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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vegetable pancake prepared with various levels of barley flour. Methods: 

The pH level and spreadability of the batters as well as the color, texture, and sensory evaluation of the vegetable pancake were 

analyzed.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spreadability of batter significantly decreased as the substitution amount of barley flour 

increased (p<0.001). The pH level of the batter significantly decreased as the substitution amount of barley flour increased (p<0.001). 

Redness and yellowness increased as the substitution amount of barley flour increased. For texture, the sample groups with substituted 

barley flour showed high characteristics of hardness, gumminess, and chewines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showed that the sample 

group with a high substitution amount of barley flour was characterized by relatively high darkness, roasted grain aroma, bitterness, 

astringent, and chalkiness. Acceptance test found that the sample group with 15% barley flour received higher acceptance than the 

sample group with 0% barley flour in terms of color, texture, and overall acceptance. Conclusion: Acceptance test found that the sample 

group with 15% or 30% of barley flour had significantly higher or similar acceptance attributes than the sample group without barley 

flour, which suggests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vegetable pancake with barley fl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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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보리(Hordeum vulgare L.)는 세계 4대 작물로서 쌀, 밀, 

옥수수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는 곡류이다. 우리나라에서

는 주로 밥을 지어 이용하였으나 그 외에도 차, 미숫가루, 

과자 등의 재료로 활용된다(Cho KR 등 2013). 보리에는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Park MJ 2007). 베타글루칸은 포도당이 β-1, 3 결합을 

주된 결합으로 중합된 다당류를 말하며, 젤을 형성하는 

특성이 있어 식품의 질감, 수분 보유력, 열 안정성을 향상

시키는 다양한 가공식품의 소재로 이용된다(Hong KH 등 

2016). 또한 면역 활성 촉진능력이 우수하고(Park JH 등 

2003), 식후 혈당 조절 능력(Zhang J 등 2017), 항비만 효

과(Kang SA 등 2002), 항고지혈증 효과(Kim YH 등 

2014)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이렇듯 보리는 우수한 기능성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매가격의 단계적 인하 및 낮은 부가가치로 

인하여 보리 산업은 위축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Seo JS 

& Park ID 2014). 따라서 보리와 관련된 식품산업 활성화

를 위하여 보리의 활용도와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리를 이용한 제품개발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

는 빵(Jeong HC & Ji JL 2013, Mariotti M 등 2014), 쿠키

(Sharma P & Gujral HS 2014), 파스타(Montalbano A 등 

2016), 국수(Ha DM & Park YK 2011), 떡(Lee JW 등 

2013, Lee MW & Lee IS 2016), 고추장(Park ID 2014) 등

이 있으며, 주로 보리를 가루로 가공하여 밀가루 또는 쌀

가루 대체품으로 사용하였다.

여가시간의 증가, 고령화, 맞벌이 부부 및 독신가구 증

가 등의 사회 환경 변화는 우리의 식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소비자들은 과거에 비해 가정에서 조리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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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1)

Ingredient (g)

Wheat flour Barley flour Onion powder Garlic powder Pepper powder Salt Sugar Oil Water

Control 100 0 0.8 0.4 0.1 1.5 2.2 6 120

BF15 85 15 0.8 0.4 0.1 1.5 2.2 6 120

BF30 70 30 0.8 0.4 0.1 1.5 2.2 6 120

BF45 55 45 0.8 0.4 0.1 1.5 2.2 6 120

1) 
Control: vegetable pancake without barley flour; BF15: vegetable pancake with barley flour 15 g; BF30: vegetable pancake with 

barley flour 30 g; BF45: vegetable pancake with barley flour 45 g.

Table 1. Formulas for manufacturing vegetable pancake

이 줄어들었으며(Kim JH & Ryu KS 2014), 가정에서 조

리 시에도 원재료를 사용하기보다는 편의식, 가공식품, 

소스류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조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wak TK 등 2016). 이에 보리를 활

용한 제품 개발 시에도 소비자의 요구와 기호를 고려하

여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

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대

표적인 제품으로는 부침가루, 튀김가루, 베이커리믹스 등

의 프리믹스 제품이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건강한 먹거리

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유기농 재료, 

밀가루 대체 곡물 등 프리미엄 프리믹스 제품군을 개발

하여 출시하고 있으나 보리를 활용한 프리믹스 제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리의 활용도 제고와 다양한 프리믹스 

제품 개발의 일환으로 밀가루로 구성된 부침가루에 보릿

가루의 대체수준을 달리하여 부침개를 제조하고 이의 품

질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부침가루 제품개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밀가루((주)CJ제일제당, 양산, 한

