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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농축액을 첨가한 설기떡의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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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most desirable mixture ratio of Maesil (Prunus Mume) concentrate to 
rice flour for the preparation of Sulgidduk. The five different levels of Maesil (Prunus Mume) concentrate were 0%, 4%, 
8%, 12%, and 16% and were stored over 3 day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water activity of 
Sulgidduk was significantly increased upon addition of Maesil(Prunus Mume) concentrate to rice flour. However, in 
terms of mechanical texture characteristics, the hardness of Sulgidduk was decreased, Maesil(Prunus Mume) 
concentrate was added to Sulgidduk. The control was 764.58±5.3 g/cm2. Each amounts of added Maesil(Prunus Mume) 
concentrate to rice flour (4%, 8%, 12%, and 16%) resulted in hardness levels of 633.44±13.0 g/cm2, 617.64±16.2 g/cm2, 
585.31±27.5 g/cm2, and 350.98±10.2 g/cm2, respectively. In addition, both gumminess and cohesiveness of Sulgidduk 
in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s of added Maesil (Prunus Mume) concentrate to rice flour. Regarding the color value 
of Sulgidduk, with added Maesil(Prunus Mume) concentrate the L-value decreased, while both a-and b-value increased. 
In the sensory evaluation, surface color, taste, and flavor were improved with increasing amounts of Maesil(Prunus 
Mume) concentrate, whereas texture decreased. Based on sensory evaluation, Maesil (Prunus Mume) concentrate 
resulted in intensified color, taste, and flavor of Sulgidduk. Consequently, 4% to 8% Maesil (Prunus Mume) concentrate 
to rice flour was determined to the best formula for improving Sulgidduk in terms of sensory qualities such as moistness, 
color, taste, flavor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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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능성 식품 가운데 오늘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매

실은 장미과(Rosaceae)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인 매화나무

(Prunus mume Siebold et Zuccarini)의 핵과(核果)이다. 매
화나무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중

부 이남과 대만, 일본, 중국에서만 재배되는 동양 고유종

이다(이창복 1979, 문관심 1994).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

대(BC 1-AD 7)부터 꽃을 관상할 목적으로 정원에 심었고, 
매실을 건강식품으로 이용한 것은 한의학이 도입된 고려 

중엽 때부터라고 한다(이광묵 2008). 매실의 활용은 동방 

삼국이 다른 데 중국에서는 음료로, 일본에서는 우메보시

로, 우리나라에서는 술로 많이 담가 먹었다(김정숙 2008). 
매실은 생과 자체로는 섭취가 불가능하며, 과일 중 특이

하게 덜 익은 청매실(청매: 靑梅)로 수확하여 가공에 사

용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확시기가 중요하다(Kim YD 
등 2002). 용도에 따라 엑기스용은 유기산 함량이 가장 

높은 6월 상순경에, 유기산과 과당의 함량이 많아야 하는 

술 제조용은 엑기스용보다 약간 늦은 6월 상순부터 중순

에, 수출을 위한 소금 절임용은 과육이 충분히 성장하여 

과육과 씨가 잘 분리되고 절임 과실의 주름이 적은 6월 

중하순에 수확한다(박환중 등 1993).
매실은 섬유소와 무기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유기산이 다량 함유된 알칼리성 식품으로(김성용 등 2006) 
간기능 회복, 당뇨병 개선, 항암작용, 순환기질환 예방(장
상문 등 1996), 복통, 감기, 설사, 변비, 빈혈, 구갈, 해수, 
이질(박희운 등 2005), 항산화성(한재택 등 2001), 항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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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LY 등 2007))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

구 결과로 매실은 건강식품 또는 장수식품으로 각광 받

게 되었다(농촌진흥청 2001).
매실에 관한 연구로는 매실을 된장(Park WP 등 2006), 

고추장(Park WP 등 2007), 식빵(Park WP 등 2008), 쌀밥

(Park YS 1998), 김치(Lee SH 등 2002), 생면(Lee HA 등 

2003) 등 식품에 적용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떡의 어원은 중국의 한자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한 대 

이전에는 떡을 이(餌)라 표기하였고 주례(周禮)에는 구이

분자(糗餌粉餈)라고 표기하였다. 구(糗)는 볶은 콩이고, 
이(餌)는 합쳐서 찐다는 뜻이고, 분(粉)은 콩가루를 뜻하

며 자(餈)는 모양을 만든다는 뜻이다(강인희 2000, 이효

지 2005). 우리나라의 떡은, 떡을 찌는데 꼭 필요한 상용

용구인 시루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곡물의 가루로 찐 시루떡이나 쌀을 찐 다음 절구에 쳐서 

