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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분말 첨가량에 따른 인 미의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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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Gamgyul-Injeulmi containing different ratios 
of Citrus mandarin powder(0, 3, 6, 9 and 12%). The moisture content of the control group was 45.37%. As the ratio of 
Citrus mandarin powder increased, moisture content decreased. The water holding capacity of glutinous rice flour with Citrus
mandarin powder decreased gradually in proportion to the amount of Citrus mandarin powder added. An analysis of Hunter's 
color values for Gamgyul-Injeulmi indicate that the addition of Citrus mandarin powder leads to lower L value and higher 
a and b value compared to the control. Textural analysis of Gamgyul-Injeulmi showed that the hardness, cohesiveness, 
gumminess and chewiness increased as Citrus mandarin powder was added, whereas adhesiveness and springiness decreased. 
According to the sensory evaluation of Gamgyul-Injeulmi, as the ratio of Citrus mandarin powder was increased, the flavor, 
sweetness and hardness all increased. Gamgyul-Injeulmi with 6% Citrus mandarin powder was rated as the best in terms 
of color and for overall preference in the sensor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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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통음식의 하나인 떡은 곡류를 가공한 식품

으로 제례의식이나 각종 행제(行祭), 무의(巫 ), 식(節食) 
등에 리 이용되어 왔다. 떡은 그 제조방법에 따라  떡, 
친 떡, 지진 떡, 빚는 떡으로 분류하는데, 이  인 미는 찰 

곡물을 탈각한 후 가루 상태로 만들어서 시루에 거나 혹은 

찹 로 밥을  다음, 구나 안반에 담고 떡메로 쳐서 모양

을 만든 뒤 고물을 묻힌 떡이다.(Lee HG 1998; Yoon SJ 2001; 
Shin & Song 2008a).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인 미는 인 병(引切
餠)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인 미가 차진 떡이라 잡아당겨 끊

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찹 을 이용한 친 떡

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인 미를 만드는 주재료

는 주로 찹 이며, 이외에도 차조, 기장 등을 사용하기도 한

다. 한, 섞는 재료에 따라 쑥인 미, 추인 미, 조인 미 

등으로도 나 며, 고물에 따라 콩인 미, 팥인 미, 흑임자인

미. 녹두인 미 등으로도 부른다(Yoon SJ 2001; Shin & 
Joung 2008b).

인 미에 한 연구로는 흑미를 첨가한 인 미의 품질 특

성(Cho & Cho 2000), 첨가한 당의 종류와 제분방법이 다른 

찹 가루를 이용한 인 미의 텍스쳐 특성(Kim & Shin 2000), 
찹  품종 간 인 미 품질 특성(Ha 등 2001), 제분방법을 달

리한 찹 가루로 만든 인 미의 텍스쳐 특성에 물 첨가량이 

미치는 효과(Kim & Shin 2002a), 구기자가루 첨가량에 따른 

인 미의 품질 특성(Lee 등 2004), 발아 콩가루 첨가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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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이소 라본 함량  특성에 미치는 향(Jung 등 2006) 
등이 있다.

감귤은 운향목 운향과(Rutaceae), 감귤나무아과(Aurantioideae) 
에서 감귤속(Citrus), 감속(Fortunella), 탱자나무속(Poncirus)

에 속하는 각 종(species)  이들 속(genus)으로부터 생된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과수용으로는 감귤속(Citrus)에 따

른 귤 종류만 재배되고 있다(Chung 등 2000). 2005년 세계 감

귤 생산량은 1억 510만 톤으로 과실 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

고, 지 도 그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
귤은 제주도를 심으로 재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총 과수 

생산량 250만 톤 가운데 약 30%를 감귤이 차지하고 있어 감

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요한 과수라 할 수 있다(Kim CM 
2006).  

