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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식이섬유 는 난소화성 다당류를 기본으로(dietary fiber)

한 고분자 화합물로 수분 흡착력 양이온 교환 능력 겔, ,

형성능력 등의특징이있으며 장의정장작용을도와(1,2)

변비에효과적이며 내당성의향상 체내 콜레스테롤저하, , ,

유독성 유기물질의 흡수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식이섬유의주요공급원은녹황색채소(3-5). ,

과일류 해조류 및 과거부터 주식으로 사용하여 온 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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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들수있다 특히곡물과두류의껍질은식물세포벽(6).

및세포내용물에포함되어있는난소화성조섬유와불용성

식이섬유 성분인 셀룰로오스 및 헤미셀룰로오스를 다랑

함유하고있어정장작용에효과가높은우수한식이섬유

소재가 될 수 있다(7).

대두는 항암성과 여러 생리 활성을 나타낸다는 연구가

보고되면서 건강식품소재로서 기대되고있으며 대표적기

능성 물질로는 식이섬유 올리고당 이소플라본, , , phytic

콩단백질과그가수분해물acid, trypsin inhibitor, saponins, ,

식물성 과 화합물 등이 보고되었으며 그 중sterol phenol

이소플라본은 활성을 보여 으로 분류estrogen phytoes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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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evaluated the physicochemical and sensory properties of rice cake (Baekseolgi) admixed with various amounts

of soybean peel and prepared using a microwave oven. Moisture content decreased gradually during storage but

the decrease was less when soybean peel was present, compared with the control material (p<0.05). Weight reduction

was significantly inhibited as soybean peel level increased. The color lightness (L*) and redness (a*) values did

not significantly change after addition of soybean peel. However, the yellowness (b*) value increased uponaddition

of soybean peel (p<0.05). The RVA properties decreased significantly with the addition of soybean peel, but pasting

temperature increased. In terms of texture, neither springiness nor cohesiveness changed upon addition of soybean

peel. The hardness, gumminess, and chewiness of Baekseolgi tended to decrease in proportion to the amount of

soybean peel added. Adhesiveness rose gradually during storage but the increase was less when soybean peel was

added, compared with control. On sensory testing, neither color nor flavor changed upon addition of soybean peel.

Baekseolgi with 5% (w/w) soybean peel scored lowest in terms of taste. Hardness score and moisture level were

highest when soybean peel was added to 2%or 3% (both w/w). Overall acceptability was greatest when soybean

peel was added to 2% (w/w). Thus, Baekseolgi with 2% (w/w) added soybean peal was satisfactory. We conclude

that addition of soybean peel to Baekseolgi prepared using a microwave oven improves physicochemical and sensory

properties, and delays deterioration during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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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항암 효과 항산화 효과 폐경기 증후군 골다공증, , , , ,

심혈관계질환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과같은호르몬, , ,

과관련된질환에예방효과가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8).

그중대두피는단백질 식이섬유가 이상함유되20%, 50%

어 식이섬유 소재로서 식품학적 가치가 크고 이에 관한

연구로는 부산물 활용과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상당히

가치 있는 연구이지만 연구가 미흡하고 식이섬유 함량(9) ,

철등의성분분석외에는연구가수행되고있지못한실정

이다(10-11).

한편 떡은멥쌀이나찹쌀또는잡곡등의곡물을이용하,

여물에불려찌거나삶거나지져서익힌음식으로서 오랜,

세월동안우리생활에밀착되어온뿌리깊은음식이다(12).

떡은각종 행제 와 무의 또는 절식 등에널( ) ( ) ( )行祭 巫儀 節食

리 이용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음식중 하나이며(13),

가장기본이되는찐떡 은멥쌀이나찹쌀을물에담갔( )甑餠

다가가루로만들어시루에안친뒤김을올려익히는것으

로백설기 팥고물시루떡 송편 증편등이있다 그중백설, , , .

기는흰무리 꿀설기 콩버무리 쑥버무리등으로도불리는, , ,

백설기로나뉘며 백설기는 설기떡중가장먼저만들(14),

어진떡의기본형으로말그대로멥쌀가루에물또는꿀물

을섞어수분을조절하고체에쳐서공기를고르게혼입시

킨 후 하얗게 쪄낸 떡이다(15).

