정 가용성

고형물은 11.59 brix, 임계점은 minimum이였으며, pH에 대

한 반응표면 최대값은 모시첨가량과 가수량이 각각 3.97

g과 923.53 g에서 나타났고 이때 추정 pH는 6.64, 임계점은

maximum이였다(Table 4).

Fig. 1. Contour map for the effects on soluble solid, pH and
amylose of ramie leaf powder and water volume in the ramie
porrid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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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lose 함량

실험계획에 의한 처리조건에 따라 모시죽의 amylose함

량의 변화를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모시죽의 amylose

함량은 1.240-1.804% 사이에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모시죽의 amylose함량은 가수량에 의해 유의적인 영향

을받았으며 가수량이 증가할수록 현저하게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Fig. 1). 잣죽 제조시 amylose함량은 가수량에

따라 1%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며(3), 가수량의 증

가가 죽의 amylose함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는 본 연구

와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높은 가수량에서 모시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죽의 amylose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4)도검정콩발아물을 이용한 죽제

조시 발아물 첨가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amylose함량이 증

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모시죽의 amylose함량에 대한 반응 표면 회귀식은 다음

과 같다.

Table 3. Polynomial equations calculated by RSM program for
soluble solid, pH, amylose, viscosity, and spreadability of ramie
porridge

Responses Polynomial equations
1)

R
2

p-value

Soluble Solid
(Y1)

Y1=40.970833-1.602381X1-0.058607X2

+0.183929X1
2+0.001000X1X2

+0.000025893X2
2

0.9849 0.0010

pH (Y2)
Y2=4.327083+0.147619X1+0.003810X2

-0.022321X1
2+0.000125X1X2

-0.000002232X2
2

0.9141 0.0296

Amylose
(Y3)

Y3=2.215833-0.230095X1+0.000536X2

-0.021643X1
2
+0.000365X1X2

-0.000001514X2
2

0.9485 0.0110

Viscosity
(Y4)

Y4=117873-1510.309524X1-193.922262X2

+310.910714X1
2
+0X1X2

+0.090366X2
2

0.9709 0.0036

Line spread
test (Y5)

Y5=3.039583+0.715476X1+0.021613X2

-0.045536X1
2-0.000500X1X2

-0.000008304X2
2

0.9437 0.0131

1)
X1 : Ramie leaf powder (g), X2 : Water added (g)

Table 4. Predicted level of optimum preparation conditions for
soluble solid, pH, amylose, viscosity, and spreadability of ramie
porridge by the ridge analysis

Responses
Ramie leaf

powder
(g)

Water added
(g)

Estimated
maximum

value
Morphology

Soluble Solid
(Brix) 1.75 701.54 11.59 Minimum

pH 3.97 932.53 6.64 Maximum

Amylose
(%)

1.42 708.56 1.83 Saddle point

Viscosity
(cP at 60℃) 1.90 700.24 24643 Minimum

Line spread test
(cm) 1.92 1099.84 16.92 Maximum

Yamylose=2.215833-0.230095X1+0.000536X2-0.021643X1
2

+0.000365X1X2-0.000001514X2
2

이때 모시죽의 amylose함량에 대한 회귀식의 결정계수

(R
2
)는 0.9485이었고, 5%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Table 3). 모시죽의 amylose함량에 대한 반응표면 최대값

은 모시첨가량과 가수량이 각각 1.42 g과 708.56 g에서 나타

났고 이때 추정 amylose함량은 1.83%, 임계점은 saddle

point였다(Table 4).

점 도

모시죽의 점성의 변화를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모시죽

의 점성은 11,482-25,440 cp 사이에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죽의 점성은 가수량이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떨

어지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모시분말은 죽의 점성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Fig. 2). Park 등(5)은 연잎분말의

Fig. 2.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ramie leaf powder and
water volume on viscosity and spreadability of ramie por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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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연잎죽의 점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

였는데 이는 연잎분말 제조조건에 따라 호화도나 보수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Shin 등(6)은 가수량에 따

른 전복죽의 점조성 변화 연구에서 물 첨가량이 많아질수

록 점성이 크게 감소한다고 보고 하였으며 본 결과와 일치

하였다.

모시죽의 점도에 대한 반응 표면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viscosity=117873-1510.309524X1-193.922262X2+310.910

714X1
2
+0X1X2+0.090366X2

2

이때 모시죽의 점도에 대한 회귀식의 결정계수(R2)는

0.9709이었고, 1%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Table 3).