로부터 감귤은 신선한 과육, 그 자체로 섭취할 뿐만 아

니라 장 장애, 천식 해독, 식욕 부진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약용으로도 리 이용되어 왔다(Emim 등 1994; Yook 
CS 1997; Hur CG 2000; Min 등 2002). 

감귤에는 포도당과 과당, 비타민 C와 E, 식이섬유소 등과 

같은 양소가 함유되어 있으며, 한 flavonoids, carotenoids
와 같은 생리활성물질도 들어 있다(Lee 등 1987; Whang & 
Yoon 1995; Eun 등 1996; Laura B 1998; Song 등 1998;  Kawaii 
등 1999; Moon 등 2004; Kim 등 2006). 특히 감귤 과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hesperidin이나 naringin과 같은 flavonoids 물질

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Kim & Kim 2003; Yoon & Jwa 2006), 모세 의 수축을 

진시켜 고 압을 방하고, 액내의 LDL 콜 스테롤의 양

을 하시켜 의 건강을 증진시킨다(Son 등 1992; Bok 등 

1999; Kim 등 1999). 한, 감귤 속에 함유되어 있는 카로티노

이드는 체내에 흡수되어 비타민 A로 환되는 로비타민 A
로서의 기능 외에 면역기능을 항진시키고, 암 발생을 억제하

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천연착색제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능성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다(Crandall 등 

1983; Seo 등 2002; Seo 등 2003; Whang & Yoon 1995).
그러나 이들 요한 생리  기능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는 

감귤 과피는 그 일부가 한약재로 쓰이는 것 외에는 부분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Chang & Hur 1977). 한, 우리나라 

감귤 생산량은 약 70여 만 톤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소비되

는 양은 40여 만 톤에 불과해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에 한 처방안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감귤을 

이용한 가공식품이나 기능성 식품의 개발 등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 까지 보고된 감귤을 이용한 식품 련 연구로는 감귤 

과피를 함유한 유과의 품질 특성(Bae 등 2002), 감귤의 건조

에 따른 품질 특성 모니터링(Lee & Yoon 2003), 유색미 제조

용 감귤 과피물 추출 균질액의 제조 조건 최 화(Seo 등 2003), 
고령자용 감귤 젤리의 품질 특성 연구(Lee 등 2007), 감귤분

말을 첨가한 운드 이크의 품질 특성(Park YS 2007)에 

한 연구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 고유의 곡류 가공식품인 인

미에의 첨가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귤의 소비량을 늘리고 감귤을 이

용한 다양한 식품의 개발에 한 기  연구의 하나로, 감귤을 

통째로 건조한 후 마쇄한 감귤분말을 첨가하여 감귤인 미

(Gamgyul-Injeulmi)를 제조하고 일반성분, 수분결합력, 색도, 
texturometer에 의한 기계  특성 그리고 능검사를 실시하

다. 한, 감귤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인 미의 

품질 특성을 비교 측정함으로써 감귤분말을 이용한 감귤인

미의 가장 합한 기본 배합비율을 선정하고, 기능성 양

성분이 부여된 감귤분말 첨가 인 미의 개발에 보탬이 되고

자 하 다. 

실험재료  방법

1. 실험재료

1) 감귤분말의 제조 

감귤분말은 2007년 제주 농 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에서 

원형 그 로 통째로 동결 건조시켜 분쇄한 후 100 mesh로 제

조한 제품을 구입하여 시료로 사용하 다. 

2) 찹 가루의 제조

찹 은 라남도 순천산 일반계 찹 을 농 하나로 양곡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찹  300 g을 3회 수세하여 상온

에서 8시간 불린 다음 체에 건져서 20분 동안 수분을 제거한 

후, roller mill을 사용하여 분쇄하고 18 mesh로 2회 통과시킨 

후 풍건하여 사용하 다. 한, 소 (꽃소 , 샘표, 한국)을 

구입하여 인 미 제조에 사용하 다. 

