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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분말이 첨가된 즉석 누룽지의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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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assess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instant Nuroong-gi prepared with 0%, 2%, 4%, 6%, or 8% (all w/w) 
yam powder. We measured color, water binding capacity, viscosity, the sedimented volume of insoluble solids, 
turbidity, total sugar, and reducing sugar and conducted sensory evaluation. Lightness decreased with a rise in 
the proportion of yam powder. However, both redness and yellowness rose with an increasing proportion of powder. 
The water binding capacities of Nuroong-gi prepared with yam powder were higher than that of rice powder. The 
viscosity increased with increasing levels of powder. The level of insoluble solids, the turbidity, and the concentrations 
of total sugar and reducing sugar all rose with increasing cooking temperature. Sensory evaluation showed that 
Nuroong-gi with yam powder at 2% (w/w) was optimally 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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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마(Dioscorea japonica)는 마과에 속하는 다년생 덩굴식

물로서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 널리 분포하며 마는 덩이뿌

리의 모양에 따라 참마, 긴마, 단마로 나누어진다. 마는 점질

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수용성의

acetyl mannan과 같은 다당류가 대부분이며 무기질, 비타민

등도 포함되어있다(1). 마의 뿌리는 오랜 세월에 걸쳐 구황

식품뿐 아니라 폐와 비장에 유익하여 자양 및 강장, 지사,

지갈, 정장, 진해, 거담, 이뇨, 해독효과가 있고 영양 및 소화

개선, mucin에 의한 면역기능의 강화, 신경통, 류마티즘 개

선, 뇌기능의 유지개선 효과가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당뇨병 대한 개선효과와 혈액 중의 중성지질 감소효과도

보고되어있다(2-4). 이외에 마의 효능은 당뇨병을 비롯한

고콜레스테롤혈증, 대장암 예방 및 면역기능 증강에 효능

등이 있는 식품으로 밝혀졌다(5-7). 이러한 마는 오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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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유용하게 이용되어 왔으나 주로 생으로 갈아먹거나, 굽

거나 쪄서 먹는 실정으로 가공방법이 다양하지 못하였는데

최근 마의 생리효능이 밝혀지면서 점차 그 이용방법이 다양

화되고 있다(8). 이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는 쌀을 이용하

여 가공식품으로 활용하는 이용률은 주류용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으며 기타 다른 제품의 활용에서 미미한 실정이다

(9). 최근에는 주식으로 쌀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수분

해에 의한 기능성 향상 및 가공품으로의 활용에 대한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0). 맛있고 편리하면서 가공

식품으로써의 다양한 개발 및 이용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쌀 가공품의 다양화를 위해서 쌀을 원료로 하는

전통식품의 개발에 쌀을 부분적으로라도 이용하는 복합가

공식품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할 것이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누룽지의 제조공정에서 이용가

치와 영양가치가 충분한 마 분말을 첨가하여 누룽지의 구수

하면서도 독특한 향미를 가진 우리 민족의 고유한 맛으로

과학적인 연구 자료가 바탕이 되어 누룽지의 고유의 풍미를

지니면서 식감도 우수한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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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마 분말 첨가 누룽지가 고유의 특성과 식감이 우수한

품질을 가지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마 분말을 첨가하여 즉석 누룽지 제조에 사용한 쌀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생산된 2008년산 쌀(품종:백진주미)을

사용하였으며 첨가한 마 분말(마 분말, 북안동농협)은 경기

도 성남시 하나로 마트에서 당일 구입하여 외관 선별 후

사용하였다.

누룽지 제조

마 분말을 첨가한 누룽지 제조는 Fig. 1과 같이 준비된

쌀을 물에 3번 세척한 후에 3시간 침지시키고 수분 함량이

약 25~30%정도 되게 한 다음 30분 탈수 공정을 거쳤다.

이후 증기밥솥을 조건에 맞게 설정하고 마 분말을 무 첨가

또는 2, 4, 6, 8%첨가 하여 누룽지 제조에 앞서 전처리을

실시하였다. 처리된 밥은 지름 7~10 cm의 동그란 판이 부착

된수동식누룽지제조장치(BE-5200, BAETEL INDUSTRIAL

CO., Namhae, Korea)을 이용하여 판 위에 10~15 g을 정량하

여 160~170℃ 온도에서 4분 동안 팽화 시켜 즉석 누룽지를

얻었는데 이때 외관 형태는 한쪽 면은 밥알이 눌려진 형태

였고 다른 면은 밥알이 부풀어 팽창된 모양 이었다.

