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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민 식생활 수준향상에따라식소재에 함유된 생리활성

성분이 제품 구매시 중요한 인자로 고려되는 건강지향형 소

비패턴으로 변화 중이다. 생리활성성분이 다량 함유된 것으

로 알려진 새싹채소는이러한 식문화 패턴에가장 부합되는

식물성 식재료로써 색감, 맛, 영양과 연한 조직감까지도 우
수하여 소비자에게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현재 무순, 베이
비채소, 새싹땅콩, 새싹메밀등 다양한 새싹채소가 건강기능
성 식재료로써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Seo, 2013; S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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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examin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the Sulgidducks added 
with barley sprouts by blanching (CON), freeze-drying (FBP), hot-air drying(HBP); (2) to examin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Sulgidduck such as the moisture content, the color value, the textural properties 
and the sensory evaluation; (3) to find the optimal ratio of barley sprouts, which were made by the three 
different drying methods. As a result, the Sulgidduks containing barley sprouts by CON showed a lot 
of significance and high correlation depending on the amounts of the barley sprout(p<0.05). As the 
amounts of CON, FBP and HBP increased, the L and the a values of Sulgidducks significantly decreased, 
whereas the b values of them increased. For the textual properties of the Sulgidducks, on the first day, 
the concentration in CON up to 6%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hardness, cohesiveness, springi-
ness, and chewiness. In case of FBP, the increase in the additives caused decrease in the hardness, 
adhesiveness, springiness, and chewiness of the Sulgidducks on storage 0 day(p<0.05). As the amounts 
of HBP increased, the hardness, springiness of the Sulgidducks on the first day decreased(p<0.05). 
Conclusionally, 6% blanched barley sprout added group, 2% FBP and HBP were highly rated in color, 
flavor, bitterness, chewiness, overall acceptability and all sensory quality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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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2016).
보리잎 또는 보리순으로도 불리고 있는 새싹보리는 보리

의 어린싹으로보리를파종하고, 15～20 cm 자란 잎을일컫
는다(Park, Seo, Kim, Lee, & Son, 2017). 새싹보리에는 각종
비타민, 미네랄과 효소를 포함한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
어 있을 뿐 아니라, 활성산소를 분해하는 강력한 항산화효
소인 SOD(superoxide dismutase)가 풍부하고, 항산화비타민
인 비타민 C, 비타민 E, β-carotene 등도 다량 함유되어, 다
양한 기능성 성분들에 의한 혈압강하, 항염증, 항산화, 항알
러지, 항궤양, 항암 작용에 대한 효능이 보고되고 있다(Kim, 
Kim, Lee, & Kim, 2003; Kim, Kim, Lee, & In, 2006; Park et 
al., 2008).
이미 일본, 미국 등에서는 그 영양학적 가치에 주목하여

새싹보리 관련 연구가 활발하여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에 적용 중이며, 그 수요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새싹보리를 이용할 때의 장점은 유휴경지를 이용할 수 있

고 겨울철을 지나 보리 잎이 성장할 때까지 크게 노동력이

들지 않으므로 원료 생산원가가 낮아 가격 경쟁력이 있으

며, 농약의 피해가 전혀 없는 완전 무공해 식품 원료로써
(Kim et al., 2003), 다양한 영양소 및 생리 활성 성분이 풍부
하게 들어 있어, 천연 약물의 원료 및 건강식품으로의 이용
가능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
구하고, 실제로는 보리 잎 중 초엽 이후 약 20 cm 전후의
보리 잎에서 추출한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한 분말제품과

어린 생잎즙이 건강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범용성이
미흡하다(Kim et al., 2006).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옛날부터 일부 지역에서 떡 또는 된장국에 넣어 먹거나, 생
즙을 짜서 먹는 단순한 수준의 가공, 소비 및 섭취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Lee, 2011),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가공된 새싹보리 제품은 현재 그 개발이 매

우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에는다행히국내에서도새싹보리의우수성에주목하

여여러분야에서연구가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Kim(2011)
은 보리순 분말의 첨가가 yellow layer cake의 품질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Kim(2015)은 보리순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품
질특성을, Park 등(2017)은 새싹보리를 첨가하여 스트링치즈
의 품질 특성을 연구하여 보고하였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슬로푸드와 한식이 웰빙 건강식으로

개념이 바뀌면서 떡은 건강과 영양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

표적 식품으로 재조명되고 있다(Yoon & Oh, 2014). 그러므
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기능성 식품소재로써의 잠재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새싹보리를 건조방법을 달리

하여 가공한 후, 설기떡에 부재료로 첨가하여 품질특성과
기호도를 분석하고, 적정 첨가량을 선정함으로써 새싹보리
의 천연 건강기능성 식품소재로써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

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및 시약

본 연구에 사용한 새싹보리는 2012년 5월 대농바이오 새
싹농장에서 구입하여 씨앗을 뿌린 후 25℃로 유지되는 항온
기에서 하루 2회 물을 주어가며, 12일 발아시켰다. 10 cm 정
도의 싹을 틔운 보리는 흐르는 물에 3회 수세하여 1시간 탈
수한후 5 mm 길이로잘라 실험에 사용하였다. 설기떡 제조
는 여주산 일반미(대왕님표), 백설탕은 제일제당의 정백당
3 kg(CJ Co. Ltd.), 소금은 95% 정제염(한주 상사)을 하나로
마트 양재점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이화학적 분석에 사
용한 모든 시약은 Sigma사(Sigma, USA)와 Junsei(Junsei, Ja-
pan)의 특급시약으로 분석하였다.  

2.2. 새싹보리분말 제조

대조구인데침에 의한 새싹보리는 95℃ 이상의 끓는 물에
30초 데친 후 찬물에 즉시 헹구고 물기를 제거하여 준비하
였다. 동결건조한 새싹보리분말은 Kim(1995)의 선행연구와
예비실험에의하여흐르는물에 3회깨끗이수세하여물기를
제거한 후 -50℃ 이하의 급속냉동고(Gudero DF8510, Ilshin 
Lab Co, Korea)에서 동결하여 동결건조기(Bondiro FD5518, 
Korea)에서 완전히 건조하고, 식품분쇄기(HALLDE VCB-61, 
Kista, Sweden)로 2분 이하로 분쇄하여 20 mesh 표준체에 통
과한 분말을 사용하였다. 열풍건조한 새싹보리분말은 Eun, 
Kim과 Chun(2008)의 선행연구와 예비실험에 의하여 흐르는
물에 3회 깨끗이 수세하여 물기를 제거한 후, 80℃의 열수에
서 2분간 데쳤다. 그 후 30분간 자연 탈수하여 70℃의 열풍
건조기(Co- 135, HYSC, Korea)에서 15시간 건조하여 동결건
조한 새싹보리분말과 같이 분말화하여 사용하였다. 건조방
법을 달리하여 가공한 세 종류의 새싹보리 제조 공정은 Fig 
1에 나타내었다. 