2. 실험방법

1) 인 미의 제조

감귤인 미의 제조를 한 재료배합  비율은 Table 1과 

같으며, 그 제조공정은 Fig. 1과 같다. 체 량을 300 g으로 

하여 찹 가루에 감귤분말을 각각 0%, 3%, 6%, 9%  12%의 

비율이 되도록 첨가하 다. 그리고 체 량의 1%에 해당하

는 소 을 첨가하고 고루 섞이도록 18 mesh 체에 2회 통과시

킨 후 시료로 사용하 다. Steamer에 물을 붓고 끓여서 증기

가 오르면 시루에 젖은 행주를 깔고 혼합한 재료를 넣어 강한 

불로 25분간  다음 5분간 뜸을 들 다. 쪄진 떡을 꺼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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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s for Gamgyul-Injeulmi with Citrus 
mandarin powder                                (g)

Materials
Samples1)

Glutinous rice 
flour

Citrus mandarin 
powder

Salt

Control 300  0 3
A 291  9 3
B 282 18 3
C 273 27 3
D 264 36 3

1) Control, A, B, C, D: Injeulmi with 0, 3, 6, 9, 12% Citrus mandarin
powder respectively.

Glutinous rice

↓

Washing 

↓

Soaking for 8 hrs

↓

Draining for 20 min.

↓

Milling 

↓

Sieving by 18 mesh

↓

Mixing glutinous rice flour, Citrus mandarin powder, salt

↓

Steaming for 25 min.

↓

Steam boiled for 5 min.

↓

Molding

↓

Gamgyul-Injeulmi

Fig. 1. Making processes of Gamgyul-Injeulmi.

즉시 구에 담아 300회를 친 다음, 떡을 상온에서 1시간 동

안 방랭한 후 3×3×1 ㎝ 크기로 잘라 각각 하여 20℃에서 

보 하며 분석시료로 사용하 다. 

2) 일반성분 분석

찹 가루와 감귤분말, 그리고 감귤인 미의 일반성분 분

석은 AOAC법(AOAC. 1984)에 따라 분석하 다. 즉, 수분은 

105℃ 상압가열건조법, 조단백질은 Kjeldahl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 조회분은 550℃ 직 회화법으로 각각의 함량을 측정

하 다. 

3) 수분결합력 측정

감귤분말을 첨가한 혼합분의 수분결합력은 Collins와 Post
의 방법(Collins & Post 1981)을 약간 변형하여 측정하 다. 
미리 무게를 측정한 원심 에 각 시료 3 g을 넣고 증류수를 

10배 가한 다음 실온에서 30분간 교반하 다. 이를 원심분리

기(MF 600, Hanil Science Industrial, Korea)에서 1.81×1,000 g 
조건에서 30분간 원심 분리한 다음 상등액을 제거하고 침

된 시료의 무게(A)를 측정하여 처음 시료와의 량비로 계산

하 다. 모든 시료는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냈

으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Water holding 
capacity (%) 

=
A－Sample weight(d.b)

× 100
Sample weight(d.b)

4) 색도 측정

감귤인 미의 색도는 인 미를 제조한 후 실온에서 1시간 

방냉한 다음 색차계(JC 801S, Japan)를 사용하여 L(백색도), a
( 색도), b(황색도) 값을 3회 반복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구

하 다.

5) Texturometer에 의한 기계  품질특성

감귤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감귤인 미를 실온에서 1시
간 방냉한 다음 texturometer(TA-XT2i, Stable Micro System 
Co, Surrey, U.K)를 사용하여 Table 2와 같은 조건에서 시료를 

압착하 을 때 얻어지는 force distance curve로부터 시료의 

T.P.A(texture profile analysis)를 분석하고 그 결과로부터 각 시

료의 견고성(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탄력성(Springi-

Table 2. Analytical operation condition for texturometer

Classification Condition
Test speed 1.0 ㎜/s
Distance 2.0 ㎜
Time 5 sec
Load cell 5 ㎏
Sample height 10.0 ㎜
Calibrate probe 10.0 ㎜ cylinder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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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s), 응집성(Cohesiveness), 착성(Gumminess)  씹힙성(Chewi-
ness) 등을 구하 다.