국), 보릿가루((주)맑은들, 홍천, 한국), 양파가루((주)가온

식품, 화성, 한국), 마늘가루((주)맑은들, 홍천, 한국), 후춧

가루((주)오뚜기, 안양, 한국), 소금((주)신안천일염, 신안, 

한국), 백설탕((주)CJ제일제당, 인천, 한국), 식용유((주)사

조해표, 인천, 한국)는 군산시에 소재한 대형유통업체에

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2. 부침개의 제조

부침개는 Kim GC 등(2013)의 방법을 참고하여 제조하

였으며 배합비율은 Table 1과 같다. 부침개 반죽은 밀가

루 대신 보릿가루를 0%, 15%, 30%, 그리고 45%의 비율

로 대체하여 제조하였다. 20 mesh 체에 친 밀가루, 보릿

가루, 양파가루, 마늘가루, 후춧가루, 소금, 설탕을 Table 

1에 제시된 분량대로 계량 한 뒤 혼합하여 물 120 g을 첨

가한 후 3분 동안 주걱으로 섞었다. 이 과정에서 매 분마

다 고무주걱으로 그릇의 벽에 붙어있는 반죽을 긁어내려 

모든 재료가 고루 섞이도록 하였다. 기름을 두른 프라이

팬에 완성된 반죽 100 g을 올리고 직경 10 cm가 되도록 

편평하게 편 후 앞면 2분, 뒷면 2분 지진 후 부침개를 완

성하였다. 완성된 부침개는 상온에서 5분간 방랭한 후 시

료로 사용하였다.

 

3. 부침개 반죽의 퍼짐성과 pH

반죽의 퍼짐성은 겉보기점도 측정법(Kim HY & Koh 

BK 2012)으로 측정하였다. 반죽을 지름 3 cm, 높이 3.5 

cm의 스테인레스 원통에 가득 넣고 스패츌라를 이용하여 

편평하게 1회 깎아 여분의 반죽을 제거하고 겉보기 점도

용 템플레이트의 직경 중심 위에 올린 뒤 원통을 들어올

려 10분 후에 원의 각 90도로 상, 하, 좌, 우 4군데의 퍼

짐길이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pH는 증류수 45 

mL에 반죽을 5 g씩 취하여 믹서기(HR 2870, Ya Horng 

Electronic Co., Ltd., Tainan, Taiwan)로 1분간 균질화 한 

뒤 pH meter(Orion star A326, Thermo Scientific Inc., 

Chelmsford, MA, USA)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측정하였다.

4. 완성된 부침개의 품질특성

1) 색도

색도는 제조된 부침개의 표면을 색차계(CM-2600d, Konica 

Minolta. Inc., Osaka, Japan)를 사용하여 명도를 나타내는 

L값(lightness),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redness),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yellowness)을 측정하였다. 표준색은 L값 

97.11, a값 -0.05, b값 0.13인 백판을 이용하였다.

2) 조직감

조직감 측정을 위하여 시료별로 부침개를 가로 2 cm ×

세로 2 cm의 크기로 잘라 높이 2 cm로 준비하였으며, 물

성기(CT-3 4500, Brookfield AMETEK Inc., Middleboro, 

MA, USA)를 이용하여 경도(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응집성(co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점착성(gumm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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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힘성(chewiness)을 측정하였다. 측정조건은 test speed 

0.5 mm/s, probe TA11/1000 cylinder(25.4 mm D, 35 mm 

L), pre-test speed 1.0 mm/s, post-test speed 5.0 mm/s, 

sample rate 10 point/sec, load range 4500 g, distance 4.0 

mm이었다.

3) 분석적 관능검사

보릿가루의 대체비율이 다른 부침개의 관능적 특성 평

가는 Kim HY 등(2004)의 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실시하

였다. 분석적 관능평가 패널은 식품영양학 전공 학부생 8

명을 선발하여 구성하였다. 훈련을 위해 사용된 기준시료

는 보릿가루를 0%와 30% 대체한 시료군 이었다. 패널 

요원들은 훈련 기간 동안 부침개의 관능적 특성에 대한 

용어의 개발, 용어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확립한 후 강도 

측정 방법을 결정하였다. 개발된 용어는 외관(색의 어두

운 정도), 냄새(양파 냄새, 볶은 곡류의 고소한 냄새, 단냄

새, 기름 냄새), 맛(쓴맛, 단맛, 아린맛, 밀가루 맛, 후미), 

조직감/입안 감촉특성(떫은 정도, 쫄깃한 정도, 텁텁한 정

도)이었다. 패널 요원은 특성의 개념과 강도에 대한 안정

된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측정 능력의 재현성이 인정될 

때까지 훈련을 계속하였다.