전통떡류를상업화 인스턴트화하는데가장문제가되,

는 요인은 노화이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식이섬유소를

첨가하여노화를억제하며보존성을높이는방법에대해서

도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다(16-18).

본 연구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즉석으로 섭취할 수

있는백설기를제조하고자하였고 식이섬유가풍부하지만,

사료로 사용되거나 폐기되고 있는 실정인 대두피 소재를

백설기에 첨가하여 전자레인지 조리 시 발생하는 급격한

수분증발현상을 억제시키고자 하였고더불어 식이섬유가

풍부한 백설기를 제조하여 저장기간에 따른 품질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멥쌀가루는 년에 수확한 멥쌀2008

을 공급받아 사용하였(Pan-Pacific Co., Ltd, Ansan, Korea)

으며 부재료인 대두피는 일반성분 분석 결과 수분함량,

조단백 조지방 조회분 식이섬유9.71, 9.33, 1.25, 15.54,

인 시료로 백두대간 에서 공급받아72.72 (Yeongwol, Korea)

사용하였다.

백설기의 제조

본실험에사용된즉석백설기는전자레인지(RE-C20SY,

를 과 같이 간편 조리방법으Samsung, Suwon, Korea) Fig. 1

로 제조하였다 즉 쌀가루 대비 대두피 분말을. , 0, 1, 2, 3,

로하여 과같이조성하여각각의처리군을쌀가5% Table 1

루와설탕및소금을배합비별로정확히계량하여전자레

인지용기에넣고잘섞어준후대두피를첨가하였다 여기.

에물 첨가하여반죽상태가고르게되도록 분간섞어100g 1

주었다 반죽이완료된처리군은 분간전자레인지로 열처. 3

리하여 즉석 백설기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백설기는 랩으.

로 씌운 후 실온에서 방냉시킨 후 저장기간별 (0, 24, 48

로 백설기의 품질 특성을 평가하였다hr) .

Rice flour + Sugar + Salt

⇩
Mixing 1 min

⇩
Mixed ingredient + Soybean peel + Water

⇩
Mixing 1 min

⇩
Mixed ingredient at microwave for 3 min

Fig. 1. Preparation for making instant soybean peel Baekseolgi.

Table 1. Formulation of Baekseolgi add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soybean peel

(unit: g)

Sample
1)

Rice Flour Water Sugar Salt
Baking
powder

Soybean
peel

Control 100 100 10 1 2 0(0%)

SRC1 100 100 10 1 2 1(1%)

SRC2 100 100 10 1 2 2(2%)

SRC3 100 100 10 1 2 3(3%)

SRC5 100 100 10 1 2 5(5%)

1)
Control, no soybean peel; SRC1, added with soybean peel 1%; SRC2, added with
soybean peel 2%; SRC3, added with soybean peel 3%; SRC5, added with soybean
peel 5%.

수분함량

제조된 대두피 백설기의 수분함량은 방법 으AOAC (19)

로백설기를잘게썰어 무게를잰후3g Dry Oven (ON-O2G,

상압가열건조법으로 반Jeio Tech Co., Ltd., Korea) 105 3℃

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무게 감소율

대두피 첨가 백설기의 무게 감소율은 백설기 조리 전

반죽의무게와조리후제조된최종백설기의무게를측정

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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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기 무게 감소율

(Weight reduction, %)
=

A - B
× 100

B

반죽의 무게A :

조리 후 떡의 무게B :

색 도

대두피 백설기의 색도는 색차계(CR-10, Minolta Co.,

를 이용하여 값 값Japan) L* (Lightness), a* (+: Redness, -:

값 을 측정하였고Greeness), b* (+: Yellowness, -: Blueness) ,

표준색판 값은 각각 값(White standard plate) L*, a*, b* L*

값 값 이였다91.8, a* 1.2, b* -4.3 .

측정RVA (Rapid viscosity analysis)
대두피를 첨가한 쌀가루의 호화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신속점도계(RVA, Rapid Visco Analyser, Newport Scientific

를 이용하여 측정하pty, Ltd., Warriewood, NSW, Australia)

였다 호화과정에 따른 점도변화는 각각의 시료 최종무게.

가 이 되도록 용기에 증류수를 가하여 에서28g RVA 50℃

분간유지한다음 로가열하고 에서 분간유지1 95 95 2.5℃ ℃

시킨 다음 까지 냉각시키고 분간 유지하였다50 2 . RVA℃

으로부터 최고점도 최저점도 최viscogram (peak), (trough),

종점도및 을구하였다 점도 단위는 인peak time . centi-poise

로 표시하였다cp .

