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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고당 첨가 가래떡의 텍스처 변화와 노화 억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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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trogradation properties of a Korean rice cake (Karedduk) added with oligosaccharides after 0～30 hr
of storage at 5oC were examined by texture profile analysis and the Avrami equation using textural characteristics.
Oligosaccharides, such as galactooligosaccharide (50%) and maltooligosaccharide, were added to dry rice flour
at levels of 10%. In the amylogram, the breakdown (P-H) and consistency (C-H) of the Korean rice cake (Karedduk)
added with oligosaccharides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control. Texture profile analysis using a Texture Analyzer
revealed that the hardness of the Korean rice cake (Karedduk) added with oligosaccharides was lower than the
control. The Avrami exponent (n) for the control, galactooligosaccharide (50%) 10% and maltooligosaccharide
10% addition was 2.415, 2.771 and 2.683, respectively. The time constant (1/k) for galactooligosaccharide (50%)
10% or maltooligosaccharide 10% addition was higher than the control. Overall, adding galactooligosaccharide
(50%) 10% or maltooligosaccharide 10% to a Korean rice cake (Karedduk) is effective in retarding retro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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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올리고당은 단당류가 탈수 축합하여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한 것으로 단당류 2개부터 10개까지 구성된 당류를 총칭하

며 소당류라고도 한다(1,2). 프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

고당 및 말토올리고당은 전분 또는 전분질 원료에, 갈락토올

리고당은 유당 또는 유당질 원료에 효소를 작용시켜 얻은

당액을 가공한 혼합물을 말한다(3-5). 식품 소재로 이용되고

있는 올리고당은 유제품, 음료 및 장류 등에 첨가되고 있으

며(6,7) 설탕에 비해 칼로리가 적고 체내 장 기능을 활성화시

키는 기능성 감미료로 비피더스균과 같은 몸에 유익한 균의

번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3-6).

전분의 노화 억제에 대한 올리고당 첨가 효과 연구들(8-

17)에서 Katsuta 등(11)은 쌀 전분 겔의 점탄성 측정에서 올

리고당이 포도당이나 설탕보다 노화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백설기의 텍스처 특성을 비교 분석한 연구(12)에서

도 올리고당의 첨가 농도가 증가할수록 경도가 감소하여 저

장성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소말토올리고당 1, 2,

5% 첨가 수준별 쌀가루 겔의 노화도 조사에서 실온저장과

냉장저장 모두 첨가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노화도가 감소하

였고 냉장 저장하였을 때보다 실온에서 저장 시 노화억제

효과가 크다고 보고하였다(13). Son 등(14)은 올리고당을 첨

가한 떡을 저장하면서 노화억제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조

직감 측정의 경우에는 이소말토올리고당 10% 첨가가 가장

효과적이었고, DSC 측정의 경우에는 이소말토올리고당 5%

첨가가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당류 물질 1, 5 또는 10% 첨가

수준별 떡의 텍스처 특성 연구(16)에서 떡의 경도 변화에서

첨가 수준이 증가할수록 24시간 저장 후 경도가 낮아졌으며,

특히 트레할로스와 프락토올리고당(95%) 10% 첨가에서 경

도가 현저하게 낮아지며 노화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분의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분의 노화억제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

기 위하여 갈락토올리고당(50%)과 말토올리고당을 쌀가루

기준으로 당류 물질 첨가 떡의 텍스처 특성(16)에서 노화억

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10%의 농도로 첨가하여 쌀가

루의 pasting 특성을 측정하였고, 가래떡을 제조하여 5
o
C 냉

장 보관하면서 0, 2, 6, 24 및 30시간 경과 후 텍스처의 변화를

Texture Analyzer에 의해 측정하여 실험군의 떡을 무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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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xture analyzer conditions for texture profiles of a
Korean rice cake (Karedduk)

Parameter Operating condition

Distance format
Plunger diameter
Test speed
Pre-test speed
Post-test speed
Sample size (diameter×height)

25% strain
12.5 mm
1.7 mm/sec
5.0 mm/sec
10.0 mm/sec
12.5×15 mm

군 떡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가래떡의 노화도는 텍스처 특성

중에서 0, 2, 4, 6, 22, 24, 28 및 30시간 경과 후 경도의 변화를

이용하여 Avrami 방정식에 따라 실험군의 떡을 무첨가군

떡과 비교하여 노화 특성 분석을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쌀가루는 2003년산 경기 추청미로 3

시간 침지한 후 roll mill(경창기계, 경기도 광주, 한국)을 사

용하여 습식방법에 의해 제분하였으며 쌀가루 제조 후 사용

전까지 폴리에틸렌 봉지에 포장하여 냉동(-20oC)보관하였

다. 가래떡에 첨가된 갈락토올리고당(50%)은 삼양제넥스

(서울, 한국)에서 말토올리고당은 대상(주)(서울, 한국)에서

구입하였다.