평가시료는 보릿가루의 대체비율이 다른(0%, 15%, 30%, 

그리고 45%) 부침개였으며, 가로 3 cm×세로 3 cm 크기

로 잘라 각각 두 조각씩 흰색 접시에 담아 제시하였다. 

검사물을 제시할 때에는 제시 순서나 표시에 의한 편견

을 없애기 위하여 검사 용기에 난수표에서 추출한 임의

의 세 자리 숫자를 기록하였다. 부침개의 관능적 특성 강

도는 15 cm 선척도를 사용하여 각 특성별로 느끼는 강도

를 척도 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특성 평가 시 왼쪽 끝

으로 갈수록 특성의 강도가 약해지고, 오른쪽 끝으로 갈

수록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모든 시

료의 평가 사이에 입가심을 할 수 있도록 생수와 입안을 

헹구는 컵을 제공하였다. 본 실험은 개인 칸막이 검사대

가 설치된 관능검사실에서 수행하였으며 냄새, 맛, 조직

감/입안 감촉특성, 그리고 외관의 순으로 평가하여 외관

에서 오는 편견을 최소화 하였다. 평가 시 외관평가를 위

한 시료를 따로 준비하였다. 

4) 기호도 검사

기호도 검사는 남녀 20대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9점 

기호도 척도(hedonic scale)로 평가하였다(Kim HY 등 

2004). 완성된 부침개를 가로 3 cm×세로 3 cm의 크기로 

잘라 세 자리 난수표가 적힌 흰 접시에 두 조각씩 제공하

였으며, 생수와 입안을 헹구는 컵을 함께 제시하였다. 기

호도 평가 시 1점은 ‘대단히 싫다’에서 9점 ‘대단히 좋다’ 

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기호도 평가는 색, 냄새, 

맛, 조직감, 그리고 전반적인 기호도를 평가하였다.

5. 통계분석

소비자 기호도 검사를 제외한 모든 실험은 모두 3회 이

상 반복하여 진행하였다. 모든 실험결과는 SAS(ver. 9.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시료간의 평균치 차이 유무와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료별 평균값에 대한 유

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

다. 부침개의 주요 관능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시

료의 관능적 특성을 종합하여 각 특성의 평균값으로 주성

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부침개 반죽의 퍼짐성과 pH

부침개 반죽의 퍼짐성과 pH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반죽의 퍼짐성은 대조군이 2.43 cm로 유의적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p<0.001), 보릿가루의 대체비율이 높

을수록 퍼짐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반

죽의 퍼짐성은 점도와 관계있으며, 퍼짐성의 수치가 낮으

면 점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Lee MW & Lee IS 

2016). Jeong SY 등(2011)에 의하면 반죽의 점도는 식이

섬유 함량에 영향을 받으며, 식이섬유 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점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는 첨가된 재료 속 식

이섬유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수분 보유력이 증가하여 반

죽의 점도에 영향을 준 것이라 보고되었다(Hai XR 등 

2017). 또한 Lee JS & Jeong SS(2009)는 반죽 내의 수분

이 결합수로 존재할 때에는 반죽의 점성을 낮추는데 기여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퍼짐성 지수가 낮아진다고 하였

다. 보릿가루의 총 식이섬유는 20.9%(Cho MK & Lee WJ 

1996)로 밀가루의 2.8%(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도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보릿가루의 식이섬유가 부

침개 반죽의 점도를 증가시켜 퍼짐성이 낮은 결과를 나

타낸 것이라 판단된다.

반죽의 pH는 대조군이 pH 6.47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

은 결과를 보였고, 보릿가루의 대체비율이 높아질수록 

pH가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Jung JJ(2016)의 연구에서는 찰보리 분말의 pH가 밀가루

보다 낮기 때문에 찰보리 분말 첨가군 반죽의 pH가 대조

군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

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며 선행연구 결과를 뒷

받침하였다.

2. 완성된 부침개의 품질특성

1) 색도

부침개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명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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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1)

F-value
Control BF15 BF30 BF45

Spreadability (cm) 2.43±0.05
a

1.99±0.04
b

1.61±0.29
c　 1.09±0.06

d　
454.19

***

pH 6.47±0.01
a

6.34±0.01
b

6.25±0.01
c　

6.19±0.01
d　 673.46

***

Data represents mean±SD.
1) 

Control: vegetable pancake without barley flour; BF15: vegetable pancake with barley flour 15 g; BF30: vegetable pancake with 

barley flour 30 g; BF45: vegetable pancake with barley flour 45 g.
***

p<0.001.