2.3. 설기떡 제조

실험에 사용한 설기떡은 Kang(2014)의 방법에 의하여 제
조하였다. 설기떡에 첨가하는 새싹보리의 배합비율은 예비
실험과 Kang(2014)의 문헌을 참고하여 Table 1과 같이 정하
였다. 먼저 멥쌀을 수돗물에 5회 수세하여 20℃에서 8시간
침지한 후 30분 동안 체에 밭쳐 물기를 제거하고 분쇄하여
(HALLDE VCB-61, Kista, Sweden) 최종 수분함량 38.12%의
멥쌀가루를 제조하였다. 멥쌀가루와 새싹보리를 잘 섞은 후
물, 소금, 설탕을 넣고 체에 한 번 내렸다. 직경 7×7×2.5 cm 
크기의 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의 사각틀에 혼합해둔 설기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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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를 가득 담고 윗면을 평평히 한 후 젖은 면보를 덮어

Barley leaves Barley leaves Barley leaves

↓ ↓ ↓

Washing 3 times Washing 3 times Washing 3 times

↓ ↓ ↓

Blanching
(95℃/30 sec)

Freezing
(-50℃/48 hrs)

Boiling
(80℃/2 min)

↓ ↓ ↓

Cooling Freeze drying
(-50℃/48 hrs)

Hot-air drying
(70℃/15 hrs)

↓ ↓ ↓

↓ Grinding Grinding

↓ ↓ ↓

↓ Sieving(20 mesh) Sieving(20 mesh)

↓ ↓ ↓

Blanching
(Control)

Freeze-drying, 
powder(FBP)

Hot-air drying, 
powder(HBP)

Fig. 1. Procedures for preparation of barley sprout using 
different drying methods.

Table 1. Formulas for preparation of Sulgidduk added 
with barley sprout using different drying methods

Samples Ratio
(%)

Ingredients(g)

Rice 
flour

Barley 
sprout Water Sugar Salt

Blanching
(Control)

 0 500 0 50 50 5

 3 485 15 50 50 5

 6 470 30 50 50 5

 9 455 45 50 50 5

12 440 60 50 50 5

Freeze 
drying, 
powder 
(FBP)

0 500 0 75 50 5

1 495 10 75 50 5

2 490 20 75 50 5

3 485 30 75 50 5

4 480 40 75 50 5

Hot-air 
drying, 
powder
(HBP)

0 500 0 75 50 5

1 495 5 75 50 5

2 490 10 75 50 5

3 485 15 75 50 5

4 480 20 75 50 5

가정용 찜기에서 20분간 찌고 불은 끈 상태에서 5분간 뜸을
들인 다음 상온에서 10분간 식힌 후 랩으로 포장하여 20℃
incubator에 저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Fig. 2). 

2.4. 설기떡 품질 분석

2.4.1. 새싹보리의 수분함량

설기떡의 수분함량은 105℃ 상압가열건조법에 의하여 3
회 반복한 평균값으로 구하였다(AOAC 2000). 

2.4.2. 색도 

색도는 색채계Chromo meter, CR-300, Minolta, Japan)를 시
료 표면에직접접촉하여 3회이상반복측정한평균을 Hunter 
값(L, a, b)과 색도차인 ΔE로 표시하였다. 실험 전 보정에 이
용한 백색판의 표준값은 L=94.50, a=0.3032, b=0.3193이었다.

2.4.3. 설기떡의 기계적 품질특성 

설기떡의 기계적 품질 특성은 Texture analyzer(CTA plus, 
Lloyd Co.. England)를 이용하여 TPA test를 실시하였다. 시
료는 직경 7 cm, 높이 2.5 cm 크기로 제조하여 가정용 랩에
포장하여 20℃의 incubator에 보관하면서 제조 당일부터 저

Polished  rice
⇩

Washing(5 times)
⇩

Soaking(8 hours)
⇩

Draining(30 min)
⇩

Milling(+ 1% salt)
⇩

20 mesh sieving
⇩

Addition of barley sprouts
⇩

Mixing & sieving
⇩

Steaming(20 min)
⇩

Cooling(10 min)
⇩

Warping & packing

Fig. 2. Procedures for preparation of Sulgidduk added 
with barley sprout using different dry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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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ditions of texture analyzer

Contents Conditions

Sample height 25 mm

Test mode and option TPA

Test speed 1.0 mm/s

Compression 30.0% of sample thickness

Time 2.0 sec

Trigger type Auto

Trigger force 20 g

Probe 10 mm

Sample width 60 mm

장 3일까지 경도(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응집성(co-
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씹힘성(chewiness)을 10회 반
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하였고, Table 2와 같은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2.4.4. 설기떡의 관능검사 

설기떡의관능적 기호도 검사는세종대남녀대학원생및

대학생 30명을 패널로 선정하고, 오전 10시～11시 사이에 9
점 채점법을 사용한 다시료 비교법(multiple comparison test)
으로 진행하였다. 평가시료는 제조 후 1시간 경과한 평가용
시료를무작위로 선정하였고, 시료는 3×3×1 cm의 일정한 크
기로 자른 후 3자리 난수표로 표기한 흰색 폴리에틸렌 1회
용 접시에 담아 생수와 함께 제공하였다. 설기떡의 관능적
품질요소는 색(color), 향(flavor), 단맛(sweetness), 쓴맛(bitter-
ness), 씹힘성(chewiness),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
bility)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2.5. 통계처리 

실험결과의통계처리는 SAS system(Ver. 9.4, Cary NC, USA)
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각측정 평균값
사이의 95% 유의수준(p<0.05)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설기떡의 수분함량

각각 85.92%, 12.93%, 6.45%의 수분함량을 가지는 새싹보
리, 동결건조 새싹보리분말(FBP), 열풍건조 새싹보리분말
(HBP)을 첨가하여 제조한 설기떡의 수분함량은 Table 3과
같다. 새싹보리 설기떡은 새싹보리 첨가량에 비례하여 유의

Table 3. Moisture contents of Sulgidduk added with 
barley sprout using different drying methods1) 

Samples Ratio(%) Moisture content(%)

Blanching
(Control)

0  35.14±0.94d,2)

3 36.80±0.60c

6 37.51±0.13bc

9 38.42±0.27b

12 40.51±0.24a

F-value 43.49

Pr>F <.0001

Freeze 
drying, 
powder
(FBP)

0 35.14±0.94b

1 37.11±1.48a

2 37.68±0.05a

3 37.52±0.29a

4 38.19±0.68a

F-value 8.42

Pr>F 0.0014

Hot air 
drying, 
powder
(HBP)

0 35.14±0.94a

1 35.47±0.40a

2 35.79±0.15a

3 35.20±0.35a

4 35.26±0.42a

F-value 0.60

Pr>F 0.6721
1) Mean±standard deviation(S.D.) of replications(n=3).
2) Data with different superscript small letters(a～d)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적이고높은상관성(R2=0.9662)을가지며수분함량이증가하
였는데, 대조구인 0% 설기떡은 34.30%였고, 12% 첨가 설기
떡의 수분함량은 40.51%로 가장 높았다(p<0.05). 이는 새싹
보리자체가 85.92%의높은수분함량을보유하고 있기때문
에, 새싹보리 첨가량이 증가됨에 따라 새싹보리가 함유한
수분과 식이섬유소량이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설기떡 내 수