6) 능검사

제품의 능검사는 훈련된 능검사요원 7명을 상으로 

하여 실시하 다. 검사 실시 에 model system과 시료를 이

용하여 비실험을 한 후, 본 실험에 응하도록 하 으며, 각 

인 미의 색(Color), 향미(Flavor), 단맛(Sweetness), 단단한 정

도(Hardness), 한 정도(Moistness), 탄성(Elasticity)  체

인 선호도(Overall preference)의 각 항목에 해 1 부터 7
까지 수를 부여하는 7  채 법으로 평가하 다. 능검

사는 5개의 시료를 같은 그릇에 담아서 오후 3시에 실시하

는데, 한 개의 시료를 능검사한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안

을 헹구도록 하고, 다음 시료의 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

다(Kim 등 1993).

7) 통계처리

본 연구의 실험결과는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0.0 for Window) 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

리하여 분석하 다. 분석 방법으로는 평균  표 편차를 구

하고, Duncan의 다 범 시험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을 실시하여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 다.

결과  고찰

1. 찹 가루  감귤분말의 일반성분 함량

찹 가루와 감귤분말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찹 가루의 수분 함량은 10.42%, 조단백 함량은 6.52%, 조
지방 함량은 0.88% 그리고 조회분 함량은 0.93% 다. Kim 등
(Kim & Shin 2002b)은 찹 가루의 수분 함량은 11.67%, 조단

백 함량은 5.81%, 조지방 함량은 0.54% 그리고 조회분 함량

은 0.39%로 보고하여, 본 실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
는 찹 의 품종  찹 가루 제조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

Table 3. Proximate composition of glutinous rice flour
and Citrus mandarin powder                     (%)

Classification
Samples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at

Crude 
ash

Glutinous rice 
flour

10.42±0.071) 6.52±0.25 0.88±0.01 0.93±0.03

Citrus mandarin
powder

 4.93±0.02 2.57±0.08 0.75±0.53 1.42±0.20

1) Values are mean±SD.

라 생각된다. 
한, 감귤분말의 수분 함량은 4.93%, 조단백 함량은 2.57%, 

조지방 함량은 0.75%, 그리고 조회분 함량은 1.42% 다. Park 
(Park YS 2007)의 연구에서는 감귤분말의 수분 함량은 13.72%, 
조단백 함량은 5.22%, 조지방 함량은 1.31% 그리고 조회분 

함량은 1.94%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감귤 시료의 채취 장소  수확시기 등

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인 미의 수분 함량

찹 가루에 감귤분말을 각각 0%, 3%, 6%, 9%  12% 첨
가하여 제조한 감귤인 미의 수분함량은 조구가 4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귤분말을 12% 첨가한 감귤인 미가 

41.81%로 가장 낮게 나타나 감귤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 함량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 으며, 시료 간에 유의 인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감귤분말을 3%, 6%, 9% 첨가하여 제

조한 인 미의 경우는 각각 44.25%, 43.21%, 43.20% 로 나타

났다. 즉, 수분 함량은 인 미의 감귤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낮아졌는데, Lee 등(Lee 등 2004)의 연구를 살펴보면 찹

가루를 이용하여 인 미를 제조한 경우에 부재료인 구기자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 함량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고, Kwon 등(Kwon 등 1996)과 Cha & Lee(Cha & Lee 2001)
의 연구에서도 찹 가루에 부재료를 첨가하여 인 미를 제

조한 경우 부재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 함량은 낮게 나

타난다고 보고하 다. 일반 으로 인 미의 수분함량이 높은 

경우가 능검사 시에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
는 수분함량이 높을수록 인 미에 함을 부여하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3. 감귤분말을 첨가한 인 미 혼합분의 수분결합력