Values with same superscripts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Spreadability of vegetable pancake batters prepared with various levels of barley flour

　
Sample

1)

F-value
Control BF15 BF30 BF45

L
2)

46.85±5.34
a

43.56±0.73
a

45.19±3.63
a

43.00±2.09
a

02.65
***

a -1.05±0.48
d

0.59±0.11
c

1.28±0.36
b

2.06±0.61
a

94.65
***

b 14.72±2.40
b

14.69±0.96
b

17.92±2.04
a

19.18±1.20
a

16.88
***

Data represents mean±SD.
1) 

Control: vegetable pancake without barley flour; BF15: vegetable pancake with barley flour 15 g; BF30: vegetable pancake with 

barley flour 30 g; BF45: vegetable pancake with barley flour 45 g.
2) 

L: lightness (100 = pure white, 0 = black); a: redness (+100 = red, -80 = green); b: yellowness (+70 = yellow, -70 = blue).
***

p<0.001.

Values with same superscripts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Colorimetric characteristics of vegetable pancake prepared with various levels of barley flour

타내는 L값은 모든 시료군에서 43.00-46.85의 범위로 유

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a값은 보릿가루의 대체

비율이 가장 높은 BF45 시료군이 2.06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보릿가루의 대체비율이 낮아질수록 a값은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p<0.001). b값은 보

릿가루의 대체비율이 높은 BF45와 BF30 시료군이 각각 

19.18과 17.92의 값으로 대조군(14.72)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 보릿가루의 대체비율이 

증가할수록 부침개의 적색도와 황색도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Yang TK(2012)의 연구에서도 보릿가루의 

함량이 많을수록 식빵의 적색도와 황색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Ryu SN(2000)

에 의하면 보리에는 등색, 주황색, 담자색을 띄는 안토시

아닌계 색소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보리에 함유된 색소의 영향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직감

부침개의 조직감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경도

(hardness)는 보릿가루를 대체한 시료군들이 678.00-708.67 

g의 값을 보이며 대조군의 491.08 g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검성(gumminess)은 보릿

가루를 대체한 시료군들이 636.22-646.77의 값으로 대조군

(449.28)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p<0.05). 

씹힘성(chewiness)은 보릿가루를 대체한 시료군들이 11.53-  

11.76의 값으로 대조군(8.17)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결

과를 보였다(p<0.05). 이상의 결과 보릿가루를 대체한 시

료군은 대조군에 비해 경도, 검성, 씹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eong HC & Ji JL(2013)의 연구에서도 찰보리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식빵의 경도와 검성이 증가하

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Ha 

DM 등(2012)은 제빵 시 보릿가루의 첨가는 빵의 부피를 

감소시키고 그로 인하여 내상에 작고 조밀한 기공이 형

성되며 두꺼운 세포벽을 가져 경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보릿가루의 대

체비율이 높을수록 반죽의 퍼짐성이 감소되고(Table 2) 이

는 완성된 부침개의 경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3) 분석적 관능검사

부침개의 분석적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부

침개의 외관 특성에서 색의 어두운 정도는 BF45 시료군

이 12.47로 유의적으로 가장 강하게 평가되었으며, 보릿

가루의 대체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색의 어두운 정도가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p<0.001). Lee BY 등(2010)은 색

차계 측정 결과에서 머루즙의 첨가 농도가 높아질수록 

빵의 L값은 낮아지고 a값은 증가하였고, 관능검사 결과에

서는 머루즙의 첨가농도가 높아질수록 어두워지는 경향

을 나타내어 색차계로 측정한 결과와 일치하였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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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1)

F-value
Control BF15 BF30 BF45

Hardness (g) 491.08±72.07
b

678.00±132.07
a

694.17±135.03
a

708.67±112.66
a *

4.67
*

Adhesiveness 000.03±0.01
a

000.03±0.02
a

000.02±0.02
a

000.02±0.01
a

0.54

Cohesiveness 000.92±0.04
a

000.94±0.03
a

000.83±0.03
a

000.90±0.02
a

1.50

Springiness 001.85±0.05
a

001.87±0.04
a

001.86±0.05
a

001.85±0.04
a

0.17

Gumminess 449.28±63.72
b

636.43±133.86
a

646.77±130.34
a

636.22±95.89
a *

4.53
*

Chewiness 008.17±1.28
b

011.65±2.45
a

011.76±2.21
a

011.53±1.69
a *

4.72
*

Data represents mean±SD.
1) 

Control: vegetable pancake without barley flour; BF15: vegetable pancake with barley flour 15 g; BF30: vegetable pancake with 

barley flour 30 g; BF45: vegetable pancake with barley flour 45 g.
*
p<0.05.