분보유력이 커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Yoo 등(2005)의민들레잎과뿌리분말을첨가한 설기

떡의 품질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Lee와 Hong 
(2005)의 당절임 유자와 Cho와 Hong(2006)의 다시마를 첨가
한 설기떡에 관한 연구에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

이 증가하는 경향과 유사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데친 새
싹보리를 첨가한 설기떡과는 달리 새싹보리분말을 첨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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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의 설기떡의 수분함량은 첨가량 증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BP 첨가 설기떡은 무첨가구인 0% 대조구와 비교하였을

때, FBP 첨가한 1～4% 처리구 모두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p<0.05). 또한 FBP 첨가량 증가에 따른 처리구 간의 수분
함량은 1% FBP 첨가구의경우 37.11%에서 4% 첨가구는 38.09%
로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그러나 HBP를 첨가한 설기떡의
경우, 0% 대조구를 포함한 모든 HBP 첨가구에서 유의적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이는 새싹보리에서와 같이
분말 자체의 수분함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Park, Kim과 Jang(2008)은 어린 보릿가루 첨가구와 비첨가
구의 저장 기간에 따른 수분함량을 비교하였는데, 두 처리

Table 4. Color values of Sulgidduk added with barley sprout using different drying methods1) 

Samples Ratio(%)
Color value

L a b ΔE

Blanching
(Control)

0 84.55±3.44a,2) -0.91±0.06a  5.37±0.37d

3 70.87±0.38b -6.44±0.14b 19.70±0.55c 20.57

6 72.18±0.38b -6.76±0.06c 21.88±0.05b 21.44

9 63.03±0.43c -6.67±0.08c 22.41±0.48b 28.05

12 54.50±0.73d -7.08±0.03d 24.11±0.15a 35.95

F-value 103.95 7,352.1 2,655.98

Pr>F <.0001 <.0001 <.0001

Freeze drying, 
powder
(FBP)

0 84.55±3.44a -0.91±0.06a  5.37±0.37c

1 64.64±0.65b -3.60±0.12b 16.88±0.35b 23.15

2 61.83±0.43bc -4.01±0.15c 17.62±0.32a 26.00

3 60.47±0.34cd -4.27±0.17d 17.83±0.34a 27.32

4 56.89±0.56d -4.92±0.15e 17.61±0.61a 30.51

F-value 122.37 1,149.06 12.08.94

Pr>F <.0001 <.0001 <.0001

Hot air drying, 
powder
(HBP)

0 84.55±3.44a -0.91±0.06a  5.37±0.37d

1 72.41±1.08b -4.10±0.03b 13.35±0.04c 14.88

2 63.60±0.50c -4.58±0.06d 14.04±0.35b 22.97

3 60.83±0.93cd -4.44±0.10c 14.41±0.17b 25.63

4 59.00±0.60d -4.46±0.09c 15.52±0.19a 27.73

F-value 100.10 3,398.12 1,155.46

Pr>F <.0001 <.0001 <.0001

1) Mean±standard deviation(S.D.) of replications(n=3).
2) Data with different superscript small letters(a～d)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구 사이에서 저장기간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없어 본 실험

과는 다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3.2. 설기떡의 색도 

새싹보리, 동결건조 새싹보리분말(FBP), 열풍건조 새싹보
리분말(HBP)를 첨가하여 제조한 설기떡의 색도는 Table 4와
같다. 
첨가량을 달리하여 새싹보리를첨가한 설기떡의 경우, 대

조구인 0% 설기떡의 색도는 L 값이 84.55, a 값이 -0.91, b 
값이 5.37로 측정되었다. 새싹보리를 첨가한 후의 색도는 유
의적으로 변화하여 새싹보리 첨가량이 3%에서 12%까지 증
가할수록 L 값이 70.87에서 54.50으로 감소하여 어두워졌으
며, a 값은 -6.44에서 -7.08로 감소하여 녹색도가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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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b 값은 19.70에서 24.11로 증가하여 황색도가 증가하는
유의적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이는 새싹보리 자체의
녹색에 의한 결과로써 새싹보리 첨가량이 증가됨에 따라 새

싹보리 첨가 설기떡의 녹색도를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조구를 기준으로 3%, 6%, 9%, 12% 새싹보리 설기떡의 ΔE
는 각각 20.57, 21.44, 28.05, 35.95로 대조구와는 다른 계통의
색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새싹보리 첨가한 설기
떡 처리구 간의 색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새싹보리 첨가량
이 9%를 넘어가면서 극히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여
12% 새싹보리첨가설기떡은다른계통의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싹보리를 첨가한 설기떡과 같이 FBP 첨가 전후 색도

차이는 유의적으로 큰 값으로 변화하였다. FBP 첨가량이
1%에서 4%까지 증가할수록 L 값이 64.64에서 56.89로 어두
워졌으며, a 값은 -3.60에서 -4.92로 녹색도가 증가하였고, 
b 값은 16.88에서 17.61로 황색도가 증가하였다. 대조구를
기준으로 하여 1%, 2%, 3%, 4% FBP 설기떡의 ΔE는 각각
23.15, 26.00, 27.32, 30.51로 나타났다(p<0.05). 또한 FBP를
첨가한 설기떡 처리구 간의 색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4% 
FBP 첨가 설기떡은 극히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HBP 
첨가한 설기떡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HBP 첨
가량이 1%에서 4%까지 증가할수록 L 값이 72.41에서 59.00
로 어두워졌으며, a 값은 -4.10에서 -4.46로 녹색도가 증가
하였고, b 값은 13.35에서 15.52로 황색도가 증가하였다. 대
조구를 기준으로 하여 1%, 2%, 3%, 4% HBP 설기떡의 ΔE는
각각 14.88, 22.97, 25.63, 27.73이었다. 또한 HBP를 첨가한
설기떡처리구간의색도차이는 3% HBP 이후 다른 색깔로
판단되었다.  
결과적으로, 새싹보리, FBP, HBP 첨가량이증가할수록설

기떡의 L 값과 a 값은 감소하여 대조구와 비교하여 어두워
졌으며, 녹색도가 증가하였고, b 값은 증가하여 황색도가증
가하는 경향이었다. 일반적으로 떡, 케이크, 국수 등을 포함
한 대부분의 식품 최종 색은 부재료 색의 영향을 크게 받으

며, 주로 L 값은낮아지고, a 값과 b 값도부재료고유의색에
좌우되는 경향이고(Kim, 2014), 부재료 첨가량에 따른 제품
의 유의적 관계가 대부분의 논문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이
러한 결과는 Jeon과 Kim(2016)의 쇠비름, Park과 Na(2016)의
곤드레, Hong, Choi, Choi, Choi와 Lee(1999)의 가루녹차, 
Choi와 Kim(2010)의 깻잎, Joung(1995)의 쑥을 첨가한 설기
에서도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한편, 가공방법을 달리하고 동일한 3% 첨가구의 건조방

법에 따른 b 값을 비교하였을 때 각각 새싹보리 19.70, FBP 
17.83, HBP 14.41로 새싹보리 설기떡과 비교하여 HBP 설기
떡의 b값 변화가 FBP 설기떡보다 컸다. 이는 원재료의 색깔
과 향기 유지에 우수한 동결건조법과 비교하여 열풍건조로

제조한 HBP는 원재료의 색깔 퇴색에 의한 결과로 판단되었
으며, 천일건조, 열풍건조, 동결건조한 취나물의 색도 변화
결과, 동결 건조된취나물의 변색이 가장 적었던 Jiang, Na와
Eun(2016)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고하였다.