쌀가루의 amylograph 측정

쌀가루의 pasting 특성은 Juliano 등의 방법(18)에 의하여

측정하였으며, BrabenderⓇ Visco/Amylograph(801360, OHG

Brabender Co., Ltd., Duisburg, Germany)를 이용하여 쌀가

루 8% (w/w)에 갈락토올리고당(50%)과 말토올리고당을

쌀가루 기준 각각 10% 농도로 첨가하였으며 무첨가군과 비

교하여 물성 특성을 측정하였다. Amylograph 측정 조건으

로 35
o
C에서 95

o
C까지 1.5

o
C/min의 속도로 가열하여 95

o
C에

서 15분간 유지시킨 다음 다시 동일한 속도로 50oC까지 냉각

하여 15분간 유지시킨 후 측정하였다. Pasting 특성은 최고

점도(P: peak viscosity), 95
o
C에서 15분간 유지시킨 후의 점

도(H: hot paste viscosity), 50oC에서 15분간 유지시킨 후의

점도(C: cold paste viscosity), 노화에 관련이 있는 이들 두

점도의 차 즉 breakdown(P－H), consistency(C－H) 그리고

setback(C－P) viscosity를 산출하였다(17).

가래떡의 제조

떡의 제조는 쌀가루(300 g)에 따라 수분함량을 43%로 조

정하였고 갈락토올리고당(50%)과 말토올리고당을 쌀가루

기준 각각 10% 농도로 첨가하여 전기찜기(SO2-6166,

Shanghai SEB Electric Appliances Co., Shanghai, China)

에 40분간 증자한 후 녹즙기(DC-502, 동아산업, 서울, 한국)

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노화 특성 분석조건은 가래떡을

20 cm 정도 길이로 제조한 다음 폴리에틸렌 백에 밀봉하여

5oC 냉장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기계적 텍스처 특성

제조된 가래떡은 지름×높이=12.5×15 mm 크기로 자른

후 Texture Analyzer(model TA-XT2, Stable Micro Sys-

tem Ltd., Haslemere, England)를 이용하여 Bourne(19)에

의해 기술된 방법으로 당류 첨가 떡의 텍스처 특성(16)의 연

구와 같은 조건에서 가래떡을 5oC 냉장 보관하면서 0, 2, 6,

24 및 30시간 경과 후 텍스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Table

1). TPA(texture profile analysis) 방법으로 two bite com-

pression에 의해 3회 반복(5회 측정/실험), 총 15회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탄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 씹힘

성(chewiness), 검성(gumminess), 부착성(adhesiveness)

및 경도(hardness) 값을 측정하였다.

저장 중 rigidity modulus(E)의 변화 측정

제조된 가래떡을 5
o
C 냉장 보관하면서 0, 2, 4, 6, 22, 24,

28 및 30시간 경과 후 rigidity modulus(E)를 Texture Ana-

lyzer(model TA-XT2, Stable Micro System Ltd.)를 사용

하여 텍스처 특성과 같은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TPA 방법

에 의해 두 번 압착하였을 때 얻어진 곡선으로부터 얻어진

경도(hardness) 값으로 rigidity modulus(E)의 변화를 측정

하였다.

반응속도론적 노화도 분석

가래떡의 텍스처 특성 중 경도변화를 Kim 등(20)에 의해

기술된 Avrami 방정식에 따라 당류 첨가 가래떡 노화억제

의 연구(17)와 같은 방법으로 노화 특성분석을 하였다.