Values with same superscripts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Texture characteristics of vegetable pancake prepared with various levels of barley flour

Attribute
Sample

1)

F-value
Control BF15 BF30 BF45

Appearance

Darkness
2)

1.89±0.54
d

7.81±1.81
c

10.52±0.73
b

12.47±0.89
a

362.14
***

Aroma

Onion 11.76±1.16
a

6.46±2.60
b

3.38±1.70
c

2.30±1.09
c

97.82
***

Roasted grain 2.73±2.50
c

7.83±1.81
b

10.68±1.49
a

11.88±2.09
a

86.35
***

Sweetness 11.11±1.53
a

8.19±2.90
b

6.95±2.35
bc

5.72±3.00
c

17.68
***

Cooking oil 10.52±1.96
a

8.20±2.63
b

6.58±2.01
c

5.54±1.92
c

21.31
***

Flavor/Taste

Bitterness 3.68±2.95
d

6.77±2.11
c

10.08±1.26
b

12.07±1.30
a

69.82
***

Sweetness 11.01±1.76
a

8.48±1.59
b

6.55±2.65
c

4.51±3.48
d

26.09
***

Pungent 9.24±3.28
a

8.51±2.17
ab

6.97±2.76
b

5.13±3.31
c

8.19
***

Flour 11.16±2.14
a

9.21±1.79
b

8.60±1.96
b

7.05±3.63
c

9.79
***

Aftertaste 8.58±3.47
a

7.84±1.92
a

8.42±2.70
a

8.67±3.80
a

0.31

Texture/Mouthfeel

Astringent 3.53±2.57
d

6.85±2.24
c

9.81±1.44
b

11.78±2.19
a

58.89
***

Chewiness 7.89±3.27
a

7.51±2.22
a

7.95±2.91
a

7.46±4.06
a

42.23

Chalkiness 4.26±2.22
d

6.86±2.16
c

9.59±2.28
b

11.20±1.93
a

0.14
***

Data represents mean±SD.
1) 

Control: vegetable pancake without barley flour; BF15: vegetable pancake with barley flour 15 g; BF30: vegetable pancake with 

barley flour 30 g; BF45: vegetable pancake with barley flour 45 g.
2) 

1 = Extremely weak, 15 = Extremely strong.
***

p<0.001.

Values with same superscripts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Sensory characteristics of vegetable pancake prepared with various levels of barley flour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색차계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

이 보릿가루의 대체비율이 높을수록 부침개의 a값과 b값

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L값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 BF30과 BF40 시료군들은 대조군에 비해 낮

은 경향을 보여(Table 3) 관능검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

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냄새 특성에서 양파냄새는 대

조군이 11.76으로 가장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보릿

가루의 대체비율이 높은 시료군들이 유의적으로 약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p<0.001). 양파냄새는 부침가루 제조 시 

첨가된 양파가루에서 기인된 것이며, 보릿가루의 향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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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n the barley flour contents and sensory attributes of vegetable pancake. 
1) 

DAR: darkness;

ONA: onion aroma; RGA: roasted grain aroma; SWA: sweet aroma; COA: cooking oil aroma; BIT: bitter taste; SWF: sweet

flavor; PUN: pungent; WHF: wheat flour flavor; AFT: aftertaste; AST: astringent; CHE: chewiness; CHA: chalkiness. 
2) 

Control:

vegetable pancake without barley flour; BF15: vegetable pancake with barley flour 15 g; BF30: vegetable pancake with

barley flour 30 g; BF45: vegetable pancake with barley flour 45 g.

파냄새를 상쇄시켜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 판

단된다. 볶은 곡류의 고소한 냄새는 BF45 시료군과 BF30 

시료군이 각각 11.88과 10.68의 값을 나타내며 유의적으

로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p<0.001). Lee KS & Park 

GS(2015)의 연구에서도 찰보리가루를 첨가한 식빵이 대

조군에 비해 고소한 향이 더 강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따

라서 보릿가루는 완성된 제품에 고소한 향을 부여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단냄새는 대조군이 11.11로 유의적으로 

가장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보릿가루의 대체비율이 

높을수록 단냄새가 약해지는 결과를 보였다(p<0.001). 기

름 냄새는 대조군이 10.52로 보릿가루를 대체한 시료군들

에 비해 유의적으로 특성이 강한 결과를 보였다(p<0.001). 