조직감

대두피 백설기의 조직감 특성은 Texture Analyzer(TAXT

를 이용하여plus, Stable Micro Systems Ltd., England) TPA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Texture profile analysis)

측정하였다 즉 직경 의 를 사용하여. , 4.0 cm Plunger force

에서 로 측정하였고 이때 의and time mode two bite , plunger

은strain 70%, test speed 1.0 mm/sec, pre-test speed 1.0

로 하였으며 측정항목은mm/sec, post-test speed 5.0 mm/sec ,

경도 부착성 탄력성(hardness), (adhesiveness), (spring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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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구하였다.

관능검사

제조된대두피백설기의관능적품질의차이를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에 점 채점법을 사용한 다시료 비교법9

으로 평가하였다 각각의 시료(multiple comparision test) .

첨가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백설기의관능검사는 한국산

업기술대학교 대학원생 명을 관능검사요원으로 선정하20

였으며실험에사용된떡은만든지 시간경과후무작위로1

선정하였으며 시료는 의 일정한 크기로 자른 후2x2x2 cm

흰색 폴리에틸렌 회용 접시에 담아 제공하였으며 이때1 ,

모든 시료는 난수표에 의해 자리 숫자로 선정하였으며3

각각의항목의관능용어를충분히설명한후한개의시료

를 먹고 나면 반드시 물로 입안을 행군 뒤 다음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관능적 품질의 기호도는 점법 점. 9 (1 :

대단히싫어함 점 보통 점 대단히 좋아함으로 하였, 5 : , 9 : )

다 대두피 백설기의 관능적 품질요소는 색 향. (color),

맛 촉촉한 정도 단단한 정도(flavor), (taste), (moisture),

전반적인 기호도 를 표시하도록 하였다(hardness), (overall) .

통계처리

실험의 결과는 SAS (Statistical Analytical System, Version

프로그램을이용하여통계9.1, SAS Institute Inc., NC, USA)

처리 하였고 의다중범위검정법으로유의성을검증Duncan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분함량

대두피를 첨가한즉석백설기의 수분함량은 와같Fig. 2

다 대두피 무첨가군인 시간째에는 수분함량이 인데. 0 45.7

비해서 대두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백설기의수분함량은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대두피를45.9, 46.1, 46.1, 46.4

첨가함에따라서전자레인지에서조리시에급속증발하는

수분을 잡아주는데에 효과적임을 보였으며 저장 기간별로

보았을시대조군의경우제조후저장 시간 에서 시0 45.7 24

간 후 시간후 로저장기간이증가할수록수분43.3, 48 41.1

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은SRC1 45.9,

는 는45.8 44.7, SRC2 46.1, 46.0, 45.4, SRC3 46.1, 46.1, 46.1,

는 로 대두피를 첨가하지 않은 군보다SRC5 46.4, 46.4 46.2

는첨가한군에서수분함량의감소폭이적은것으로나타났

으며 첨가한군중에서도 첨가한군이수분의증발, 3%, 5%

을 막아주는데 효과적임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식이섬.

유의 수분흡착력 때문이며 이는 등의 연구에서 참, Lee(20)

취가루를 첨가한 찹쌀떡의 수분함량 결과1, 3, 5% 47.15,

1hr 24hr 48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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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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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SRC 1

SRC 2

SRC 3

SRC 5

Fig. 2. Moisture contents of Baekseolgi add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soybean peel during 48hrs.

Abbreviations: Control, no soybean peel; SRC1, soybean peel 1%; SRC2, soybean peel
2%; SRC3, soybean peel 3%; SRC5, soybean pee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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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취가루의 양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49.69, 51.52

증가하였으며 이는첨가량이많을수록수분보유력이높은,

것은 참취의 식이섬유소가 수분결합력이 커서 보수성을

갖게하였기때문인것으로보고하였다 본연구결과에(21).

서도식이섬유가풍부한대두피첨가가즉석백설기의수분

을 보유하여 저장기간이 증가하여도 대두피 무첨가군과

달리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대두피 첨가가 백설기의 수분을 보유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게 감소율

대두피를첨가한 즉석백설기의무게감소율은 과Fig. 3

같다 무게 감소율은조리전 후의무게차이를 비교하였을.