만든 도병류가 상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윤숙자 

2002).
떡은 농경의례와 토속신앙을 배경으로 한 각종 행제(行
祭), 무의(巫儀), 제례 (祭禮), 빈례(賓禮)와 대소연의(大小
宴義), 절식(節食) 등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유의 음식으

로 우리 민족의 역사 발달과 더불어 다양하게 발달되어 왔

으며, 재료는 곡류 뿐 아니라 각종 견과류, 채소, 과일류 

등을 첨가하므로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품 일뿐만 아니라 

재료를 나타내는 색깔이나 모양도 다양해 보기에도 훌륭

한 식품이다(이효지 1998, 강인회 1988).
떡의 종류는 조리법으로 분류하면 쌀가루에 습기를 주

어 찌는 떡, 안반에 쳐서 만든 치는 떡(도병류), 곡물을 반

죽하여 기름에 지진 떡(전병류), 찹쌀가루나 쌀가루를 익

반죽하여 물에 삶거나 찐 빚는 떡(단자병류), 기타(증병,약
식) 등으로 나누어진다(신민자 2002).

최근에는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식품 및 성인병 예방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식품의 수요가 증

가함에 따라 백복령 가루(Chang YH 2003), 도라지 분말

(Hwang SJ와 Kim JW 2007), 신선초(Lee HG 등 2005c), 
홍화(Lee HG 등 2005a), 송화(Lee HG 등 2005b), 백합가

루(Lee HG 등 2004), 떫은 감 농축액(Hong JS와 Kim MA 
2005), 감잎가루(Kim GY 등 1999), 목단피(Jo JS와 Han 
YS 2003), 은행 분말(Kim JM 등 2004), 보릿가루(Park HY
와 Jang MS 2007) 등의 기능성 식품을 떡류에 첨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성이 있는 매실을 

설기떡에 첨가할 경우 매실의 신맛이 많이 나는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매실 농축액을 제조하였으며 농축액을 

설기떡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후 수분함량, 색도, 
텍스쳐 특성, 관능검사를 측정하여 쌀가루의 양에 농축액

의 표준량을 정해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고

유음식인 떡의 계승,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쌀은 2007년산 경기도 이천산 일반미이며, 매실은 경

기도 안성에 소재한 서일농원에서 성숙한 과육(2008년 6
월 20일 수확)을 씨를 제거한 후 -40℃에서 냉동 보관하

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설탕은 정백당(CJ(주)), 소금은 재

제염(샘표)으로 순도 88% 이상의 것을 사용하였다.

2. 매실 농축액 제조

매실 농축액은 pH가 너무 강해 pH를 감소시키기 위해

서 선행연구(Choi WS. 2007) 및 예비실험을 통해 설정된 

각각의 조건별로 제조하여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매실 

1kg을 분쇄기(air-flow type mill, Hyun Jun Powtech Co, 
Ltd, Korea)에서 1분간 마쇄한 후 물을 4, 8, 12, 16 L씩 

첨가하고 4, 8, 12, 16시간 동안 각각 가열하여 농축시켰

다. 이때 최종 농축액의 량은 1.82, 1.80, 1.79, 1.76 kg이
었으며 이 중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12시간 농축액(6 
Brix)을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Fig. 1).

3. 매실 농축액을 첨가한 설기떡의 제조

설기떡의 제조를 위해 멥쌀을 3회 씻어 20℃에서 8시
간(수침한 후 체에 받쳐 30분 동안 물빼기를 하고 방앗간

의 롤러 분쇄기(roll mill)로 2회에 걸쳐 분쇄하여 20 mesh 
체에 내린 쌀가루를 사용하였다. 예비실험을 통해 멥쌀가

루에 첨가하는 매실 농축액의 첨가비율을 0, 4, 8, 12, 
16%로 정하였으며 멥쌀가루에 분량의 매실 농축액, 물, 
소금을 각각 넣고 손으로 잘 비벼준 뒤 20 mesh체에 한 

번 내린 후 설탕을 고루 섞어주었다(Table 1, Fig. 2).