찹 가루에 감귤분말을 각각 0%, 3%, 6%, 9%  12%를 

첨가하여 제조한 혼합분의 수분결합력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수분결합력은 감귤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조구에서 

4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귤분말을 12% 첨가하여 제

조한 혼합분에서 38.73%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시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험 결과, 감귤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결합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ark YS(Park YS 2007)의 

감귤분말을 첨가하여 운드 이크를 제조한 경우, 수분결합

력은 감귤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와는 상이하 다. 찹 가루에 감귤분말을 첨가한 경우, 감귤

분말에 함유된 당이나 섬유질 등의 성분으로 인해 수분결합

력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 실험의 일반



Vol. 22, No. 2(2009)                   감귤분말 첨가량에 따른 인 미의 품질 특성 297

Table 4. Water holding capacity of glutinous rice flour
with Citrus mandarin powder                    (%)

Classification
Samples1) Water holding capacity

Control 45.52±0.39a2)3)

A 45.14±0.59ab

B 42.93±2.23bc

C 41.66±0.62cd

D 38.73±1.43d

1) Control, A, B, C, D: Injeulmi with 0, 3, 6, 9, 12% Citrus
mandarin powder respectively,

2) Values are mean±SD,
3) Values within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성분 분석결과를 보면, 습식분쇄를 한 찹 가루의 수분 함량

은 10.42%이고, 건식분쇄 한 감귤분말의 수분 함량은 4.93%
로 첨가한 감귤분말의 분량 차이에 따른 수분결합력의 변화

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인 미의 색도

찹 가루에 감귤분말을 각각 0%, 3%, 6%, 9%  12% 첨
가하여 제조한 감귤인 미의 색도에 한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L(백색도)값은 감귤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조구에서 59.91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감귤분말을 3%, 6%, 9% 첨가한 인

미에서 각각 56.61, 54.99, 53.43으로 나타나, 감귤분말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져 어두워지는 경향을 보 으며, 시료 

간에 유의 인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본 실험 결과, 감귤분

Table 5. Hunter's color value of Gamgyul-Injeulmi with
Citrus mandarin powder  

Classification
Samples1) L a b

Control 59.91±0.73a2)3) －1.83±1.27b  0.61±0.64e

A 56.61±0.39b －2.16±1.21b 11.75±1.87d

B 54.99±2.09bc －2.24±1.28b 19.16±0.89c

C 53.43±0.54c －1.59±0.79b 23.79±1.77b

D 55.02±0.83bc   3.00±1.19a 29.83±1.44a

1) Control, A, B, C, D: Injeulmi with 0, 3, 6, 9, 12% Citrus mandarin
powder respectively,

2) Values are mean±SD,
3) Values within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말을 12% 첨가한 경우는 L(백색도)값이 55.02로 측정되었는

데, 이는 인 미에 혼합한 감귤분말이 steaming 과정과 구

로 찧는 과정 에 체 으로 고루 섞이지 않아 부분 으로 

편재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a( 색도)값은 감귤분말 12% 첨가구가 3.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귤분말을 3% 첨가한 인 미에서 －2.16, 감귤분

말 6% 첨가 인 미에서 －2.24, 감귤분말 9% 첨가 인 미에

서 －1.59로 낮게 나타났으나, 첨가한 감귤분말의 함량이 0%
에서 9%까지의 시료에서는 유의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그러나 감귤분말 12%를 첨가하여 제조한 인 미의 경우, 
3.00으로 나타나 조구인 －1.83에 비하여 a( 색도)값이 증

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Park(Park YS 2007)이 감귤분말

을 첨가하여 운드 이크를 제조한 경우 감귤분말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색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

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 다.
b(황색도)값은 감귤분말 12% 첨가구가 29.83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조구가 0.6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감귤