시 무게차이의감소중가장크게영향을주는것은수분이,

라고판단되었으며 마이크로웨이브로제조한떡은수분의,

증발이 크기 때문에 대두피를 첨가하였을 시 수분증발을

알아보기위하여한실험으로대두피첨가량이증가할수록

제조직후의무게감소율은유의적인차이를보이지않았지

만 저장시간이 증가할수록 대두피 첨가량에 따른 무게감,

소율변화는유의적으로크게나타났다 즉 대조군의경우. ,

제조직후 에서 로 무게 감소율이 증가하였으나12.4 20.4%

은 에서 는 에서 는SRC1 12.5 17.8%, SRC2 12.4 15.2%, SRC 3

에서 는 에서 로 대두피 첨가량12.5 15.1% SRC 5 12.3 13.5%

이증가할수록무게감소율의변화폭이적은것으로나타났

다 등의 연구에서는 프렌치브레드에. Lee(22) pectin,

등의 식이섬유를 첨가하여 굽기손실율을 본 결과chitosan

식이섬유를넣지않은대조군의경우 로가장손실률이15.4

컸던 반면 과 은 각각 로 손실률이pectin chitosan 11.6, 14.5

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나식이섬유의첨가로인해굽기손

실율이 감소하였으며 등의 연구에서는 다시마 식, Han(23)

이섬유소를소보로빵에 첨가하여무게를측정한0, 1, 3, 5%

결과다시마식이섬유첨가량이많은빵일수록무게가증가

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식이섬유물질의 보수력

때문이며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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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eight reduction of Baekseolgi add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soybean peel during 48hrs.

Abbreviations: Control, no soybean peel; SRC1, soybean peel 1%; SRC2, soybean peel
2%; SRC3, soybean peel 3%; SRC5, soybean peel 5%.

색 도

대두피를 첨가한 즉석 백설기의 색도 결과는 와Table 2

같다 값에서는대두피첨가량이증가함에따라유의적인. L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저장기간에 따라서도 유의적인,

차이를보이지 않았고 값에서는 대두피첨가량이증가함, a

에 따라유의적인차이를보이지않았으며 저장기간에따,

라서도유의적인 차이를보이지않았다 그러나 값에서는. b

대두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값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제,

조후저장 시간 시간에서도같은경향을보였다 이는24 , 48 .

대두피의 색이 옅은 노란색을 띄고 있기 때문에 에는L, a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갈색도를 나타내는 값에는b

영향을준 것이라생각된다 이는 등의 연구에서는. Kim(24)

식빵에대두를 첨가하였을시 값은대두0, 5, 10, 20, 30% , b

혼합 비율과 비례적으로 로7.61, 9.84, 11.40, 13.66, 18.37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값은 유의적인 차이를, a

보이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lor values of Baekseolgi add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soybean peel during 48hrs

Hunter value Sample
1)

Storage period (hr)

1 24 48

L

Control 84.5±0.5
a

83.9±0.5
a

84.8±0.2
a

SRC1 84.4±0.3
a

83.3±1.0
a

84.9±0.3
a

SRC2 84.8±0.3
a

84.2±0.5a 84.7±0.6
a

SRC3 84.9±0.3
a

83.4±1.0
a

84.8±0.2
a

SRC5 84.4±0.4
a

83.6±1.5
a

84.0±0.7
a

a

Control -1.4±0.2
a

-1.4±0.1
a

-1.4±0.0
a

SRC1 -1.4±0.1
a

-1.5±0.1
a

-1.4±0.0
a

SRC2 -1.3±0.1
a

-1.4±0.1
a

-1.4±0.1
a

SRC3 -1.4±0.1
a

-1.4±0.2
a

-1.4±0.0
a

SRC5 -1.3±0.1
a

-1.4±0.1
a

-1.4±0.3
a

b

Control 11.3±0.1
e

12.0±0.2
e

13.2±0.1
e

SRC1 13.2±0.2
d

13.4±0.2
d

13.7±0.0
d

SRC2 14.1±0.1
c

14.7±0.1
c

14.2±0.1
c

SRC3 15.9±0.3
b

15.9±0.2
b

15.7±0.1
b

SRC5 17.0±0.1
a

16.9±0.2
a

17.1±0.2
a

1)
Control, no soybean peel; SRC1, added with soybean peel 1%; SRC2, added with
soybean peel 2%; SRC3, added with soybean peel 3%; SRC5, added with soybean
peel 5%.

a-e
Means with the same letter within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p<0.05).