모시죽의 점도에 대한 반응표면 최대값은 모시첨가량과

가수량이 각각 1.90 g과 700.24 g에서 나타났고 이때추정점

도는 24,643 cp, 임계점은 minimum이였다(Table 4).

퍼짐성

각 처리조건에 따른 모시죽의 퍼짐성의 변화를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모시죽의 퍼짐성은 14.5-17.0 cm 사이에

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죽의 퍼짐성은 모시분말

첨가량에 비해 가수량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퍼짐성은 가수량이 증가할수록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점성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은 떨어진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Zhang 등(3)은 잣죽의 제조조건 연구에서 가수량이 증가할

수록 퍼짐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한바 있으며, Lee 등(4)도

검정콩 발아물을 이용한 죽제조시 가수량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모시분말은 낮은

가수량에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Ryu 등(7)은 아몬드 첨가량이 다른죽의 품질

특성연구에서 아몬드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퍼짐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와 일치하였다.

모시죽의 퍼짐성에 대한 반응 표면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spread=3.039583+0.715476X1+0.021613X2-0.045536X1
2-

0.000500X1X2-0.000008304X2
2

이때 모시죽의 퍼짐성에 대한 회귀식의 결정계수(R2)는

각각 0.9437이었고, 5%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Table 3). 모시죽의퍼짐성에 대한 반응표면 최대값은 모시

첨가량과 가수량이 각각 1.92 g과 1099.84 g에서 나타났고

이때 추정퍼짐성은 16.92 cm, 임계점은 maximum이였다

(Table 4).

표면색도

설계된 실험계획에 따른 모시죽의 색도의 변화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37.84-59.24사이로

조사되었고, 적색도 a값은 모든 실험구에서 마이너스 수치

를 나타내었으며 황색도 b값은 7.81-21.09사이에서 변화하

여 모시죽색이옅은녹황색임을 알 수 있었다. 모시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밝기는 현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가수량의 변화는 밝기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Fig. 3). 모시분말 첨가량은 적색도를감소시키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나 황색도는 모시분말 첨가를 증가시킬수록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등(5)은 연잎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연잎죽에서 명도가 감소하고 황색도

는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Kim 등(8)도 은행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제조한 죽에서명도는감소하고 황색

도는 증가하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시분말 첨

가비율과 가수량 따른 색도 L값, a값, b값에 대한 회귀식은

Table 6과 같다. 이때 명도와 황색도에 대한 회귀식의 결정

계수(R2)는 각각 0.9967과 0.9498이었고, 0.1%와 5%수준에

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모시죽의 L값에 대한 반응표면

최대값은 모시첨가량과 가수량이 각각 0.02 g과 869.3 g에

서 나타났고 이때 추정값은 59.11, 임계점은 saddle point였

으며, b값에 대한 반응표면 최대값은 모시첨가량과 가수량

이 각각 3.32 g과 749.89 g에서 나타났고 이때 추정값은

22.86, 임계점은 saddle point였다(Table 7).

Table 5. Experimental data on color and rheological properties
of ramie porridge under different conditions based on central
composite design for response surface analysis

Exp.
number

Light-
ness (L)

Red-
ness (a)

Yellow-
ness (b)

Max-
weight

(g)

Adhesive-
ness
(g)

Gummi-
ness
(g)

1 41.71 -2.97 16.65 11.13 -4.25 13.72

2 40.26 -3.22 21.09 13.50 -4.63 17.03

3 49.80 -3.03 13.98 11.00 -3.63 15.97

4 51.16 -3.15 15.69 13.63 -5.25 18.14

5 44.73 -3.47 18.28 11.38 -4.25 16.84

6 44.92 -3.47 18.07 13.25 -4.38 17.39

7 37.84 -3.78 21.05 12.38 -4.50 16.08

8 59.24 -0.88 7.81 12.88 -4.25 16.74

9 43.91 -3.38 16.59 10.25 -3.63 11.77

10 44.58 -3.54 19.17 17.25 -6.25 22.54

조직특성

설계된 각 처리조건에 따른 모시죽의 물성의 변화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Maxweight는 10.25-17.25 g 사이로,

Adhesiveness는 -3.63에서 -6.25 g 사이로 나타났고

Gumminess는 11.77-22.54 g 사이에서 변화하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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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반응표면분석에 의하면 모시죽의 Maxweight는

가수량에절대적으로 영향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모시

분말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Fig. 4). Adhesiveness는

가수량이 증가할수록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모시 분말은 낮은 가수조건에서 소폭이지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량이 증가할수록 죽의 Gumminess는

크게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시 분말은높은 가수조

건에서만 다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시죽의 제

조조건에서 가수량은 이들 물성에 모두 유의적으로 영향을

Fig. 3. Contour map for the effects on lightness, redness and
yellowness of ramie leaf powder and water volume in the ramie
porridge processing.