Washing of Prunus mume 3 times

↓

Remove seed

↓

Grinding for 1 min

↓

Adding water(4, 8, 12, 16 ℓ)

↓

Heating(4, 8, 12, 16 hr)

↓

Prunus mume Concentrate

Fig. 1. Procedures for preparation of maesil concen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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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s for preparation of Sulgidduk with maesil 
concentrate

Maesil
concentrate

(%)

Ingredients(g)

Rice flour Maesil 
concentrate Salt Sugar Water

0 500 0 5 50 80
4 500 20 5 50 60
8 500 40 5 50 40
12 500 60 5 50 20
16 500 80 5 50 0

Polished rice

↓

Washing(5 times)

↓

Soaking for 8 hrs

↓

Draining 30 min

↓

Milling(2 times)

↓

Sieving(20 mesh)

↓

Adding maesil concentrate, water & salt

↓

Mixing

↓

Adding sugar

↓

Steaming for 20 min

↓

Cooling for 10 min

↓

Maesil Sulgidduk

Fig. 2. Diagram for making Sulgidduk.

시료를 직경 7 cm, 높이 2.5 cm 용기에 가득 담고 윗

면을 고른 다음 그 위에 면보를 덮었다. 2 L의 물을 붓고 

예열한 찜 솥(지름 26 cm, 높이 15 cm)에서 20분간 찐 후 

5분 동안 뜸을 들였다. 찐 설기떡(직경 6.5 cm, 높이 2 
cm)을 완전하게 식힌 후 랩으로 포장하여 20℃의 incubator 

(B.O.D incubator BI-81, Hanyang Scientific Equipment 
Co, Korea)에 저장하면서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4. 실험방법

1) 수분활성도(Aw) 측정

수분 활성도 측정에는 Rotronic Hygroskop(BT-RS1, 
Bassersdorf, Swiss)를 사용하였다. 시료 3 g을 전자저울을 

이용 칭량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Aw 값에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의 값으로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내었다.

2) 기계적 품질 특성 측정

설기떡의 조직감을 분석하기 위해 제조 직후부터 40⨯
40⨯30 mm로 자른 다음 저장 3일까지 시료 온도를 20℃
로 유지시키면서 Rheometer(Compac-100, Sun Scientific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분석조건은 

Table 2와 같다. 측정항목은 경도(hardness), 점착성(gummi-
ness), 응집성(cohesiveness) 등을 한 번에 제조한 설기떡

에 대하여 3회 측정하였으며 이것을 3회 반복 실험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3) 색도 측정

색도 측정은 색차계 Color meter(CE-7000, Macbeth Spec-
trophotometer, USA)를 사용하여 시료를 가로, 세로, 높이 

각각 20 mm, 20 mm, 10 mm로 준비한 다음 L, a, b값을 

찍었으며 이때 표준 백색판(Calibration palate CR-A43)의 

값은 L=95.91, a=0.00, and b=2.27이었다. 측정값은 Hun-
ter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
ness)로 나타내었다.

4) 주사전자현미경 관찰(SEM)

주사 전자 현미경 관찰은 시료의 가운데 부분에서 10 
g을 떼어낸 다음 Vacuum tray freeze dryer(TD 6070K, Ilsin 
Engineering CO., Seoul, Korea)에서 급속 동결 진공 건조

하여 시료(수분함량 2.0%)를 ion spotter(E-1010, Hitachi, 
Tokyo, Japan)에서 60초간(Au+Pd) 도금한 후 주사 전자 

현미경(S-3500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Hitachi,

Table 2. Conditions for operating rheometer for texture analysis
Measurement Condition
Table speed 60 mm/min
Load cell 2 kg

Sample height 20 mm
Sample width 60 mm

Cylinder probe 30 mm
Sample compresse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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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yo, Japan)으로 전압 10 KV 조건에서 500, 1,000, 2,000
배율로 각각의 시료를 찍은 후 비교 관찰하였다.

5) 관능적 특성 검사

설기떡의 관능검사에 사용된 시료는 제조 직후 사용하

였고, 개인 칸막이 검사대가 설치된 관능 검사실에서 수

행되었다. 객관적 관능검사는 관능검사에 경험이 있는 식

품 생물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10명을 선정하여 실시

하였다. 예비훈련을 통하여 시료의 검사 특성을 개발하고 

각 특성의 정의를 확립한 뒤 특성의 강도 측정 방법을 결

정하여 측정에 재현성이 인정될 때까지 훈련한 다음 본 

실험에 임하였다. 패널 요원은 15 cm 척도를 이용하여 왼

쪽 끝으로 갈수록 강도가 약해지고, 오른쪽 끝으로 갈수

록 강도가 강해지도록 나타내었다.