측정RVA (Rapid viscosity analysis)
대두피를 첨가한 쌀가루의 호화양상을 신속점도측정기

를이용하여측정한결과로부터구한 특성치는RVA Table

과 같다 대조구 호화개시 온도 는 로3 . (pasting temp) 71.81℃

가장 낮았으며 대두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72.62, 88.2,

로호화개시 온도가증가하였다 이는88.63, 89.78 . Ha(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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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VA characteristics on the instant Baeksulgi with different quality of soybean peel

Samples
1)

Viscosity (cp)
Peak Time (min) Pasting Temp ( )℃

Peak (P) Trough Breakdown Final Visc Setback

Control 4391.33±72.40
a

3053±69.46
a

1338.33±58.79
a

5000±64.86
a

1947±20.42
a

6.62±0.04
a

71.81±0.06
d

SRC 1 3258±31
b

2336.67±52.31
b

954.67±36.61
b

4290±12.17
b

1953.33±58.07
a

6.67±0.07
a

72.62±0.03
c

SRC 2 2188±65.09
c

1521.67±31.13
c

666.33±57.55
c

3149.67±51.07
c

1628±26.63
b

6.47±0.07
b

88.2±0.13
b

SRC 3 1840.33±16.17
d

1219.33±11.06
d

587.67±54.50
c

2723±34.77
d

1470.33±86.09
c

6.38±0.08
b

88.63±0.51
b

SRC 5 839.67±25.89
e

619.33±53.46
e

253.67±22.37
d

1432±21.07
e

879.33±81.38
d

5.8±0.07
c

89.78±0.8
a

1)
Control, no soybean peel; SRC1, added with soybean peel 1%; SRC2, added with soybean peel 2%; SRC3, added with soybean peel 3%; SRC5, added with soybean peel 5%.

a-e
Means with the same letter within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p<0.05).

등의연구에서는 결명자식이섬유추출분말을 검류인3%,

를 각각 넣어 제조한 제빵의 경우xanthan gum, HPMC 3%

아밀로그램 특성에서각각 로식이섬유가높63.5, 55, 59℃

은결명자식이섬유가 가장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식이섬유의 보수력 때문에 의한 것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대두피를 첨가한 쌀가루의 최고점도 는 전분입자(peak)

가붕괴되기전최대팽윤력을말하며 그결과는대조군(26)

이 였으며 대두피를 첨가 시 로 가장 높았고6.62 1% 6.67

는 는 는 로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2% 6.47, 3% 6.38, 5% 5.8 .

점도는 대조군이 으로 가장 높았고 대두피through 3053 1,

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로2, 3, 5% 2337, 1522, 1219, 619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냉각점도는 대조군이 로 가. 5001

장높았고대두피첨가량이 로증가할수록1, 2, 3, 5% 4290,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3150, 2723, 1432 .

호화액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점도는 대조군breakdown

이 로 가장 높았으며 대두피 첨가량이 로1338 1, 2, 3, 5%

증가할수록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955, 666, 588, 254

다 이는 대두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호화안정상태가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노화정도를예측할수있는 의경우대두피 첨setback 1%

가군이 대조군이 로가장높았으며 대두피첨가1953, 1947 ,

량이 증가할수록 로감소하는경향2, 3, 5% 1628, 1470, 879

을 보였다 이는 등의 연구에서는 시판 강력분에. Lee(27)

국내산 밀기울을 첨가한 아밀로그래프 호화특성을0-30%

측정한결과 첨가량이증가할수록 에서 으로감소427.4 170

하였다 이는밀기울의첨가량이증가함에따라전분의 노.

화정도를 반영하는 값이 감소하여 노화 진행속도set back

가지연될수있음을나타냈다 또한 등은식이섬유. Lee(28)

첨가에의해노화가지연되는이유는식이섬유가전분입자

사이에끼어들어전분의배열을불규칙하게만들고회합을

방해하며 아밀로오스 및 아밀로펙틴의 일부와 결합해서,

호화된전분분자들이다시수소결합하는것을막기때문

이라고 보고하였다.