분말을 첨가한 인 미의 b(황색도)값이 조구보다 높게 나

타나, 감귤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

으며, 시료 간 유의 인 차이를 보 다. 감귤분말 첨가에 따

른 이들 a( 색도)와 b(황색도)의 값의 증가는 감귤에 함유되

어 있는 carotenoid와 같은 색소의 향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

된다. Kwon 둥(Kwon 등 1996)의 미녹차 인 미, Lee & Cho 
(Lee & Cho 2001)의 수리취 첨가 인 미, Lee 등(Lee 등 2004)
의 구기자가루 첨가 인 미 등의 연구에서도 부재료의 첨가

량이 많을수록 L(백색도)값은 낮아지고, a( 색도)값과 b(황
색도)값은 증가하 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다.

5. Texturometer에 의한 인 미의 기계  품질특성

찹 가루에 감귤분말을 각각 0%, 3%, 6%, 9%  12% 로 

첨가하여 제조한 감귤인 미의 기계  품질 특성 측정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견고성(Hardness)는 조구가 97.03, 감귤분말을 각각 3%

에서 12% 첨가한 인 미에서 233.61, 253.57, 255.78, 353.31
로 나타나 감귤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인 미의 견고성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Lee 등 2004)은 찹 가

루에 구기자 가루를 첨가하여 인 미를 제조한 경우 조구

에 비해 구기자 가루를 첨가한 첨가구에서 견고성이 증가한

다고 보고하 고, Cho & Cho(Cho & Cho 2000)와 Jung 등
(Jung 등 2006)의 흑미가루와 발아콩가루를 첨가하여 제조한 

인 미 역시 조구보다 첨가구에서 견고성이 증가한다는 

경향을 보여 본 실험 결과와 일치하 다. 
부착성(Adhesiveness)은 찹 가루에 감귤분말을 12% 첨가

한 인 미에서 －131.60, 그리고 감귤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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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exture properties of Gamgyul-Injeulmi with Citrus mandarin powder

Classification
Samples1) Hardness Adhesiveness Springiness Cohesiveness Gumminess Chewiness

Control 97.03±1.51d2)3) －189.86±3.70d 1.02±0.01a 0.73±0.00b  71.03± 1.77d  73.07± 2.05d

A 233.61±5.59c －167.19±7.09d 0.98±0.00b 0.65±0.01c 153.52± 2.65c 150.45± 2.23c

B 253.57±7.61b －167.19±6.05c 0.97±0.01b 0.70±0.04b 179.61±16.05b 174.65±15.85b

C 255.78±5.41b －145.73±6.05b 0.97±0.0b 0.71±0.01b 183.01± 1.72b 178.44± 2.48b

D 353.31±8.85a －131.60±8.67a 0.95±0.02b 0.97±0.01a 342.98±11.17a 328.33±12.97a

1) Control, A, B, C, D : Injeulmi with 0, 3, 6, 9, 12% Citrus mandarin powder respectively,
2) Values are mean±SD, 3) Values within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조구에서 －189.86의 값을 보여 감귤분말을 첨가한 인 미

보다 감귤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조구에서 부착성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료 간 유의 인 차이가 있었다. 이는 흑

미를 첨가한 인 미의 연구에서 흑미가루를 첨가한 경우가 

조구에 비해 부착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Cho & Cho(Cho & 
Cho 2000)의 결과  Lee 등(Lee 등 2004)의 구기자가루 첨가 

인 미의 부착성 실험 결과와는 상이하 다. 그런데, Lee 등
(Lee 등 1990)은 차생엽을 첨가한 인 미의 실험에서 차생엽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부착성이 낮아졌다고 보고하 다. 
이들 결과로부터 찹 가루에 첨가하는 부재료의 종류  양

에 따라 부착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탄력성(Springiness)는 감귤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조구에

서 1.02로 나타났으며, 감귤분말을 3%, 9% 첨가한 인 미의 

경우에 0.98, 0.97, 그리고 감귤분말 12% 첨가 인 미에서 

0.95로 가장 낮게 나타나 감귤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탄

력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 으나, 감귤분말 첨가구간 유의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응집성(Cohesiveness)은 찹 가루에 감귤분말을 12% 첨가