Fig. 1. Flow sheet of production of yam powder containing
Nuroong-gi.

색도 측정

마 분말을 첨가한 누룽지의 색도 측정은 표준백판(L =

97.47, a = -0.02, b = 1.67)으로 보정된 colorimeter(CR-300

Minolta Chromameter, Minolta Camera Co., Osaka, Japan)를

이용하여 시료군 마다 3회 반복하며 Hunter L, a 및 b 값을

측정한 후 △E값을계산하였으며, 모든시료는각 3회반복

측정하여 아래 식에 대입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식 

누룽지의 물 결합능력

물 결합능력은 Medcalf와 Gilles의 방법(12)을 변형하여

즉석 누룽지가루(30~50 mesh) 1 g을 증류수 30 mL를 가한

후 자석교반기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잘저어준

다음, 미리 무게를 잰 원심관에 넣고 3000 rpm에서 30분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제거하고 침전된 누룽지 가루의 무게

를 칭량하여 시료 누룽지가루와의 중량비로 계산하였으며

쌀가루의 물 결합능력을 대조군으로 삼아 비교하였다.

점도 측정

제조된 누룽지의 점도는 Brookfield viscometer(model-

DVⅡ, Brookfiled Engineering Labs, USA)와 3.0 cm, 높이

9.5 cm인 원형용기에 제조된 즉석 누룽지가루(30~50 mesh)

1 g을 증류수 30 mL를 가한 후 35℃에서 spindle No.3을

사용하여 100 rpm에서 3회반복측정하여평균값을계산하

였다.

침전물 생성량 및 탁도 측정

침전물 생성량은 중량을 대비하여 제조된 누룽지를 40%

첨가하여 온도조건을 30, 60 그리고 90℃에서 15분 추출한

후 원심분리 및 여과시켜 10 mL 눈금 실린더에 넣고 5℃

냉장고에서 36시간 저장한 다음 침전부위의 용량을 mL로

측정하였다. 탁도는 가열 추출한 시료를 희석한 다음

Spectrometer(V-530, Jasco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90 nm에서 흡광도로 표시 하였다.

총 당

마 분말을 첨가한 누룽지의 총당은 각각의 시료 10 g을

100 mL volumetric flask에 넣고 온도조건을 30, 60 그리고

90℃에서 증류수를 정용하여 희석하였다. 희석된 용액을

test tube에 0.6 mL넣고 5%(v/v) phenol(Shinyo Pure

Chemicals Co., Ltd., Osaka, Japan)용액 0.36 mL를 첨가한다.

여기에 95% 황산(Dea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Siheung, Korea) 2.16 mL를 가하고 voltex mixer을 사용하여

5~10초간 강하게혼합한 후 30분 동안 상온에 방치 하였다.

Spectrometer(V-530, Jasco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48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 곡선 검량선을 작

성하기 위해 1 mM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0.1 mL~0.6 mL넣

고 동일한 방법으로 Glucose standard curve(y=0.3142x-0.034,

R2=0.9882)를 이용하여 총당 함량(%)을 구하였다(13).

환원당

마 분말을 첨가한 누룽지의 환원당은 각각의 시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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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을 100 mL volumetric flask에넣고 온도조건을 30, 60 그리

고 90℃에서 증류수를 정용하여 희석하였다. 희석된 용액

1 mL를 test tube에 넣고 Dinitro-salicylic acid(DNS) reagent

1 mL를 가하여 잘 섞은 후 95~100℃ 물에서 15동안 중탕

시켰다. 상온에서 충분히 식힌 후 증류수 3 mL를 넣어

voltex mixer을 사용하여 5~10초간 강하게 혼합하였다.

Spectrometer(V-530, Jasco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46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Glucose standard

curve(y=1.0905x-0.0102, R2=0.9973)를 이용하여 환원당 함

량(%)을 구하였다(14).