조직감

대두피를첨가한즉석백설기의조직감측정결과는 Fig.

와 같다4 .

경도 의 경우 저장 시간에서는 대조군이(hardness) 0 3532

로 가장 높았으며 대두피 첨가 시, 1, 2, 3, 5% 2932, 2856,

으로 경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2545, 2453 .

시간에서는 대조군이 로 가장 높았으며 대두피24 5372 , 1,

첨가시 으로 저장 시간과2, 3, 5% 4683, 4145, 3743, 3653 0

같은 경향을 보였다 저장 시간에서는 로 급격하게. 48 5849

경도가 증가하였으며 대두피 첨가 시, 1, 2, 3, 5% 5327,

로 경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대두피5143, 4386, 4159

첨가가 백설기의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의 연구에서는 대두를. Han(29) 0, 1, 5, 10%

첨가한증편에서대두의양이증가할수록경도가 263, 236,

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본연구결과와일치하는133, 78

경향을 보였다 등의 연구에서는 백설기에 난황분. Lee(30)

말 대두유 날콩가루 볶은콩가루등을 씩 동일 량을, , , 40 g

첨가하여관찰한결과경도에서대조군은 에비해날콩6.84

가루를첨가한 경우 로 가장 낮은 값을보였으며 대두4.98

유 난황분말 볶은 콩가루 첨가군 모두 로, , 5.60, 5.78, 5.84

대조군보다 낮은값을보였다 이는 등에 연구에서. Noh(31)

는 전분에 을첨가함으로써 전분의노화를 방지lysolecithin

하였다는연구보고와일치하였으며 날콩가루내의, lecithin

이 전분에 존재하는 와 일부의 과 결합amylose amylopectin

하여호화된전분들이수소결합에의해노화되는것을어느

정도 방해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고 보고하였다.(30).

부착성 의 경우 저장 시간에서는 대조군(adhesiveness) 0

이 로 가장 낮았으며 대두피 첨가 시459 , 1, 2, 3, 5% 544,

으로 증가하였으며 저장 시간에서는 대조854, 960, 943 , 24

군이 로가장낮았으며대두피 첨가시143 1, 2, 3, 5% 346,

로 증가하였다 저장 시간에서는 대조군은522, 649, 771 . 48

로 가장 낮았으며대두피 첨가 시111 1, 2, 3, 5% 219, 261,

으로 첨가시에가장높은부착성을보여주었으238, 143 2%

며 대체로 대두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부착성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 의 경우 저장 시간에서는 대조군이(springines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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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xture of Baekseolgi add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soybean peel during 48hrs.

Abbreviations: Control, no soybean peel; SRC1, soybean peel 1%; SRC2, soybean peel 2%; SRC3, soybean peel 3%; SRC5, soybean peel 5%.

대두피 첨가는 대두피 첨가는 대두0.45, 1% 0.50, 2% 0.51,

피 첨가는 대두피 첨가는 로 대조군이3% 0.49, 5% 0.52

가장 낮은 값을 보였지만 유의적인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저장 시간에서는대조군이 로가장낮은값을보였으24 0.47

며대두피 첨가군은각각 으1, 2, 3, 5% 0.54, 0.52, 0.50, 0.53

로대두피첨가량이증가함에따라유의적인차이를보이지

않았다 저장 시간에서는 대조군이 로 가장 낮은 값. 48 0.50

을 보였으며 대두피 첨가군은 각각, 1, 2, 3, 5% 0.55, 0.52,

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0.51, 0.53 .

응집성 의 경우 저장 시간에서는 으로(cohesiveness) 0 0.60

가장높은값을보였으며대두피첨가량이 1, 2, 3, 5% 0.56,

로 대조군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유의적인0.57, 0.56, 0.56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저장 시간에서는 대조군이. 24 0.61,

대두피 첨가량이 의 경우 각각1, 2, 3, 5% 0.53, 0.54, 0.55,

로대조군이가장높은값을보였으며첨가량이증가할0.56

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장 시간에서는 대조군. 48

은 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대두피 첨가량0.60 1,

첨가군은 각각 로 유의적인2, 3, 5% 0.52, 0.54, 0.54, 0.54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검성 의 경우 저장 시간에서는 대조군이(gumminess) 0

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두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2053 ,

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1648, 1416, 1165, 1034 .