맛 특성에서 쓴맛은 BF45 시료군이 12.07로 유의적으로 

가장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보릿가루의 대체비율이 

높아질수록 그 특성이 강한 결과를 보였다(p<0.001). 단

맛은 대조군이 11.01의 값으로 보릿가루를 대체한 다른 

시료군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p<0.001). 아린맛은 대조군이 9.24의 값으로 보릿가루를 

대체한 시료군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p<0.001). 이 특성은 부침가루 제조 시 첨가되었던 

양파가루, 마늘가루, 후춧가루 등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밀가루 맛은 대조군이 11.16으로 유의적으로 가

장 강하게 평가되었고, 보릿가루의 대체비율이 높은 BF45 

시료군이 7.05의 값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약하게 평가되

었다(p<0.001). 후미는 모든 시료군에서 7.84-8.67의 범위

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보릿가루가 부침개

의 후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감/입

안 감촉특성에서 떫은 정도는 보릿가루의 대체비율이 높

은 BF45 시료군이 11.78로 유의적으로 가장 강하게 평가

되었고 보릿가루의 대체비율이 높을수록 특성이 강해지

는 결과를 보였다(p<0.001). 텁텁한 정도는 보릿가루의 대

체비율이 높은 BF45 시료군이 11.20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강하게 평가되었으며 보릿가루의 대체비율이 높을수록 

텁텁한 정도가 강해지는 결과를 보였다(p<0.001). 보릿가

루는 부침개의 떫은 정도와 텁텁한 정도에 영향을 주었

으며,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4) 관능적 특성에 대한 주성분 분석

보릿가루의 대체비율과 부침개의 관능적 특성간의 관

계는 Fig. 1과 같이 주성분 분석으로 요약하였다. 제 1주

성분(PC1)과 제 2주성분(PC2)이 각각 총변동의 84.67%

와 10.45%로 총 변동의 95.12%가 설명되었다. 주성분에 

대해 각 특성들은 PC1의 양(+)의 방향으로는 양파 냄새, 

단냄새, 기름 냄새, 단맛, 아린맛, 밀가루 맛, 그리고 쫄깃

한 정도가 부하되었고, 음(-)의 방향으로는 색의 어두운 

정도, 볶은 곡류의 고소한 냄새, 쓴맛, 후미, 떫은 정도, 

그리고 텁텁한 정도가 부하되었다. 특히 다른 특성들에 

비해 양파 냄새, 단냄새, 기름 냄새, 단맛, 그리고 밀가루 

맛이 큰 값으로 적재되어(factor loading>0.29) PC1은 이

들 특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설명되었다. PC2의 양(+)의 

방향으로는 양파 냄새, 단냄새, 쓴맛, 밀가루 맛, 후미, 떫

은 정도, 쫄깃한 정도, 그리고 텁텁한 정도가 부하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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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　
Sample

1)

F-value
Control BF15 BF30 BF45

Color
2)

5.70±1.84
ba2)

6.35±1.25
a

5.64±1.22
ba

5.58±1.57
b

2.81
**

Aroma 6.10±1.28
aa

6.22±1.40
a

6.04±1.14
aa

5.58±1.58
a

2.12
**

Flavor 5.33±1.66
ab

6.02±1.76
a

5.74±1.69
aa

4.67±1.74
b

5.78
**

Texture 5.54±1.82
ba

6.44±1.43
a

5.90±1.23
ab

5.40±1.70
b

4.40
**

Overall acceptability 5.48±1.74
bc

6.18±1.53
a

5.94±1.55
ab

5.06±1.64
c

4.65
**

Data represents mean±SD.
1) 

Control: vegetable pancake without barley flour; BF15: vegetable pancake with barley flour 15 g; BF30: vegetable pancake with 

barley flour 30 g; BF45: vegetable pancake with barley flour 45 g.
2) 

1 = dislike extremely, 9 = like extremely.
*
p<0.05, 

**
p<0.01.

Values with same superscripts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Acceptance of vegetable pancake prepared with various levels of barley flour

음(-)의 방향으로는 색의 어두운 정도, 볶은 곡류의 고소

한 냄새, 기름 냄새, 단맛, 그리고 아린맛이 부하되었다. 특

히 후미와 쫄깃한 정도는 다른 특성들보다 높게 부하되어

(factor loading>0.55) PC2는 이들 특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설명되었다. 

PC1과 PC2에 대한 4가지 시료들의 점수분포를 살펴보

면, 보릿가루 대체비율에 따른 부침개의 관능적 품질특성

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릿가루의 대체비율이 

높은 시료군들은 색의 어두운 정도, 볶은 곡류의 고소한 

냄새, 쓴맛, 떫은 정도, 그리고 텁텁한 정도가 강한 시료

로 분류되었고, 보릿가루를 대체하지 않은 대조군은 양파

냄새, 단냄새, 기름 냄새, 단맛, 아린맛, 그리고 밀가루 맛

이 강한 시료로 분류되었다.

5) 기호도 검사

부침개의 기호도 검사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색의 기

호도는 보릿가루를 15% 대체한 BF15 시료군이 6.35로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고(p<0.05), 이 보다 보

릿가루의 대체비율이 높은 시료군들은 기호도가 낮은 것

으로 평가되었다. Lee JW 등(2013)은 보리분말 대체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래떡 고유의 색이 변화하여 색의 기호

도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보릿가루

의 색이 기호도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보릿가루의 대체

율이 높은 시료군에서 낮은 기호도를 보인 것이라 생각된

다. 맛의 기호도 결과 BF15와 BF30 시료군은 각각 6.02

와 5.74로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p<0.01). 조직감의 

기호도 결과 BF15 시료군은 6.44로 대조군과 BF45 시료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었다(p<0.01). 