Fig. 4.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ramie leaf powder and
water volume on maxweight, adhesiveness and gumminess of ramie
por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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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모시분말 첨가비율은 유의성

이 인정되지 않아 설정된 범위 내에서는 물성에 대한 영향

이 크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Shin 등(6)의 연구에서도

가수량에 따른 전복죽의 물성 변화 연구에서 쌀가루 입자

크기에 상관없이 가수량이 증가할수록 경도는 감소하고,

부착성은 증가하고, 검성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모시죽에서 가수량에 따른죽의 물성특성 변화와매우 유사

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모시분말 첨가비율과 가수량 따

른 Maxweight, Adhesiveness, Gumminess에 대한 회귀식은

Table 6과 같다. 이때 이들에 대한 회귀식의 결정계수(R
2
)는

각각 0.9190, 0.9836, 0.8975이었고, 5%, 1%, 5%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모시죽의 Maxweight에 대한 반응표

면 최대값은 모시첨가량과 가수량이 각각 1.84 g과 700.61

g에서 나타났고 이때 추정값은 16.81 g, 임계점은 minimum

point였다(Table 7). 모시죽의 Adhesiveness에 대한 반응표

면 최대값은 모시첨가량과 가수량이 각각 0.69 g과 1050.81

Table 6. Polynomial equations calculated by RSM program for
color and rheological properties of ramie porridge

Responses Polynomial equations
1)

R
2

p-value

L (Y1)
Y1=59.995208-15.151310X1+0.012599X2

+0.919911X1
2+0.007025X1X2

-0.000015384X2
2

0.9967 0.0001

a (Y2)
Y2=-1.586667-1.890952X1+0.000632X2

+0.278571X1
2+0.000325X1X2

-0.000000393X2
2

0.7627 0.1906

b (Y3)
Y3=0.614167+12.677381X1+0.013482X2

-0.913929X1
2
-0.006825X1X2

-0.000005143X2
2

0.9498 0.0105

Maxweight
(Y4)

Y4=59.681667-1.108333X1-0.087333X2

+0.110000X1
2
+0.000650X1X2

+0.000039000X2
2

0.9190 0.0264

Adhesiveness
(Y5)

Y5=-28.212292+2.821548X1+0.040953X2

-0.018304X1
2-0.003100X1X2

-0.000015955X2
2

0.9836 0.0012

Gumminess
(Y6)

Y6=37.170625+2.670357X1-0.028051X2

-0.123839X1
2-0.002850X1X2

+0.000006241X2
2

0.8975 0.0414

1)X1 : Ramie leaf powder (g), X2 : Water added (g)

Table 7. Predicted level of optimum preparation conditions for
color and rheological properties of ramie porridge by the ridge
analysis

Responses Ramie leaf
powder (g)

Water
added (g)

Estimated
maximum value

Morphology

L 0.02 869.30 59.11 Saddle point

a 0.00 899.07 -1.34 Saddle point

b 3.32 749.89 22.86 Saddle point

Maxweight (g) 1.84 700.61 16.81 Minimum

Adhesiveness (g) 0.69 1050.81 -3.10 Saddle point

Gumminess (g) 2.12 700.35 21.46 Saddle point

g에서 나타났고 이때 추정값은 -3.10 g, 임계점은 saddle

point였으며, Gumminess에 대한 반응표면 최대값은 모시첨

가량과 가수량이 각각 2.12 g과 700.35 g에서 나타났고 이때

추정값은 21.46 g, 임계점은 saddle point였다.

요 약

모시죽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7.40-11.60 brix, pH는

6.0-6.6 사이에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시죽의

amylose함량은 가수량에 의해 유의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가수량이 증가할수록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성은 가수량이 증가할수록 급격하게떨어지는 것을 보여

주었으나, 모시분말은 죽의 점성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 퍼짐성은 가수량이 증가할수록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점성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은

떨어진다는 사실과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모시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밝기는 현격히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가수량의 변화는 밝기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시분말 첨가량은 적색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황색도는 모시분말 첨가비를 증가시킬수록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시죽의 제조조건에서

가수량은 물성특성에 모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나 모시분말 첨가비율은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설정된 범위 내에서는 물성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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