저장 시간에서도같은경향을보였는데대조군이 으24 2866

로가장높았으며 대두피첨가량이 로첨가할수, 1, 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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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로 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하지2534, 2210, 1863, 1641 .

만 저장 시간에서는 대조군이 첨가군이48 2339, 1% 2147,

첨가군이 첨가군이 첨가군이 로2% 2321, 3% 1822, 5% 2385

앞의결과와는다른경향을보였으며 대조군과 첨가군, 2%

이가장높은값을가졌으며 첨가군이가장낮은값을, 3%

보였다 이는 등의 연구에서 발아현미를. Cho(32) 0, 5, 10,

첨가한 백설기의 조직감 특성중 에15, 20, 25% gumminess

서 제조직후 과비교시 발아현미 첨가량이높아짐control

에따라낮아지는경향을보였으며이는발아현미의첨가량

이증가함에따라상대적으로백설기의섬유소함량이높아

지기 때문으로 생각되며본 연구와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씹힘성 의 경우 저장 시간에서는 대조군이(chewiness) 0

로 가장 높았으며 대두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1341 , 850,

로 낮아지는 경향을보였다 저장 시간에서755, 566, 552 . 24

는대조군이 로급격하게증가하였으며나머지군들도1818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대두피 첨가량이 1,

일 때 각각 로 감소하였다2, 3, 5% 1552, 1463, 1026, 751 .

저장 시간에서는 대조군이 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48 1730 ,

두피첨가량에따라 으로감소하였다1350, 1129, 1039, 890 .

이결과로대조군보다는대두피를첨가한군들이저장기간

별 씹힘성의 차이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의. Ryu(33)

연구에서는 헛개나무 열매 분말을 첨가하여0, 4, 8, 12%

제조한 백설기의 조직감의 는 헛개나무 열매 분chewiness

말 양이 증가함에 따라 로감소하0.034, 0.029, 0.023, 0.018

는 경향을 보였다.

관능평가

대두피를 첨가한 즉석 백설기의 관능평가 결과는 Fig.

와 같다5 .

색 의경우저장 시간에서는 에서 로유의적인(color) 0 6 6.2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저장 후 시간에서도, 24, 48

같은경향을보였는데 제조후 시간에서도 에서 로, 24 6.0 6.4

유의적인차이를보이지않았으며 시간에서도 에서, 48 6 6.6

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대두피 색은 기호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 의경우저장 시간에서는대조군과대두피(flavor) 0 3%

까지는 로 유의적인 차이를보이지 않았으나 에서는6.2 5%

로가장낮은점수를받았다 시간에서도 를첨가한5.4 . 24 5%

군은 의점수를받았으며나머지는 에서 의점수를4.8 5.2 5.6

받아 를제외하고는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5% ,

시간에서도 가 으로가장낮은점수를받았고나머48 5% 3.6

지군에서는 에서 로유의적인차이를보이지않았다4.4 5.2 .

이는 대두피의 특유의 콩 비린내 때문에 대두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비린내가크게증가하여기호도가하락한것으

로 생각된다.

맛 의 경우 저장 시간에서는 가 으로 가장(taste) 0 2% 6.6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의 경우 로 가장 낮은 점수를5% 4.2

받아 첨가한군이향과맛에서가장낮은기호도를가졌5%

다 저장 시간의 경우 에서는 로 가장 낮은점수를. 48 5% 4.8

받았고 대조군의 경우 에서는 에서는5.0, 1% 5.8 2% 5.4,

에서는 으로 를 제외하고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3% 6.0 5%

며 저장 시간의 경우 가 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48 5% 3.6

받았고 나머지 군에서는 에서 으로유의적인 차이를4.4 5.0

보이지않았다 이는콩의비린냄새와비린맛때문에기호.

도에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Fig. 5. QDA profile of Baekseolgi add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soybean peel during 48hrs.

Abbreviations: Control, no soybean peel; SRC1, soybean peel 1%; SRC2, soybean peel
2%; SRC3, soybean peel 3%; SRC5, soybean peel 5%.
Top, Baekseolgi after storage 1hr; Midium, Baekseolgi after storage 24hr; Botton,
Baekseolgi after storage 48hr.