3.3. 설기떡의 기계적 품질특성

새싹보리, 동결건조 새싹보리분말(FBP), 열풍건조 새싹보
리분말(HBP)을첨가한설기떡을 20℃에서제조후 0, 1, 2, 3일
까지저장하면서측정한경도(hardness), 응집성(cohesiveness), 
부착성(ad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씹힘성(chewiness)
을 측정하여 제조 당일과 저장 기간에 따른 기계적 품질특

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새싹보리 첨가 비율을 달리한 설기떡의 기계적 품

질특성을살펴본결과는 Table 5에나타내었다. 저장 0일, 새싹
보리첨가량이증가할수록경도와탄력성이감소하는경향이

었으나, 유의적 차이는없었다(p<0.05). Hong(2008)은 88.77%
의 들깻잎을 첨가하여설기떡을제조하여 그물성을 측정하

여 들깻잎에 함유된 식이섬유와 수분이 전분 입자 사이에

혼입되어 보수성을 증가시켜 경도를 낮추고, 부드러운 질감
을 유지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추측하였는데, 본
결과에서는 새싹보리 내 수분과식이섬유가 경도 감소에 유

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착성은
대조구인 0% 첨가구 0.37 kgf․mm에서 12% 첨가구 0.03 kg
f․mm으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Hong(2008)과는 반대의 결
과를 제시하였다(p<0.05). 그러나 식품 형태를 유지하는 내
부 결합력을 의미하는것으로 알려진 응집성과 씹힘성은 새

싹보리 첨가 비율이 높아지면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응집성은 0% 첨가구의 경우 0.22에서 12% 첨가구는 0.28로, 
씹힘성은 대조구 1.42 kgf․mm에서 12% 첨가구 1.65 kgf․
mm로 증가하였다(p<0.05). 또한 새싹보리 첨가량이 0%에서
6%까지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결과적으로 대조구와 비교하여 새싹보리 첨가량 6%까지는
부착성을제외하고, 경도, 응집성, 탄력성, 씹힘성에서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한편, Park 등 (2008)
은 어린보릿가루를 첨가한 설기떡이 대조구보다 경도와 씹

힘성이 높았다고 하여 다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저장기간에 따른 새싹보리 첨가 설기떡의 기계적 품질특

성은 다음과 같다. 저장 0일, 모든 처리구 사이에서 경도의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p<0.05). 그러나 저장 1일부터 새싹보
리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유의적으로 낮아졌고,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서 첨가량에 따른 경화 지연이 뚜렷한경향

을 보였다(p<0.05). 즉, 0% 첨가구와 3% 첨가구는 저장 0일
경도는각각 0.91 kgf․mm, 0.90 kgf․mm 였으나, 저장 1일째
각각 1.25 kgf․mm, 1.17 kgf․mm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p<0.05). 그러나 12% 첨가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저장 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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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extural properties of Sulgidduk added with barley sprout by blanching(control) for 3 days at 20℃1)

Textural
properties

Ratio
(%)

Storage(day)
F-value Pr>F

0 1 2 3

Hardness
(kgf)

0 0.91±0.10a·2),B·3) 1.25±0.33a,B 1.66±0.46a,A 1.87±0.31a,A 11.44 <.0001

3 0.90±0.02a,B 1.17±0.12a,B 1.75±0.19a,A 1.77±0.30ab,A 20.63 0.0004

6 0.81±0.24a,C 1.00±0.05ab,BC 1.25±0.11ab,AB 1.36±0.19b,A  6.89 0.0104

9 0.79±0.16a,C 1.04±0.15ab,B 1.23±0.13ab,AB 1.34±0.05b,A 12.23 0.0004

12 0.76±0.22a,A 0.72±0.02b,A 0.84±0.02b,A 0.77±0.14c,A  0.19 0.9016

F-value 0.79 2.52 3.97 13.48

Pr>F 0.5440 0.0777 0.0187 0.0001

Adhesiveness
(kgf․mm)

0 0.37±0.24a,A 0.01±0.02ab,B 0.02±0.03a,B 0.00±0.03a,B 19.24 <.0001

3 0.30±0.10ab,A 0.01±0.02ab,B -0.01±0.00a,B 0.00±0.01a,B 22.35 0.0003

6 0.08±0.06c,A 0.00±0.01ab,B -0.02±0.01a,B -0.02±0.01a,B  6.72 0.0113

9 0.13±0.07bc,A 0.03±0.05a,B -0.01±0.02a,B -0.01±0.01a,B  9.07 0.0017

12 0.03±0.03c,A -0.02±0.01b,B 0.00±0.01a,AB -0.02±0.01a,B  5.18 0.0237

F-value 5.72 1.48 3.59 0.78

Pr>F 0.0034 0.2491 0.0268 0.5586

Cohesiveness

0 0.22±0.03ab,A 0.19±0.04a,A 0.19±0.03a,A 0.19±0.05a,A  1.01 0.4022

3 0.23±0.07ab,A 0.20±0.04a,A 0.16±0.05a,A 0.19±0.06a,A  0.92 0.4719

6 0.22±0.04ab,A 0.21±0.01a,A 0.20±0.03a,AB 0.15±0.02a,B  3.69 0.0558

9 0.19±0.03b,A 0.19±0.04a,A 0.16±0.02a,A 0.15±0.02a,A  1.68 0.2199

12 0.28±0.07a,A 0.23±0.05a,AB 0.18±0.03a,AB 0.16±0.02a,B  4.70 0.0308

F-value 2.40 0.66 0.85 1.05

Pr>F 0.0862 0.6276 0.5104 0.4189

Springiness
(mm)

0 7.60±1.07a,A 7.51±1.20ab,A 7.52±0.70a,A 7.36±1.25a,A  0.04 0.9903

3 7.43±0.98a,A 7.36±0.95ab,A 7.48±2.81a,A 7.39±0.31a,A  0.00 0.9995

6 7.29±0.62a,A 7.23±0.34ab,A 7.07±0.27a,A 6.78±0.71a,A  0.60 0.6322

9 7.02±1.15a,A 7.00±0.64b,A 6.82±0.51a,A 6.90±0.84a,A  0.05 0.9826

12 7.98±1.18a,A 8.70±0.52a,A 7.03±0.15a,A 6.83±1.09a,A  1.98 0.1882

F-value 0.63 1.10 0.22 0.30

Pr>F 0.6500 0.3850 0.9258 0.8720

Chewiness
(kgf․mm)