한 인 미에서 0.97로 가장 높았고, 감귤분말을 3% 첨가하여 

제조한 인 미의 경우가 0.65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Kwon(Kwon 등 1996)과 Cha & Lee(Cha & Lee 2001)의 실험

에서 각각 녹차, 추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인 미의 응집

성은 낮아졌다는 연구결과와는 반 의 경향이었다. 
착성(Gumminess)은 조구가 71.03로 가장 낮았으며, 감

귤분말을 3%, 6%, 9% 그리고 12%를 첨가한 인 미에서 각

각 153.52, 179.61, 183.01, 342.98로 나타나, 감귤분말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착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 으며, 시료 간 

유의 인 차이가 있었다. Cho & Cho(Cho & Cho 2000) 역시 

흑미를 첨가한 흑미인 미의 경우 흑미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착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 다. 
씹힘성(Chewiness)은 조구에서 73.07로 가장 낮게 나타

났고, 감귤분말을 12% 첨가 인 미에서 328.33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나, 감귤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씹힘성은 증가하

다. Lee 등(Lee 등 1990)은 차생엽 첨가 인 미 실험 결과, 
조구에 비해 차생엽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씹힘성은 낮아

진다고 보고하여 이들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으나, 찹
가루에 구기자가루를 첨가한 Lee 등(Lee 등 2004)의 구기자

인 미의 실험 결과와는 비슷한 경향을 보 다.

6. 능검사

찹 가루에 감귤분말을 각각 0%, 3%, 6%, 9%  12% 첨
가하여 제조한 감귤인 미의 능검사 결과는 Table 7과 같

다. 
색(Color)은 찹 가루에 감귤분말을 6% 첨가하여 제조한 

인 미가 다른 첨가군에 비해 유의 으로 가장 높은 수치인 

6.60을 나타내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감귤분말을 3%를 

첨가한 인 미에서는 3.20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본 실

험 결과 감귤분말을 6% 이상 첨가한 시료에서 색의 특성에 

한 평가가 낮게 나타난 것은 감귤분말이 인 미의 색을 불

균일하고 어둡게 만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감

귤분말 3% 첨가 인 미의 경우는 감귤분말의 첨가량이 어 

제조한 인 미의 색이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아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향미(Flavor)는 감귤분말을 12% 첨가하여 제조한 인 미

에서 6.60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조구는 2.00으로 가

장 낮게 나타나, 감귤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향미는 증가

하는 경향을 보 다. 그러나 감귤분말을 6% 이상 첨가한 첨

가구 간에는 유의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맛(Sweetness)은 감귤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조구가 

1.60으로 가장 낮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귤분말

을 3%, 6%, 9%, 12%를 첨가하여 제조한 인 미의 경우 각각 

2.20, 4.00, 4.60, 5.60으로 평가되어, 감귤분말 12% 첨가 인

미에서 단맛을 가장 강하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귤에 함유되어 있는 당으로 인

하여 단맛이 더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단단한 정도(Hardness)는 감귤분말 12% 첨가 인 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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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cores of sensory evaluation of Gamgyul-Injeulmi with Citrus mandarin powder

Samples1)