전반적인 기호도 결과 BF15 시료군은 6.18로 높은 기호

도를 나타내었고(p<0.01), 그 다음으로는 BF30 시료군이 

5.94로 높게 평가되었으나 두 시료군간의 유의차는 보이

지 않았다. Lee JW 등(2013)은 보리가 함유된 가래떡의 

전반적인 기호도는 맛과 조직감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고 하였다. 본 연구도 이와 비슷한 결과로 맛과 조직감에

서 기호도가 높게 평가된 BF15 시료군은 전반적인 기호

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부침개에서도 역시 

전반적인 기호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맛과 조

직감이라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 보릿가루를 각각 15%와 30% 대체한 BF15 

시료군과 BF30 시료군은 대조군에 비해 기호 특성의 점

수가 높거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부침개 제조 시 보릿가루를 30%까지 대체하는 것

이 가능한 결과를 보였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밀가루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보릿가루

를 0%, 15%, 30%, 그리고 45% 대체하여 부침개를 제조

하였으며, 반죽의 pH와 퍼짐성, 완성된 부침개의 색도, 

조직감, 분석적 관능검사, 그리고 기호도 검사를 실시하

였다. 

부침개 반죽의 퍼짐성은 보릿가루의 대체비율이 높을수

록 퍼짐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p<0.001). 

반죽의 pH는 보릿가루의 대체비율이 높아질수록 pH가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완성된 

부침개의 색도 측정 결과 보릿가루의 대체비율이 증가할

수록 적색도(p<0.001)와 황색도(p<0.001)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감 측정 결과 보릿가루를 

대체한 시료군은 대조군에 비해 경도, 검성, 씹힘성이 유

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적 관능평가에 대한 

주성분분석 결과 보릿가루의 대체비율이 높은 시료군들

은 색의 어두운 정도, 볶은 곡류의 고소한 냄새, 쓴맛, 떫

은 정도, 그리고 텁텁한 정도가 강한 시료로 분류되었다. 

부침개의 기호도 검사 결과 보릿가루를 15%와 30%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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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료군은 대조군에 비해 기호 특성의 점수가 높거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부침개 제조 시 보릿가루를 

30%까지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raditional market-  

university cooperation project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References

Cho KR, Kim MR, Kim OS, Son JW, Song MR, Choi HS, Choi 

HY. 2013. Food materials science. Powerbook, Seoul, 

Korea. pp 19-20.

Cho MK, Lee WJ. 1996. Preparation of high-fiber bread with 

barley flour. Korean J Food Sci Technol 28(4):702-706.

Ha DM, Park YK, Kang JH, Kim MH. 2012. Dough properties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breads added with barley 

flour. Korean J Food Preserv 19(3):344-353.

Ha DM, Park YK. 2011. Quality characteristics of noodles added 

with domestic germinated barley. Korean J Food Preserv 

18(2):131-142.

Hai XR, Park JH, Heo YN, Kim MJ, Bae GS, Chang MB, Moon 

BK. 2017. Quality characteristics of gluten-free frying 

pre-mix with insoluble dietary fiber powder from chinese 

cabbage by-product. Korean J Food Cook Sci 33(2):155-  

161.

Hong KH, Jang KH, Kang SA. 2016. Effects of dietary β-glucan 

on short chain fatty acids composition and intestinal 

environment in rats. Korean J Food Nutr 29(2):162-170. 

Jeong HC, Ji JL. 2013. Quality characteristics and dough 

rheological properties of pan bread with waxy barley 

powder. Korean J Culin Res 19(4):119-135.

Jeong SY, Park MJ, Lee SY. 2011. Quality characteristics of 

brown rice Jeungpyun. Korean J Food Cult 26(1):86-93.

Jung JJ. 2016. Quality characteristics of cake added with waxy 

barley.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pp 51-52.

Kang SA, Jang KH, Hong KH, Choi WA, Jung KH, Lee IY. 

2002. Effects of dietary β-glucan on adiposity and serum 

lipids levels in obese rats induced by high fat diet. J 

Korean Soc Food Sci Nutr 31(6):1052-1057.

Kim GC, Kim HS, Jo IH, Kim JS, Kim KM, Jang YE. 2013. 

Qualitative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Buchimgaru supplemented with jerusalem artichoke powder. 

J Korean Soc Food Sci Nutr 42(7):1065-1070.