0 1.42±0.34ab,B 1.73±0.58a,AB 2.43±0.93a,AB 2.82±1.54a,A  2.78 0.0591

3 1.43±0.68ab,A 1.55±0.45a,A 2.28±1.74a,A 2.75±1.60a,A  1.08 0.4117

6 1.19±0.21ab,A 1.52±0.09a,A 1.95±0.73a,A 1.37±0.33a,A  2.14 0.1651

9 0.88±0.34b,A 1.41±0.35a,A 1.40±0.40a,A 1.37±0.25a,A  2.71 0.0880

12 1.65±0.55a,A 1.48±0.43a,A 1.09±0.16a,A 0.91±0.29a,A  2.11 0.1692

F-value 2.52 0.39 1.40 2.25

Pr>F 0.0751 0.8146 0.2775 0.1158

1) Mean±standard deviation(S.D.) of replications(n=10).
2) Data with different superscript small letters(a～c)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2) Data with different superscript capital letters(A～C)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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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일까지 0.76 kgf․mm에서 0.77 kgf․mm로 유의적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Lee, Lee, Jeon, Kim과 Kim(2015)은 쇠비름을 페이스트 상
태로 제조하여 설기떡의 저장성을 연구하였는데, 쇠비름 페
이스트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설기떡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부착성은 새싹보리 첨가량과 관계없이
모든 첨가구에서 저장 1일부터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p<0.05)). 응집성은 새싹보리 0%, 3%, 9% 첨가구는 저장 기
간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6%와 12% 첨가구는 저
장 기간이 길어지면서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씹힘성은 0% 첨가구의 경우 저장 기간에 따라 유의적인 증
가 경향이 뚜렷하였다(p<0.05). 그러나 새싹보리를 첨가한
모든처리구에서 저장 0일과 비교하여 저장 3일까지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탄력성은 0% 첨가구
를 포함한 모든 처리구에서 저장 0일부터 저장 3일까지 어
떤 유의적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p<0.05). 
동결건조 새싹보리분말(FBP) 첨가 비율을 달리한 설기떡

의 기계적 품질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저장 0일, 0% 첨가구와 비교하여 FBP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경도, 부착성, 탄력성, 씹힘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
향이었다(p<0.05). 즉, 0% 첨가구에서 4% 첨가구까지경도는
0.91 kgf에서 0.68 kgf로, 부착성은 0.37 kgf․mm에서 0.03 kgf․
mm로, 탄력성은 7.60 mm에서 4.00 mm로, 씹힘성은 1.42 kgf․
mm에서 0.39 kgf․mm로 감소하였다. 응집성은 0% 첨가구
와 FBP를 첨가한 처리구 사이에서 유의적 차이는 나타났으
나, 1%에서 4%까지 HBP 첨가구 사이에서의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비파가
루첨가설기떡(Kang, 2014)에서비파첨가량에따라경도, 부
착성, 탄력성, 씹힘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과 유사한 결
과였다. 그러나 응집성의 경우, 첨가구와 무첨가구 모두 유
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고, Choi와 Lee(2010는
동결건조한쑥갓가루설기떡의응집성에서첨가량과음의유

의성을가진다고 하여본연구와는다른결과를보고하였다.  
저장기간에 따른 FBP 첨가 설기떡의 기계적 품질특성 변

화는 다음과 같다. 대조구인 0% 첨가구의 경우, 저장 0일에
서 1일까지 경도의 유의적 차이가 없었고, FBP 첨가 설기떡
은 저장 0일에서 2일까지 경도가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었으나,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3% 첨가구 제외)(p<0.05). 또
한, Kang(2014)은 부착성의 경우 저장 기간 동안 증감을 반
복한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부착성은 시간이 지나
면서 저장 1일부터 3% 첨가구를 제외하고 유의적으로 감소
하였다(p<0.05). 탄력성은 0%와 1% 첨가구의 경우, 저장 기
간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2%, 3%, 4%  첨가구는
저장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탄력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p<0.05). 씹힘성은 저장 기간에 따라 유의

적인 증가경향이 뚜렷하였다. 또한저장 1일부터 유의적증
가를 보인 0% 첨가구와 비교하였을 때 모든 FBP 첨가구는
저장 2일부터 유의적인 증가가 나타났다(p<0.05). 결과적으
로 저장이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처리구에서 경도, 탄력성, 
씹힘성은 증가하고, 부착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열풍건조 새싹보리분말(HBP) 첨가 비율을 달리한 설기떡

의 기계적 품질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FBP 
첨가 설기떡은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경도, 부착성, 탄력성, 
씹힘성에서 유의적인 감소 경향을 보였으나, HBP를 첨가한
설기떡은 저장 0일, 0% 첨가구인 대조구와 비교하여 HBP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와 탄력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

여 경도는 0% 첨가구 0.91 kgf에서 4% 첨가구는 0.64 kgf로, 
탄력성은 7.60 mm에서 4.14 mm로 감소하였다(p<0.05). 부착
성, 응집성, 씹힘성 특성은 0% 첨가구의 경우 각각 0.37 kg
f․mm, 0.22, 1.42 kgf․mm 였고, HBP 첨가구는 0.02～0.10 
kgf․mm, 0.14～0.16, 0.37～0.74 kgf․mm 범위로 측정되어
0% 첨가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그러나
1%에서 4%까지 첨가량을 달리한 HBP 첨가구간 유의적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저장 기간에 따른 HBP 첨가 설기떡의 기계적 품질특성

변화는다음과같다. 저장기간이길어지면서대조구와 4개의
HBP 첨가구의 경도는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또한 HBP 첨가량이 높은 처리구일수록 저장 0일과 비교하
여 시간에 따른 경도값의 변화가 큰 경향을 보였다(2% HBP 
첨가구 제외). 즉, 1% 첨가구의 경우 제조 당일 0.89 kgf에서
저장 3일째 1.70 kgf으로 증가하였는데, 4% 첨가구는 제조
당일 0.64 kgf에서 저장 3일째 1.66 kgf로 1.59배 증가하여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경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 저장 기간에 따른 응집성 변화는 2%와 4% 
첨가구의 경우 유의적 감소 추세를(p<0.05), 탄력성은 1%, 
2%, 3% HBP 첨가구에서 유의적 증가 추세를(p<0.05), 씹힘
성은 3% HBP 첨가구를 제외하고,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결
과를 나타내었다(p<0.05).
결과적으로, 건조방법을 달리 한 새싹보리, FBP, HBP 설