관능평가

관능검사는 실험 처리구에 따라 색(color), 향기(flavor),

맛(taste), 조직감(texture) 및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 대하여 훈련된 관능요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처리구는 직경 10 cm의 흰색 종이 위에

시료를 제시하여 평가하게 하였다. 각 처리구별 평가항목

에 대하여 아주 좋음 (9점), 좋음 (7점), 보통 (5점), 나쁨

(3점), 아주 나쁨 (1점)의 9점 척도 법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값에 대한 평균치와 표준편차로 결과를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본 실험은 독립적으로 3회이상반복 실시하여 실험결과

를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실험군의 유의성을 검증

하기위해 SAS 6.0 for windows program(15)을 이용하여 실

시하였고, p<0.05 수준에서 Duncan의 다중 검정법(DMRT,

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색도 측정

마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누룽지의 색도는 Table 1과

같이 무 첨가 누룽지의 명도(L)가 68.73±0.47의 값으로 가

장 밝은 색을 나타내었으며 마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L)는 낮게 나타내었다. 적색도(a)와 황색도(b)에서는

마 분말 첨가량에 따라명도(L)와는 다르게 마 분말 첨가량

이 증가 할수록 적색도(a)와 황색도(b)의 차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E값이 증가하였다. 누룽지의 색도

측정결과와 관능검사항목중에서 유의성을 보인 색에 있어

서 마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누룽지 색을 가장 선호

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마 분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에

의하여 너무 연하지 않은 밝기의 색을 선호하며 적절한

황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Park 등(16)의 연구

에서압력솥 취반 누룽지 색을 가장 선호하고 황색을 선호

하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1. Comparison of colors of Instant Nuroong-gi added with
yam powder

Added
concentration

Factors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 △E

0% 68.73±0.47A** 2.77±0.02B 13.25±0.03C 0

2% 62.04±1.50
A

3.86±0.28
A

13.67±0.62
C

6.79

4% 59.58±0.63
BC

4.15±0.59
A

15.10±0.53
B

9.44

6% 58.90±2.53C 4.74±0.55A 16.07±0.25A 10.42

8% 56.55±1.90
C

4.72±0.35
A

15.31±0.09
AB

12.51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물 결합 능력 및 점도

마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누룽지의 물 결합능력은

Table 2에서와 같이 쌀가루의 물 결합능력이 2.7~2.8보다

상당히높은 물결합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 분말

을 무 첨가한 누룽지의 경우 물 결합능력이 6.02±0.2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마 분말 8%첨가된 누룽지의 경우

6.78±0.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반 조건이 일정한 상태

에서 마 분말의 첨가량에 조금씩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났으

며 제조된 누룽지의 물 결합능력은 6.02~6.78로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쌀가루의 물 결합능력과 비교 하였을

때는 물 결합능력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이

는 Suh 등(17)의 연구에서 증기솥취반누룽지가 2.5배증가

하고 압력솥 취반 누룽지가 2.3배 물 결합능력이 증가하였

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증기솥의 경우 취반과

정에서 발생하는 수분에 의하여 수분보유 능력이 증가하고

마 분말 처리에 따라 제조과정에 수분의 건조가 이루어져

물 결합능력에서 차이가 발생 한다고 판단된다. 마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누룽지의 점도 측정은 Fig. 2와같이 무

첨가 누룽지가 345.40±30, 2% 첨가 누룽지가 354.15±42,

4% 첨가 누룽지가 384.70±17, 6% 첨가 누룽지가 379.79±27

그리고 8% 첨가 누룽지가 401.15±15로 나타나 편차 범위

안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증기취반조건

아래에서 마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누룽지의 점도가

높아졌다. 이는 물 결합능력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물 결합

능력이 누룽지의 점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Cha(18)의 연구에서도 수분첨가량을 줄일 때에는 높은 점

도를낮춰주어야가능할 것이고호화 이전에 가수분해 시켜

서 그 영향을 조사하여 호화시킨 쌀가루의 DE(dextrose

equivalent)값이 증가하다가 이후 서서히 증가하였으며 물

을 첨가한 쌀가루 분산액을 호화시켰을 때 점도는 너무

높아 측정이 불가능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

에서도 증기취반 조건아래 마 분말 첨가량에 따라 점도의

변화가달라지며 수분함량과 물결합능력에 따라서도 누룽

지의 점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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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water binding capacity of Nuroong-gi
added with yam powder

Added concentration WBC1)ratios

0% 6.02±0.24C**(2.8)2)

2% 6.12±0.12B(2.8)

4% 6.65±0.17A(2.8)

6% 6.72±0.14A(2.7)

8% 6.78±0.11A(2.8)
1)Water binding capacity
2)WBC ratios by weight compared rice flour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dded concentration (%)

0% 2% 4% 6% 8%

Viscosity (cps) 0

100

200

300

400

500

Fig. 2. The viscosity(cps) of Instant Nuroong-gi added with yam
powder.