Kim HY, Kim MR, Koh BK. 2004. Food quality evaluation. 

Hyoil, Seoul, Korea. pp 86-101, 190-191.

Kim HY, Koh BK. 2012. Food preparation science. 2nd. Hyoil, 

Seoul, Korea. pp 183-184.

Kim JH, Ryu KS. 2014. The effects of consumption value to 

HMR brand on brand satisfaction, brand trust, and brand 

loyalty. J Foodserv Manag Soc Korea 17(2):135-160.

Kim YH, Han KI, Jeon MA, Hwang SG, Jung EG, Kwon HJ, 

Han MD. 2014. Antihyperlipidemic activities of a chemically 

engineered sulfated mushroom β-glucan on high fat dietary-  

induced hyperlipidemia in sprague-dawley rats. J Life Sci 

24(11):1209-1216.

Kwak TK, Ryu ES, Lee HS, Ryu K, Choi SK, Hong WS, Jang 

MR, Moon HK, Jang HJ, Choi EH, Lee KE, Choi JH, Lee 

NY. 2016. Institutional foodservice operations. Shinkwang, 

Seoul, Korea. pp 30-31.

Lee BY, Lee ME, O J, Kim EC, Surh J. 2010.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hysicochemical and sensory properties 

of bread enriched with two types of wild grape extract. 

Korean J Food Cook Sci 26(5):636-648.

Lee JS, Jeong SS. 2009. Quality characteristics of cookies 

prepared with button mushroom (Agaricus bisporous) powder. 

Korean J Food Cook Sci 25(1):98-105.

Lee JW, Bae IY, Kim HS, Oh IK, Kim MH, Han GJ, Lee HG. 

2013. Effect of barley flour on texture and sensory charac-  

teristics of Garraedduk prepared by retrogradation-retardation 

technology. Food Eng Prog 17(3):219-225.

Lee KS, Park GS. 2015. Quality characteristics of bread con-  

taining sourdough using various grain flours. Korean J 

Food Cook Sci 31(3):264-279.

Lee MW, Lee IS. 2016. Effect of adding barley flour and Hizikia 

fusiformis powder on physicochemical and sensory charac-  

teristics of Jeungpyun. J East Asian Soc Diet Life 26(4):370-  

379.

Mariotti M, Garofalo C, Aquilanti L, Osimani A, Fongaro L, 

Tavoletti S, Hager AS, Clementi F. 2014. Barley flour 

exploitation in sourdough bread-making: A technological, 

nutritional and sensory evaluation. LWT-Food Sci Technol 

59(2):973-980.

Montalbano A, Tesoriere L, Diana P, Barraja P, Carbone A, Spanò 

V, Parrino B, Attanzio A, Livrea MA, Cascioferro S, 

Cirrincione G. 2016. Quality characteristics and in vitro 

digestibility study of barley flour enriched ditalini pasta. 

LWT-Food Sci Technol 72(1):223-228.

Park ID. 2014. Quality properties of glutinous rice Kochujang 

added with germinated barley powder during storage. J 

East Asian Soc Diet Life 24(1):92-100.

Park JH, Kang MS, Kim HI, Chung BH, Lee KH, Moon WK. 

2003. Study on immuno-stimulating activity of β-glucan 

isolated from the cell wall of yeast mutant Saccharomyces 



Korean J Food Cook Sci 보릿가루 첨가 부침개의 품질특성 341

http://www.ekfcs.org 2017; 33(3):333-341

cerevisiae IS2. Korean J Food Sci Technol 35(3):488-492.

Park MJ. 2007. Quality characteristics of Jeungpyun with brown 

rice and barley flour. Korean J Food Cook Sci 23(5):720-  

730.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1. 8th revision food 

composition table. Kwangmoondang, Seoul, Korea. p 36.

Ryu SN. 2000. Recent process and future of research on antho-  

cyanin in crops: I. Rice, barley, wheat, maize and legumes. 

Korean J Intl Agric 12(1):41-53.

Seo JS, Park ID. 2014. Quality properties of barley Kochujang 

added with germinated barley powder. Korean J Food Cult 

29(2):187-194.

Sharma P, Gujral HS. 2014. Cookie making behavior of wheat -

barley flour blends and effects on antioxidant properties. 

LWT-Food Sci Technol 55(1):301-307.

Yang TK. 2012. Effects of particle size of barley flour on the 

characteristics of brea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pp 27-28.

Zhang J, Luo K, Zhang G. 2017. Impact of native form oat β-  

glucan on starch digestion and postprandial glycemia. J 

Cereal Sci 73(1):84-90.

Received on Jun.5, 2017 / Revised on Jun.21, 2017 / Accepted on Jun.22,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