촉촉한 정도 는 저장 시간에서는 가 로(moisture) 0 2% 6.8

가장높은점수를받았으며나머지는 에서 로유의적6.4 6.2

인차이를보이지않았다 저장 시간에서는대조군이. 24 4.6

으로가장낮은점수를받았으며 는 는 는, 1% 5.6 2% 6.8, 3%

는 으로 저장 시간에서는대조군이 로낮은6.6, 5% 6.0 , 48 3.4

점수를받았으며 첨가군이 로높은점수를받아대조2% 4.4

군은급격한수분증발로인해서단단해지기때문에기호도

에 영향을 준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등의연구에. Joung(34)

서는 백년초가루를 첨가한 백설기의0.05, 0.1, 0.3, 0.5%

관능평가중촉촉한정도에서백년초가루의첨가량이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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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로기호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4.4, 4.6, 5.1, 5.4, 5.2

다 또한 등의 연구에서는 식이섬유 소재인 산화. Suh(35)

셀룰로오스를 케이크에 첨가한 군과 넣지 않은 군 산10% ,

화하지않은원료셀룰로오스를 첨가한군과비교하였10%

는데 그 결과 촉촉한 정도에서 각각 로 산화6.9, 3.9, 5.8

셀룰로오스를첨가한경우에촉촉한정도가더크다는결론

을얻어식이섬유를넣었을때와넣지않았을때촉촉함의

기호도에 영향을 주어 대조군에 비하여 대두피를 첨가한

군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라 사료된다.

단단한 정도 는 저장 시간에서는 가 로(hardness) 0 2% 7.4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대조군을 포함한 는1, 3, 5%

에서 로유의적인차이를보이지않았다 저장 시간6.4 6.5 . 24

에서는 대조군이 로 낮은 기호도를 받았고 첨가량이4.8 ,

증가할수록 에서 으로 높은 기호도를 받았으며 저장5.6 7.0

시간에서는대조군이 로가장낮은점수를받았고48 3.4 5%

가 으로가장높은점수를받았는데이는앞의조직감의5.0

결과와 유사한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등의연구. Han(36)

에서는미역가루를 첨가하여제조한백설기의0, 3, 5, 7, 9%

관능평가 결과 경도에서 미역가루 첨가량이 까지 유의7%

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였으며본연구에서단단한정도

기호도에 영향을 미친것이라 생각된다.

전반적인 기호도 의 경우 저장 시간에서는(overall) 0 2%

가 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는 로 가장 낮은7.5 5% 4.7

점수를받아 는제조시적합하지않은것으로판단되었5%

으며 저장 시간에서는 가 로저장 시간과마찬가, 48 5% 4.4 0

지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가 가 로 가장, 3% 6.8, 2% 6.5

높은점수를받아 가적절한것으로판단되었다 저장2, 3% .

시간에서는대조군이 로가장 낮은점수를 받은반면48 3.2

는 로 가장 높은 점수를받았고 는 는2% 5.2 1% 4.6, 3% 4.2,

는 로유의적차이를보이지않아저장기간별로관능5% 3.8

평가를 실시하였을 시 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2% .

요 약

본 연구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백설기 제조 시 대두

피첨가량을달리제조하여물리화학적 관능적특성을 평,

가하였다 수분함량은 저장하는 동안 급격하게 감소하였.

고 대두피를넣은 군들은넣지않은 군들보다 수분함량이,

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무게 감소율은 대두(p<0.05).

피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색도에서 값. L ,

값은대두피첨가량에따른유의적인차이를보이지않았a

다 그러나 값은 대두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b

경향을 보였다 측정 결과 대두피 첨가량이(p<0.05). RVA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pasting temperature

의 경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직감 특성 결과.

는 대두피 첨가량별유의적인차이springiness, cohesiveness

를 보이지 않았다 는 대두. Hardness, gumminess, chewiness

피 양이 증가할수록 점점 감소하였다 는 대두. adhesiveness

피 양이 증가할수록 점점 증가하였다 관능검사 결과 색. ,

향에는유의적인차이를보이지않았다 그리고대두피. 5%

첨가한 백설기의 경우 맛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촉촉한 정도 단단한 정도에서는 대두피 첨가군이, 2, 3%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전반적인 기호도 에서 대두피.

를넣었을시가장좋은점수를받았다 결론적으로대두2% .

피 첨가한 백설기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2% .

전자레인지를이용하여백설기를제조시대두피를첨가했

을 때물리화학적 관능적 특성이 개선되고 노화가 지연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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