침전물 생성량 및 탁도 측정

누룽지를 온도조건 별로 추출하고 원심분리 시킨 후 여

과시킨 누룽지액의 침전물 생성량과 탁도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누룽지의 주요 품질지표의 하나인 누룽지액의

침전물(19)은 취반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추출온도

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90℃에서 추출

한 침전물은 증기솥 취반과 압력솥 취반 누룽지 그리고

마 분말의 첨가량에 상관없이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온도에변화에 따라 침전물 발생이 나타났다 이는

Ha 등(19)의 연구에서 추출온도와 추출시간이 증가할수록

생성되는 침전물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

였다. 침전물 생성의 특성은 추출한 즉시는 수용성 형태로

존재하였던고형분의 일부가냉각된 상태로 되면서불용성

물질화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높은 온도에서의 침전물

증가는 가열처리로 일부 성분들이 변성되면서 분자구조가

응집되는 형태로 되거나 소수성기가 분자표면에 노출되었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탁도에서도 추출온도가 높

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탁도는

낮은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마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침전

물 생성과 유사한 것으로 탁도는 수용성 물질의 농도에서

주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Kim 등(20)의 보리에

효소처리를 할 경우 효소처리 시간이길수록보리차의탁도

는 감소하지만 전분의 가수분해정도를 나타내는 포도당

당량(dextros equivalent)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러한 점들로볼때많이볶을수록전분질 용출이 적고 수용

성 성분이 증가하여 탁도가 감소하다가 불용성의 열분해

중간산물들이 용출되므로 탁도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Changes in sedimented volume and turbidity of
Nuroong-gi added with yam powder by conditions of variety
temperature

Added
concentration

Sedimented volume (mL) Turbidity (590 nm)

30℃ 60℃ 90℃ 30℃ 60℃ 90℃

0% NM1) 0.09B** 0.21B 0.082E 0.111E 0.163E

2% NM 0.09AB 0.22A 0.093D 0.142D 0.194D

4% NM 0.11
A

0.23
A

0.101
C

0.154
C

0.227
C

6% NM 0.09
AB

0.21
A

0.113
B

0.168
B

0.246
B

8% NM 0.09
AB

0.22
A

0.119
A

0.175
A

0.265
A

1)NM : not measurabl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총당 및 환원당

당은 환원당과 비환원당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합하

여 총당 이라고 한다. 마 분말을 첨가하여 추출온도 설정

조건에 따라 총당 함량의 변화는 Fig 3과 같이 나타내었다.

마 분말의 첨가량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는 발생하지않았

지만 온도조건에 따라 총당은 가열온도 30℃에서 1.79~

1.89%, 가열온도 60℃에서 2.37~2.46% 그리고 가열온도

90℃에서 3.17~3.42%로 나타났다. 이는 Park 등(16)의 연구

에서 가열시간에 증가에 따라 총당의 함량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 즉, 누룽지의 제조과정에서 누룽지

를 고온 팽화시킴에 따라 쌀의 함유된 다당류가 열가수분해

Added concentration (%)

0% 2% 4% 6% 8%

Total sugar (%
) 0

1

2

3

4

5

30℃
60℃
90℃

Fig. 3. Total sugar (%) of Instant Nuroong-gi added with yam
powder by conditions of variety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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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덱스트린과 소당류의 함량이 증가되어서 누룽지의

가열조건아래 총당 함량이 많은 양 용출된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So 등(21)의 연구에서 팽화미분의 전분 당화력과

호정화력이 매우 높아 당이 잘 생성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고 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마 전분과 쌀 전분의

당화력이 열가수분해로 인해 총당의 함량이 온도가 증가

할수록 높게 나타난다고 판단된다. 환원당이란 반응성이

있는 알데히드기와 케톤기를 갖고 금속염 알칼리용액을

환원시키는 단당류와 이당류의 총칭이며 설탕을 제외한

포도당, 과당, 그리고 맥아당 등이 포함되며 감미도에 영향

을 주는 중요한 성분이다. 마 분말을 첨가하여 추출온도

설정 조건에 따라환원당 함량의변화는 Fig 4와 같이 나타

내었다. 총당과 같이 마 분말의 첨가량에 따라서 환원당의

함량은 유의적인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온도조건에

따라서 가열온도 30℃에서 0.49~0.52%, 가열온도 60℃에서

0.78~0.82% 그리고 가열온도 90℃에서 0.98~1.03%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Ha 등(19)의 연구에서 볶음 온도