기떡은 저장 0일부터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경도는 감소되
는 경향이었고, 저장 기간에 따른 경도 증가가 유의적으로
늦어져 떡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Cho와 Kim(2015)은 백설기 제조과정에서 당류, 식이섬유소, 
무기질 등이 제품의 전체적인 경도를 낮추며, 첨가되는 부
재료에 따라 보수성에 차이가 생겨 최종 물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부재료로 채소를 분말화하여
첨가한 설기떡의 저장 기간에 따른 물성 변화를 연구한 곰

취가루(Kang & Kim, 2011), 연잎가루(Yoon, 2007), 비파가루
(Kang, 2014) 등을첨가한 설기떡의 경도는 대조구와 비교하
여 낮았으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는 더욱 낮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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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extural properties of Sulgidduk added with barley sprout powder by freeze drying for 3 days at 20℃1)

Textural
properties

Ratio
(%)

Storage(day)
F-value Pr>F

0 1 2 3

Hardness
(kgf)

0 0.91±0.10a·2),B·3) 1.25±0.33a,B 1.66±0.46a,A 1.87±0.31a,A 11.44 <.0001

1 0.80±0.09ab,B 0.85±0.06b,B 1.13±0.27b,B 1.79±0.19a,A 20.68 0.0004

2 0.78±0.06ab,B 0.83±0.02b,B 0.90±0.10b,B 1.04±0.01ab,A 7.36 0.0068

3 0.72±0.07b,A 0.79±0.14b,A 0.92±0.09b,A 1.41±0.70ab,A 2.94 0.0673

4 0.68±0.08b,B 0.71±0.11b,B 0.91±0.03b,B 1.39±0.33b,A 15.91 <.0001

F-value 6.02 6.80 8.18 2.55

Pr>F 0.0037 0.0013 0.0004 0.0692

Adhesiveness
(kgf․mm)

0 0.37±0.24a,A 0.01±0.02a,B 0.02±0.03a,B 0.00±0.03a,B 19.24 <.0001

1 0.20±0.18ab,A 0.03±0.06a,AB -0.01±0.02a,B -0.02±0.00a,B 3.25 0.0811

2 0.10±0.03b,A -0.02±0.01a,B -0.01±0.01a,B -0.02±0.01a,B 32.17 <.0001

3 0.03±0.02b,A 0.02±0.04a,A 0.00±0.02a,A 0.01±0.07a,A 0.42 0.7427

4 0.03±0.01b,A 0.01±0.02a,B 0.00±0.02a,B -0.01±0.01a,B 3.74 0.0345

F-value 4.76 1.12 2.73 0.43

Pr>F 0.0101 0.3737 0.0582 0.7863

Cohesiveness

0 0.22±0.03a,A 0.19±0.04a,A 0.19±0.03a,A 0.19±0.05a,A 1.01 0.4022

1 0.17±0.02b,A 0.12±0.08b,A 0.17±0.04ab,A 0.17±0.03a,A 0.65 0.6066

2 0.17±0.01b,A 0.10±0.04b,B 0.20±0.04a,A 0.18±0.04a,A 4.89 0.0241

3 0.15±0.02b,A 0.07±0.02b,B 0.15±0.01ab,A 0.18±0.05a,A 7.76 0.0023

4 0.14±0.02b,A 0.09±0.03b,B 0.13±0.02b,A 0.13±0.02a,A 4.46 0.0249

F-value 8.60 7.91 3.19 1.59

Pr>F 0.0007 0.0005 0.0352 0.2129

Springiness
(mm)

0 7.60±1.07a,A 7.51±1.20a,A 7.52±0.70ab,A 7.36±1.25ab,A 0.04 0.9903

1 5.86±1.04b,A 5.56±1.87b,A 8.63±3.07a,A 7.22±0.72ab,A 1.64 0.2558

2 5.48±0.18b,B 5.06±1.73b,B 7.32±0.98ab,AB 9.83±4.09a,A 3.29 0.0663

3 4.03±0.33c,C 4.45±0.41b,BC 6.15±0.42ab,A 7.48±2.09ab,A 7.85 0.0022

4 4.00±0.68c, B 4.19±0.66b,B 5.19±0.68ab,AB 5.43±1.18b,A 3.39 0.0458

F-value 19.06 9.28 2.47 2.53

Pr>F <.0001 0.0002 0.0774 0.0713

Chewiness
(kgf․mm)

0 1.42±0.34a,B 1.73±0.58a,AB 2.43±0.93a,AB 2.82±1.54a,A 2.78 0.0591

1 0.79±0.22b,B 0.69±0.57b,B 1.60±0.49ab,AB 2.18±0.59a,A 6.22 0.0174

2 0.74±0.03bc,B 0.45±0.29b,B 1.07±0.29b,AB 1.91±1.07a,A 4.27 0.0346

3 0.44±0.08bc,B 0.25±0.06b,B 0.88±0.22b,AB 1.87±1.19a,A 5.39 0.0102

4 0.39±0.16c,B 0.28±0.15b,B 0.62±0.17b,AB 1.03±0.57a,A 5.30 0.0109

F-value 18.56 14.84 5.24 1.84

Pr>F <.0001 <.0001 0.0047 0.1582

1) Mean±standard deviation(SD) of replications(n=10).
2) Data with different superscript small letters(a～c)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2) Data with different superscript capital letters(A～C)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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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extural properties of Sulgidduk added with barley sprout powder by hot air drying for 3 days at 20℃1) 

Textural
properties

Ratio
(%)

Storage(day)
F-value Pr>F

0 1 2 3

Hardness
(kgf)

0 0.91±0.10ab·2),B·3) 1.25±0.33ab,B 1.66±0.46a,A 1.87±0.31a,A 11.44 <.0001

1 0.89±0.12ab,B 0.87±0.10c,B 1.43±0.13ab,A 1.70±0.35a,A 16.14 <.0001

2 0.78±0.06bc,C 0.84±0.11c,C 1.31±0.26ab,B 1.60±0.17a,A 25.64 <.0001

3 1.02±0.23a,C 1.33±0.24a,B 1.28±0.11b,BC 1.73±0.20a,A  8.52 0.0015

4 0.64±0.09c,C 1.04±0.23bc,B 1.20±0.14b,B 1.66±0.49a,A 13.57 <.0001

F-value 5.49 5.99 3.70 0.57

Pr>F 0.0045 0.0012 0.0154 0.6878

Adhesiveness
(kgf․mm)