Classification
Control A B C D

Color 4.20±1.64bc2)3) 3.20±1.64c 6.60±0.55a 5.20±1.10ab 3.80±1.64bc

Flavor 2.00±0.00c 4.00±0.00b 6.00±0.00a 6.20±1.10a 6.60±0.55a

Sweetness 1.60±0.55c 2.20±1.10c 4.00±0.00b 4.60±0.55b 5.60±0.55a

Hardness 1.40±0.55d 1.80±1.10d 3.80±1.10c 5.40±0.55b 6.60±0.55a

Moistness 6.20±1.10a 5.80±1.64ab 5.40±2.19ab 3.80±1.64bc 2.20±1.10c

Elasticity 6.60±0.55a 6.60±0.55a 5.60±0.55b 4.20±1.10c 2.60±0.55d

Overall preference 3.40±0.55bc 2.80±1.10c 6.60±0.55a 4.80±1.64b 3.20±1.10c

1) Control, A, B, C, D: Injeulmi with 0, 3, 6, 9, 12% Citrus mandarin powder respectively,
2) Values are mean±SD, 3) Values within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6.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감귤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조구에서 1.4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감귤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단단한 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는 Table 7의 기계  특성 측정 시에 나타난 감귤분말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Hardness가 증가하는 실험 결과와 일치하 다. 
Kwon 등(Kwon 등 1996)과 Lee 등(Lee 등 2004)도 녹차가루와 

구기자가루를 첨가한 인 미 능평가 결과, 녹차가루와 구

기자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인 미는 더 단단해진다고 

보고하 다.
한 정도(Moistness)는 감귤분말 함량이 은 시료일수

록 높게 나타났다. 즉, 감귤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조

구에서 6.20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감귤분말 12% 첨가 

인 미에서 2.20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어, 감귤분말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한 정도는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찹 가루에 구기자가루를 첨가한 인 미의 

경우 구기자가루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 정도는 낮

게 평가되었다는 Lee 등(Lee 등 2004)의 결과와 유사하 다.
탄성(Elasticity)도 한 정도와 마찬가지로 조구에서 

6.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감귤분말 12% 첨가 인 미

에서(2.60) 가장 낮게 나타나, 감귤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체 인 선호도(Overall preference)
는 감귤분말을 6% 첨가한 인 미에서 6.60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나, 감귤분말을 9%, 12% 첨가한 경우에는 4.80, 3.20으
로 도리어 낮게 평가되었으며 시료 간 유의 인 차이가 있었

다.
감귤분말을 첨가한 인 미의 능검사 결과, 모두 시료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 미의 색과 향미

의 특성이 인 미의 체 인 선호도에 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감귤분말을 첨가하여 

인 미를 제조할 경우에는 찹 가루에 감귤분말을 6% 정도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이 체 인 능  선호도를 충족시

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결론 

찹 가루에 감귤분말 첨가량(0, 3%, 6%, 9%, 12%)을 각각 

달리하여 제조한 감귤인 미의 수분함량, 수분결합력, 색도, 
textrometer에 의한 기계  특성  능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귤분말을 첨가한 인 미의 수분함량은 조구가 45.37%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귤분말을 12% 첨가한 감귤인 미

가 41.81%로 가장 낮게 나타나 감귤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수분 함량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감귤분말 첨가량에 따른 혼합분의 수분결합력 측정 결과

는 조구가 45.52%로 가장 높았고, 감귤분말 12% 첨가구가 

38.73%로 가장 낮았으며, 시료 간에 유의 인 차이가 있었고, 
감귤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결합력은 낮아졌다.

감귤분말을 첨가한 인 미의 색도 측정 결과, L(백색도)값
은 조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a( 색도)값과 b(황색도)
값은 감귤분말 12% 첨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감귤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은 낮아지고, a값과 b값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감귤분말을 첨가한 인 미의 textrometer에 의한 기계  특

성 측정 결과 견고성, 응집성, 착성  씹힘성은 조구가 

가장 낮았고, 감귤분말 12% 첨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감귤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이들 특성은 높아지는 경향

을 보 다. 그러나 부착성과 탄력성의 경우는 조구에 비해 

감귤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분말을 첨가한 인 미의 능검사 결과 색, 향미 그리

고 체 인 선호도에서 감귤분말 6% 첨가구가 유의 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찹 가루에 감귤

분말을 6% 첨가하여 제조한 경우가 감귤분말의 독특한 맛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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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미를 느낄 수 있고, 능  선호도를 충족시킬 있는 가장 

바람직한 감귤인 미의 배합 비율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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