및 시간에 따른환원당의변화에서볶음온도와 시간이길수

록 환원당이 증가였다고 보고 되어있다. 이와 같이 추출온

도에 의하여환원당 함량의변화하는 것은 유리당이나환원

성 말단을 가진 dextrin 등이 maillard 반응으로 소모되었기

때문이며, 일정 온도이상에서 다시 증가하는 것은 열분해

로 인한저분자량이 oligo당이나덱스트린등의환원당 생성

량이 소모되는 양보다 현저히많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Added concentration (%)

0% 2% 4% 6% 8%

Reducing sugar (%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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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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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0℃
60℃
90℃

Fig. 4. Reducing sugar (%) of Instant Nuroong-gi added with yam
powder by conditions of variety temperature.

관능평가

마 분말을 첨가하여 처리조건에 따라 제조한 5종류의

누룽지 대하여 관능적 특성 차이를 관능검사원들에 의해서

기호도 조사한 것을 분산 분석하여 Duncan 다중범위 검정

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마 분말 첨가량의

증가에 따른 증기취반조건에서 제조한 누룽지의 경우 색

(color), 향기(flavor), 맛(taste), 조직감(texture) 및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 대하여 관능특성치가 나타

났다. 색도의 경우 마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4.1~6.2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향기에서도 4.3~5.9로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Ahn 과 Yoon(22)

의 연구에서 마 분말를 첨가한국수에서 첨가량이늘어날수

록 기호도가 향상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는 보고와 일치한

다. 맛에서 마 분말을 2%첨가한 누룽지가 가장좋게 나타났

지만조직감은 마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낮아지는 경향

을 가졌다. 종합적인 기호도에서 마 분말 2%첨가 누룽지가

가장 좋았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마 분말을 알맞게 첨가하면 마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표면의 식감이좋아지고 누룽지 고유의 향이 증가하며 먹을

때 고소한 맛을느끼는 장점이 있었다. 이것으로 마 분말이

첨가된 누룽지 제조를 위해서는 2%정도의 마 분말을 쌀과

함께취반하여 누룽지를 제조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

되었다.

Table 4. Sensory evaluation of In-stant Nuroong-gi added with
yam powder

Added
concentration

Sensory evaluation

Color Flavor Taste Texture Acceptability

0% 4.1±2.42B** 4.3±2.35A 5.5±1.90AB 7.1±0.73A 6.4±1.17A

2% 5.2±2.29AB 5.8±1.93A 6.6±1.71A 6.0±1.24B 6.7±1.96A

4% 6.2±1.47A 5.2±1.81A 4.7±1.49BC 4.4±1.64C 6.3±0.67A

6% 5.3±1.49
AB

4.9±1.59
A

3.9±1.28
C

4.3±1.33
C

6.2±1.31
A

8% 6.2±2.34
A

5.9±1.79
A

4.6±1.42
BC

4.1±1.44
C

6.1±1.19
A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요 약

마 분말을 첨가한 누룽지의 품질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마 분말 무 첨가 2, 4, 6, 8% 첨가하여 처리조건에 따라

제조한 누룽지를 평가 비교하였다. 마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된 누룽지는 색도측정, 물결합능력, 점도측정, 침전물

생성량 및 탁도 측정, 총당측정, 환원당측정, 관능평가를

분석한결과 색도는 마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명도(L)

는 낮게 나타내었다. 적색도(a)와 황색도(b)에서는 마 분말

첨가량에 따라 명도(L)와는 다르게 마 분말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적색도(a)와 황색도(b)의 차이가 증가하였다. 마 분

말의 첨가량 따른 누룽지의 물 결합능력은 6.02~6.78로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쌀가루의 물 결합능력과 비교

하였을 때는 물결합능력이크게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내었

다. 점도는 마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누룽지의 점도가

높아졌다. 침전물 생성량은 온도에 따라서 추출한 침전물

이 마 분말의 첨가량에 상관없이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온도의 변화에 따라 침전물이 증가하였다. 탁도

에서는 추출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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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당과환원당은 마 분말의 첨가량에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

하지 않았으며 온도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였다. 관능평가

에서 마 분말 첨가량 큰 누룽지가 색과 향에서 좋았으며

맛과 종합적인 기호도에서 마 분말 2%첨가된 누룽지가

가장 우수하였다. 따라서 마 분말 2%첨가된 누룽지가표면

의 식감이 좋아지고 누룽지 고유의 향을 증가하며 먹을

때 고소한 맛을 느끼는 장점을 가질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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