0 0.37±0.24a,A 0.01±0.02a,B 0.02±0.03ab,B 0.00±0.03a,B 19.24 <.0001

1 0.02±0.02b,AB 0.03±0.01a,AB 0.05±0.05a,A -0.01±0.03ab,B  3.59 0.0341

2 0.10±0.03b,A 0.01±0.03a,BC 0.03±0.02a,B -0.01±0.01ab,C  9.75 0.0008

3 0.03±0.02b,A 0.03±0.06a,A 0.01±0.03ab,AB -0.04±0.02b,B  2.85 0.0723

4 0.02±0.01b,A 0.04±0.09a,A -0.01±0.02b,A -0.01±0.01ab,A  1.97 0.1501

F-value 7.73 0.50 3.55 1.95

Pr>F 0.0008 0.7338 0.0182 0.1358

Cohesiveness

0 0.22±0.03a,A 0.19±0.04a,A 0.19±0.03ab,A 0.19±0.05a,A  1.01 0.4022

1 0.16±0.02b,A 0.12±0.03a,A 0.17±0.08ab,A 0.13±0.02b,A  1.69 0.2045

2 0.17±0.01b,A 0.11±0.04a,B 0.19±0.02a,A  0.15±0.04ab,AB  4.94 0.0140

3 0.16±0.04b,A 0.14±0.12a,A 0.16±0.01ab,A 0.13±0.02b,A  0.12 0.9494

4 0.14±0.02b,A 0.14±0.06a,A 0.13±0.04b,B 0.13±0.04b,B  0.11 0.9562

F-value 7.43 1.68 2.40 3.41

Pr>F 0.0010 0.1826 0.0740 0.0249

Springiness
(mm)

0 7.60±1.07a,A 7.51±1.20a,A 7.52±0.70a,A 7.36±1.25a,A  0.04 0.9903

1 4.71±0.42bc,B 5.82±0.33b,B 9.13±3.46a,A 7.08±1.46a,AB  4.28 0.0191

2 5.48±0.18b,B 5.25±0.55b,B 7.01±0.75a,A 5.92±0.46a,B  9.70 0.0008

3 4.22±0.89c,B 5.95±1.96b,AB 7.16±0.68a,A 7.90±3.27a,A  3.15 0.0561

4 4.14±0.53c,A 6.26±1.47ab,A 7.35±3.46a,A 6.54±2.71a,A  1.77 0.1841

F-value 19.33 3.70 0.63 0.70

Pr>F <.0001 0.0149 0.6481 0.6007

Chewiness
(kgf․mm)

0 1.42±0.34a,B 1.73±0.58a,AB 2.43±0.93a,AB 2.82±1.54a,A  2.78 0.0591

1 0.68±0.17b,B 0.58±0.13b,B 2.56±1.77a,A 1.48±0.29b,AB  4.71 0.0135

2 0.74±0.03b,B 0.52±0.28b,B 1.76±0.30a,A 1.45±0.35b,A 22.03 <.0001

3 0.73±0.33b,A 1.50±1.69ab,A 1.43±0.12a,A 1.72±0.35ab,A  0.87 0.4796

4 0.37±0.10b,B 1.04±0.64ab,AB 1.26±0.93a,AB 1.40±0.73b,A  2.06 0.1359

F-value 13.07 3.00 2.01 2.97

Pr>F <.0001 0.0345 0.1206 0.0411

1) Mean±standard deviation(SD) of replications(n=10).
2) Data with different superscript small letters(a～c)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2) Data with different superscript capital letters(A～C)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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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나타내어 본 실험과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부
착성 특성은 저장 0일 새싹보리 첨가 설기떡의 경우 첨가량
의증가에 따라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HBP 첨가설기떡
은 대조구와의 유의적인 차이만이 나타났다(p<0.05). FBP 첨
가 설기떡은 새싹보리 첨가 설기떡과 HBP 첨가 설기떡의
중간 특성을 보였다. 이는 부재료 자체의 수분함량 차이에
의한 것으로 부재료의 수분함량이 낮을수록 응집성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건조방법에 따른 설
기떡의 응집성 특성도 부착성과 유사한 경향이었으나, 분말
형태로 첨가한 FBP 설기떡과 HBP 설기떡은 대조구와의 유
의적 차이만 나타났다(p<0.05). 탄력성은 새싹보리 첨가 설
기떡과 비교하여 FBP 설기떡과 HBP 설기떡에서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5).

3.4. 설기의 관능적 기호도 특성

새싹보리, 동결건조 새싹보리분말(FBP), 열풍건조 새싹보
리분말(HBP)을 첨가하여 제조한 설기떡의 색(color), 향미
(flavour), 단맛(sweetness), 쓴맛(bitterness), 씹힘성(chewiness),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에 대한 관능적 기호 특
성을 30명의 패널에 의하여 scoring test로 평가하였다.
새싹보리 첨가 비율을 달리한 설기떡의 관능적 기호특성

을 살펴본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색에 대한 기호도는
새싹보리 첨가구가 4.67을 받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유의적
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p<0.05). 새싹보리 첨가량을 달리
한 첨가구의 색 기호 특성은 3%, 6%, 9%의 세 첨가구가 각
각 5.41, 7.33, 675로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 중
6% 첨가구가 가장 좋게 평가되었다(p<0.05). 새싹보리 첨가
량이 가장 많았던 12% 첨가구의 색 기호특성은 4.91로써 새

Fig. 3. Sensory properties of Sulgidduk added with 
barley sprout by blanching(control). 

싹보리 첨가구 중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너무

진한 색은 오히려 관능적 기호특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적
정량의 부재료 첨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미 특
성도 새싹보리 첨가구가 대조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

았는데, 이중 6%와 9% 첨가구가 각각 6.83, 6.83으로 12% 
첨가구의 5.91과 비교하여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p<0.05). 
이로서 지나친 부재료의 첨가는오히려 고유의 향미 특성을

저해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쓴맛 특성도 새싹보리 첨
가구가 대조구와 비교하여 모두유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

았다(p<0.05). 모든 새싹보리 첨가구가 대조구와 비교하여
높은평가를받았던 것과 달리씹힘성특성은 12% 첨가구가
대조구보다도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새싹보리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씹힘성 특성이 증가하였던 설기떡의 기계적

측정 결과와 일치하는것으로 지나친 새싹보리의 첨가로 인

하여 새싹보리가 가진 섬유질의 증가가 설기의 씹힘성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과적으로 대조구
와 비교하여 새싹보리를첨가한설기떡의 색, 향미, 쓴맛, 씹
힘성과 전체적인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3%, 6%, 9% 첨가구와 달리 새싹보리를 12% 첨가한 설기떡
의 관능적 기호특성은 대조구와 비슷하거나 낮게 평가되어, 
새싹보리설기 제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새싹보리 첨가량 6%> 9%> 3%> 12%, 0%의 순서로 높은 평
가를 받아 새싹보리를첨가한 설기떡 제조에적합한 첨가량

은 6%로 판단되었다.
동결건조 새싹보리분말(FBP)을 첨가하여 제조한 설기떡

의 관능적 기호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Fig. 4와 같다. 색에
대한 기호도는 FBP 첨가구가 대조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
로 높았다(p<0.05). FBP 첨가량을 달리한 설기떡의 색의 기
호도특성을 비교결과, 1%, 2% 첨가구에서각각 6.17과 8.33
으로 유의적으로 높았고, 이중 2% 첨가구가 가장 좋게 평가
되었다(p<0.05). 그러나 3%, 4% 첨가구는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유의적으로 색의 기호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새
싹보리 첨가구와 같이지나친 첨가량은 전반적인 관능적 품

질을 오히려 낮추는 것으로 생각되었다(p<0.05). 향미 특성
은 FBP 첨가구가 0% 첨가구와비교하여모두유의적으로높
았고, 첨가량에 따른 향미 기호도는 2% 첨가구에서 6.50로
가장 높았다(p<0.05). 또한 FBP 3%, 4% 첨가 설기떡은 진한
새싹보리 고유의 향 때문에 오히려 향미에 대한 기호도를

낮추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첨가량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새싹보리첨가 설기떡과는 달리 FBP 첨가설기떡의단맛특
성은 FBP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그 기호도가 낮아지는 결과
를 나타내었다. 이는 설탕 첨가량은동일하나 FBP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쓴맛이 더 감지되고, 상대적으로 단맛을 감지하
기 어려워지게 되어 단맛 기호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되었다. 또한 대조구와 비교하여 오히려 1% FBP 첨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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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nsory properties of Sulgidduk added with 
barley sprout powder by freeze drying.