경도의 변화로부터

= 


(1)

=일정시간 후 결정화 되지 않는 부분

=속도상수(rate constant)

=결정화 mode에 따라 1∼4의 값을 갖는 Avrami 지수

=저장시간(storage time)

 

 
 

   (2)

=초기(0 시간)의 경도

=시간 경과 후의 경도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도

식 (2)에서 자연로그와 상용로그를 취하면 다음과 같다.

ln       (3)

log ln      log    log  (4)

혹은 ln       ln    (5)

Avrami 지수(n)는 log로 표시된 식 (4)에서 log{-ln(EL－

E t)/(EL－E0)} (y축)을 log t(x축)에 대하여 좌표로 나타낸

그래프의 기울기로 구하였다. 속도상수(k)는 방정식 (5)로부

터 ln(EL－Et)와 시간 t를 축으로 한 그래프의 기울기로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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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effect of oligosaccharides addition on pasting properties of rice flour

Samples
Pasting properties1,2)

Peak
viscosity (P)

Hot paste
viscosity (H)

Cold paste
viscosity (C)

Break
down (P－H)

Consistency
(C－H)

Setback
(C－P)

Control
Galactooligosaccharide (50%) 10%
Maltooligosaccharide 10%

508
433
485

278
285
345

553
465
525

230
148
140

275
180
180

45
33
40

1)
8% (w/w, dry weight basis).

2)
Means of two replications.

0.20

0.40

0.60

0.80

1.00

1.20

0 5 10 15 20 25 30

 Storage time (hrs)

S
pr

in
gi

ne
ss

  .

Control
Galactooligosaccharide(50%) 10%
Maltooligosaccharide 10%

Fig. 1. Springiness profiles for a Korean rice cake (Kare-
dduk) with added oligosaccharides after 0, 2, 6, 24, and 30
hr of storage at 5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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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hesiveness profiles for a Korean rice cake (Kare-
dduk) with added oligosaccharides after 0, 2, 6, 24, and 30
hr of storage at 5oC.

였으며, 시간상수(1/k)는 속도상수(k)의 역수를 사용하였다.

가래떡의 이론적 최고 경도(limiting modulus)는 5oC에서 4

일간 저장 후 경도로 얻었다.

통계분석

본 실험은 3회 반복 실험하였으며 실험군간 차이검증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 8.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실험군간 차이가 있는 특성의 경우, 실험군의

평균값 간의 차이수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SNK(Student

Newman Keul)의 다중비교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쌀가루의 amylograph 측정

노화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검색된 당류 물질 갈락토올

리고당(50%)과 말토올리고당을 쌀가루 기준으로 각각 10%

농도로 첨가한 쌀가루의 BrabenderⓇ Visco/Amylograph에

의한 pasting 특성은 Table 2에 나타나 있다. 갈락토올리고

당(50%)과 말토올리고당을 첨가한 실험군의 pasting 특성

에서 peak(P) viscosity는 무첨가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hot paste viscosity(H)는 높게 나타났다. 노화억제에 대한

당류 첨가 효과(17)와 마찬가지로 올리고당의 첨가에 의해

전분 호화가 지연되어 일어난 현상으로 여겨진다. Break-

down(P-H)과 consistency(C-H)는 모든 실험군에서 무첨

가군인 control에 비해 낮게 나타나 실험군에서 노화억제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리고당 첨가 떡의 물리적 텍스처 변화

올리고당 첨가 떡의 물리적 텍스처 변화 분석을 위하여

당류 물질 첨가 가래떡의 텍스처 연구(16)와 같이 쌀가루의

수분함량에 따른 가래떡의 경도 변화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

에 따라 쌀가루(300 g)에 수분함량을 43%로 조정하여 가래

떡을 제조한 후 텍스처 변화를 조사하였다.

물리적 텍스처 변화 분석을 위해 갈락토올리고당(50%)과

말토올리고당을 쌀가루 기준으로 각각 10% 농도로 첨가하

여 가래떡을 제조하였고, 5oC 냉장 보관하면서 0, 2, 6, 24

및 30시간 경과 후 가래떡의 탄성(springiness), 응집성

(cohesiveness), 씹힘성(chewiness), 검성(gumminess), 부

착성(adhesiveness) 및 경도(hardness) 등 텍스처 변화를 비

교하여 측정하였다. 효과적인 노화억제 물질의 기준은 실험

군 떡의 경도를 무첨가군(control) 떡과 비교하여 낮은 정도

로 판단하였다. 무첨가군 가래떡과 비교하여 Texture Ana-

lyzer에 의해 측정한 텍스처 변화의 결과는 Fig. 1～6에 있다.