단맛을 더 높게 평가하였는데, 저농도의 쓴맛과 단맛에 의
한 맛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쓴맛 특성은
FBP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
고, 2% FBP 첨가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씹힘성은
1%와 2% FBP 첨가구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되었고,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은 평가를 받았다(p<0.05). 씹힘성은
FBP 설기떡의기계적평가에서는첨가량이증가할수록급격
히 감소하였는데, 설기떡의 적당한 저항감을 없애므로 지나
친 FBP 첨가는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판단되었다. Cho(2009)
는 브로콜리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씹힘성이 낮았는, 이를
설기떡의 연한 조직감이라기 보다 오히려 푸석거리는 질감

으로변화한것으로판단하여유사한경향을보고하였다. 결
과적으로 전체적 기호도 평가에서 FBP 첨가량 2%>1%, 3%> 
0%>4% 의 순서로 평가를 받아 FBP를 첨가한 설기떡 제조
에 적합한 첨가량은 1%와 2%로 판단되며, 4% 이상의 첨가
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열풍건조 새싹보리분말(HBP)을 첨가하여 제조한 설기떡

의 관능적 기호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Fig. 5에 나타내었다. 
HBP 설기의 전체적 기호도 특성은 전반적으로 FBP 설기의
관능적 기호특성과 유사한 경향이었다. 색의 기호도 특성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HBP 첨가구가 유의적으로 높았는데, 첨
가량에 따른 유의적인 경향은 없었으나 6.07에서 7.17 의 값
으로평가되었고, 이중 2% 첨가구가가장좋은것으로평가
되었다(p<0.05). 또한 4.75에서 8.33의 값을 받았던 FBP 첨가
설기떡과 비교하여 첨가구간 색의 기호도 값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미특성은 FBP 설기떡과마찬가지
로 대조구와 비교하여 HBP 첨가구가 모두 유의적으로 높아
HBP 첨가에 의하여 설기떡의 향기에 대한 기호도 특성은

Fig. 5. Sensory properties of Sulgidduk added with 
barley sprout powder by hot air drying.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향
기는 2% 첨가구가가장높은 7.17이었고, 가장많이첨가한 4% 
첨가구는 다른 첨가구와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단맛 특성은 FBP 설기떡에서와 같이 HBP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유의적으로낮게 평가되는경향으로, 이는 HBP의 쓴맛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리순 분말의 첨가 비율이 분말 고유

의 맛으로 인해 단맛이 약하게느껴지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p<0.05). 기계적 평가에서 평가된 씹힘성 특성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첨가구가 모두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첨가량을
달리한 4개의 HBP 첨가구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p<0.05). 
그러나 관능적 기호도 특성 분석에서는 첨가량을 달리한 4
개의 HBP 첨가구간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고, 특히 4% HBP 
첨가구의 경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p<0.05). 
식품과맛을결정하는영향요인중에 시각을 통해인지하

는 시각은 실제 맛보다 중요하고, 식품 선택시 결정적인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Kim, 2014). 부재료로 모시
대 분말(Jung, Shin, & Kim, 2010), 곰취가루(Kang & Kim, 
2011), 비파가루(Kang, 2014), 비타민나무잎(Cho & Kim, 2015)
을 첨가한 설기떡의 기호도 특성에서도 부재료의 지나친 첨

가는 색, 향, 맛 등의 기호도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Jeon과 Kim(2016)은 쇠비름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황색이 짙어지며, 색의 기호도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향, 맛, 조직감, 전체적인
기호도에서 3% 첨가 설기떡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여본결과와유사한경향을보고하였다. 그러나 Cho(2009)
는 색을 제외하고브로콜리분말첨가량이증가할수록 향미, 
씹힘성, 전체적인 기호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하여 본
결과와 다른 경향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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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건조방법을 달리하여 새싹보리를데침, 동
결건조(FBP), 열풍건조(HBP)에 의하여 가공하고 각각 첨가
량을 달리하여 설기떡에 부재료로첨가하여 수분함량, 색도, 
기계적 물성 특성과 관능적 기호도를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새싹보리 가공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

다. 새싹보리 첨가 설기떡은 새싹보리 첨가량에 비례하여
유의적이고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나, 새싹보리분말을
첨가한 두 종류의 설기떡의 수분함량은 첨가량 증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p<0.05). 새싹보리, FBP, HBP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설기떡의 L 값과 a 값은 감소하여 대조구와 비
교하여 유의적으로 어두워졌으며 녹색도가 증가하였고, b 
값은 증가하여 황색도가 증가하는 경향이었다(p<0.05). 건조
방법에 따른 기계적 물성 특성은 새싹보리 첨가 설기떡의

경우 저장 0일 새싹보리 첨가량 6%까지는 부착성을 제외하
고, 경도, 응집성, 탄력성, 씹힘성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p<0.05). 그러나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경도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첨가량이 많을수록 경도가 지연되는 경향이었
으며, 응집성과 부착성은 감소되는 경향이었다(p<0.05). 저
장 0일, FBP 첨가설기떡은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 부착
성, 탄력성, 씹힘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p< 
0.05). 또한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도, 탄력성, 씹힘성이
증가하고, 부착성은 감소되는 경향이었다(p<0.05). HBP 첨
가설기떡은 저장 0일, 첨가량이증가함에 따라서경도와 탄
력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부착성, 응집성, 씹
힘성 특성은 0% 첨가구와 HBP 첨가구와의 유의적인 차이
만 있었고, 첨가량에 따른 첨가구 사이의 유의적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관능적 기호특성은 새싹보리, 
FBP, HBP 모두 지나친 첨가는 관능적 기호도를 저하시키며
본 연구에서 새싹보리 첨가 설기떡은 6% 첨가구에서, FBP
와 HBP 첨가 설기떡은 2% 첨가구에서 색, 향미, 쓴맛, 씹힘
성, 전체적 기호도의 모든 관능적 기호특성이 우수하게 평
가되어, 식품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로서
의 다양한 새싹보리 가공품 개발과 그 상업적 활용 가능성

을 확인하여 새싹보리의활용성 증대를 통한 농가 부가가치

및 경쟁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새싹보리를 이
용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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