탄성(springiness)의 경우(Fig. 1) 저장 24시간 경과까지

실험군 모두 무첨가군과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여

주었으나 저장 30시간 경과 후 모든 실험군들은 무첨가군보

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응집성(cohesiveness)의 경우(Fig. 2) 실험군 모두 무첨가

군과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다른 연구

들(14-16)에서도 떡을 냉장 보관 시 올리고당의 첨가가 무첨

가군과 실험군 간에 차이가 없어 응집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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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dhesiveness profiles for a Korean rice cake (Kare-
dduk) with added oligosaccharides after 0, 2, 6, 24, and 30
hr of storage at 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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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ardness profiles for a Korean rice cake (Karedduk)
with added oligosaccharides after 0, 2, 6, 24, and 30 hr of
storage a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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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ewiness profiles for a Korean rice cake (Karedduk)
with added oligosaccharides after 0, 2, 6, 24, and 30 hr of
storage at 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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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umminess profiles for a Korean rice cake (Kare-
dduk) with added oligosaccharides after 0, 2, 6, 24, and 30
hr of storage at 5oC.

씹힘성(chewiness)의 경우(Fig. 3) 실험군에서 무첨가군

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으며 갈락토올리고당

(50%)과 말토올리고당 10% 첨가한 가래떡은 저장(5oC) 30

시간 경과까지 씹힘성에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검성(gumminess)의 경우(Fig. 4) 실험군에서 무첨가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으며 갈락토올리고당(50%)

과 말토올리고당 첨가한 가래떡은 저장(5oC) 30시간 경과까

지 검성에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부착성(adhesiveness)의 경우(Fig. 5) 갈락토올리고당

(50%) 10% 첨가 가래떡이 5oC 저장 24시간 경과에서 무첨가

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저장(5oC) 30시간 경과 후 모든 실

험군들은 무첨가군에 비해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갈락토올리고당(50%) 5% 첨가(16)와 비교 시

10% 첨가의 경우 5oC 냉장 보관 6시간에서 부착성이 증가하

였으나 24시간 이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경도(hardness)의 경우(Fig. 6) 실험군에서 무첨가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으로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 주었

으며 갈락토올리고당(50%)과 말토올리고당 첨가한 경우에

저장(5oC) 30시간 경과까지 경도 변화에 큰 차이가 없이 비

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갈락토올리고당(50%) 또

는 말토올리고당 10% 첨가 떡의 노화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특히 갈락토올리고당(50%) 첨가 수준 별 경

도 변화에서 갈락토올리고당(50%) 5% 첨가의 경도 변화

(16)와 비교하면 10% 첨가군의 측정값이 낮아짐으로 첨가

수준이 증가할수록 노화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리고당이 설탕에 비해 점도와 수분 보습력의 효과

(4,11)가 높으므로 가래떡에 첨가 시 노화억제 효과가 있다

고 설명될 수 있다.

경도 변화를 Avrami 이론에 적용한 노화 특성 분석

올리고당 첨가 떡의 노화 특성 분석을 위해 갈락토올리고

당(50%)과 말토올리고당을 쌀가루 기준으로 각각 10% 농도

로 첨가하여 제조한 가래떡을 5
o
C 냉장 보관하면서 제조시

간 0, 2, 4, 6, 22, 24, 28 및 30시간 경과 후 가래떡의 경도의

변화를 Avrami 방정식에 따라 실험군의 떡을 무첨가군 떡

과 비교하여 노화 특성 분석을 하였다. 효과적인 노화억제

물질의 기준은 무첨가군과 비교하여 Avrami 지수(n)는 낮

은 값으로, 시간상수(1/k)는 높은 값으로 판단하였다.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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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lot log{-ln(EL-Et)/(EL-E0)} vs log t for a Korean
rice cake (Karedduk) with added oligosaccharides after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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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lot ln(EL-Et) vs time for a Korean rice cake (Kare-
dduk) with added oligosaccharides after 0, 2, 6, 24, and 30
hr of storage at 5oC.

Table 3. Avrami exponent, rate constant and time constant
of a Korean rice cake (Karedduk)

Samples
Avrami
exponent
(n)1)

Rate
constant
(k)2)

Time
constant
(1/k)

Control
Galactooligosaccharide
(50%) 10%
Maltooligosaccharide 10%

2.415
2.771

2.683

2.31×10-2
1.18×10-2

1.21×10-2

43.29
84.75

82.64
1)Values obtained from slop of plot log{-ln(EL－E t)/(EL－E0)}
vs log t.
2)Values obtained from slop of plot ln(EL－E t) vs time.

고당을 첨가하여 제조한 가래떡을 5oC 냉장 보관하면서 제

조시간 0, 4, 22 및 28시간 경과 후 가래떡의 경도의 변화를

Avrami 방정식에 따라 log{-ln(EL－E t)/(EL－E0)}와 log t

를 축으로 나타낸 그래프는 Fig. 7에 있다. 또한 떡의 저장시

간 0, 2, 6, 24 및 30시간 경과에 따른 가래떡의 경도의 변화를

Avrami 방정식에 따라 ln(EL－Et)와 시간 t를 축으로 한 그

림은 Fig. 8에 있다. 무첨가군(control)을 포함한 올리고당이

첨가된 가래떡의 Avrami 지수(n)와 시간상수(1/k)는 Table

3에 나타나 있다.

본 실험의 무첨가군 떡의 결정화 형태를 나타내는 Avrami

지수(n) 값은 2.415로 Han(21)의 연구 결과의 2.34와 비슷한

값을 보였으며, 본 실험의 경우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군의 경우 2.683에서 2.771 범위로 무첨가군보다 약간

높은 값을 보여 주었다. 당류 물질의 노화억제 연구(17)에서

도 갈락토올리고당(50%) 5% 첨가한 가래떡의 경우 Avrami

지수(n) 값은 2.873으로 무첨가군보다 약간 높은 값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노화의 속도를 나타내는 시간상수(1/k)는 무

첨가군과 비교하여 높은 값을 나타내어 노화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속도상수(k)는 ln(EL－Et)와 시간 t를 축으로 한 그래프에

서 구하였으며(Fig. 8), 시간상수(1/k)는 속도상수(k)의 역수

를 사용하였다. 노화의 속도를 나타내는 시간상수(1/k)는 무

첨가군 떡의 경우 43.29이었다. 갈락토올리고당(50%)과 말

토올리고당 10% 첨가 수준의 떡은 시간상수가 84.75와

82.64이었고 실험군 모두 무첨가군에 비해 노화의 진행 속도

가 느린 것으로 나타나 노화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3).

결론적으로 본 실험에 사용한 올리고당인 갈락토올리고

당(50%)과 말토올리고당은 가래떡 제조 시 10% 수준으로

첨가하면 조직감의 변화를 보여 주었고 노화속도가 무첨가

군에 비해 비교적 느린 것으로 나타나 노화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쌀 가공제품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가래떡의 노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갈락토올리고당

(50%)과 말토올리고당을 쌀가루 기준으로 각각 10% 농도로

첨가하여 쌀가루의 pasting 특성을 측정하였고, 가래떡을 제

조하여 5
o
C 냉장 보관하면서 0, 2, 6, 24 및 30시간 경과 후

텍스처의 변화를 Texture Analyzer에 의해 측정하여 실험

군의 떡을 무첨가군 떡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가래떡의 노화

도는 텍스처 특성 중에서 0, 2, 4, 6, 22, 24, 28 및 30시간

경과 후 경도의 변화를 이용하여 Avrami 방정식에 따라 실

험군의 떡을 무첨가군 떡과 비교하였다. 갈락토올리고당(50

%)과 말토올리고당을 첨가한 실험군의 pasting 특성에서

peak(P) viscosity는 무첨가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hot

paste viscosity(H)는 높게 나타났다. Breakdown(P-H)과

consistency(C-H)는 모든 실험군에서 무첨가군에 비해 낮

게 나타나 올리고당을 10%를 첨가한 실험군에서 노화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텍스처 특성 중 경도의 경우

실험군은 무첨가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으로 노화를 억제

하는 효과를 보여 주었다. Avrami 방정식에 따른 노화 특성

분석 결과는 Avrami(n)지수 값은 무첨가군보다 약간 높은

범위였으나 노화의 속도를 나타내는 시간상수(1/k)는 무첨

가군 떡의 경우 43.29이었고 실험군의 경우는 82.6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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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5 범위로 무첨가군에 비해 그 값이 높았으며 노화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첨가군에 비교하여 실험군

모두 경도가 낮고 노화 진행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나 갈락

토올리고당(50%)과 말토올리고당을 가래떡 제조 시 10% 수

준으로 첨가하면 노화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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