6) 기호도 검사

기호도 검사는 식품을 전공한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호 검사는 9점 평점법 이용하여 1점으로 

갈수록 ‘아주 싫다’에서 9점으로 갈수록 ‘아주 좋다’를 표

시하도록 하였다. 평가된 특성은 외관(appearance), 향(odor), 
맛(taste), 조직감(texture), 종합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
bility) 등 제품의 특성에 맞게 평가부문을 결정하였다.

7) 통계분석

실험결과는 SAS package(release 8.01)를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Mean±SD)로 나타내었으며, 평균값의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AS 1987)에 의해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수분활성도(Aw) 특성

매실 농축액 첨가가 설기떡의 수분활성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실 농축액 4, 8, 12, 
16%를 각각 넣고 설기떡을 만든 다음 폴리에틸렌백에 넣

어 20℃의 incubator(B.O.D incubator BI-81, Hanyang Sci-
entific Equipment Co, Korea)에 3일 동안 보관하면서 수

분활성도의 변화를 측정한 값은 Table 3과 같았다. 매실 

농축액 설기떡에 사용한 멥쌀가루의 수분함량은 38.5%, 
매실 농축액의 수분함량은 92.9%였다.

대조군의 수분활성도는 0.974이었고 매실 농축액을 각

각 4, 8, 12, 16% 첨가한 설기떡의 수분활성도는 순서대

로 0.979, 0.981, 0.985, 0.987로 매실 농축액 함량이 많아

지면 수분활성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이는 

설기떡에 당절임 유자(Lee JS와 Hong JS 2005), 살구즙

(Shin YJ와 Park GS 2006), 알로에 원액(Choi EH 2007), 
대추고(Hong JS 2002)에서 부재료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Table 3. Water activity of the Sulgidduk with different levels 
of maesil concentrate during storage

Samples
(%)

Storage(days)
0 1 2 3

Temp Aw Temp Aw Temp Aw Temp Aw
0 24.1 0.974d 24.7 0.972c 25.0 0.969d 25.1 0.967c

4 23.8 0.979cd 25.1 0.977bc 25.0 0.970cd 24.9 0.969bc

8 23.5 0.981bc 25.0 0.978b 25.1 0.973bc 25.1 0.972abc

12 23.4 0.985ab 25.3 0.980b 25.1 0.974b 25.3 0.974ab

16 23.3 0.987a 24.9 0.986a 25.1 0.981a 25.5 0.977a

F-value 14.49** 11.68** 22.82** 0.21*
a-c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

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α=0.05)
*p<0.05, **p<0.01, ***p<0.001

수분이 증가하는 것과 일치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멥쌀가루에 비해 매실 농축액의 수분함량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실 농축액의 양이 가장 많이 첨

가된 16% 첨가군에서 가장 높은 수분활성도가 높은 것으

로 사료된다. 이와 반대로 떫은감 농축액(Hong JS와 Kim 
MA 2005)에서는 농축액이 많아질수록 수분함량은 감소

하여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떫은감 농

축액의 수분이 36.57%이고 멥쌀가루의 수분은 42.55%로 

멥쌀가루보다 수분 함량이 낮아서 매실 농축액의 수분과 

반대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되었다.
저장기간 별로 측정한 수분활성도는 대조군과 매실 농

축액 첨가군 모두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것은 살구즙을 행병(Suk EJ 등 1997)에 첨

가했을 때와 유사하였다. 가장 낮은 수분활성도 값이 매

실 농축액 4%를 첨가한 후 3일째 측정한 것으로 0.969이
었는데, 이 수치는 미생물 억제 효과는 전혀 가질 수 없

기 때문에 설기떡의 저장성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되었다.

2. Rheometer 특성

1) Hardness

매실 농축액 첨가 설기떡의 저장 중 물성변화 가운데 hard-
ness는 Table 4와 같았다. 즉, 제조 직후 대조군은 764.58± 
5.3 g/cm2이었고 매실 농축액을 4, 8, 12, 16%별로 첨가한 

것들은 각각 633.44±13.0, 617.64±16.2, 585.31±27.5, 350.98± 
10.2 g/cm2로 매실 농축액 첨가량이 많아짐에 따라 hard-
ness는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1).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는 대조군의 경우 764.58±5.3 g/ 
cm2에서 1, 2, 3일이 지난 다음 측정값은 각각 2499.94± 
60.8, 4152.82±18.0, 6084.74±9.9 g/cm2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다. 매실 농축액을 %별로 첨가한 설기떡도 control과 

동일한 경향을 보여 3일까지 모두 hardness가 증가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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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of hardness of the Sulgidduk with different 
levels of maesil concentrate during storage

Samples
(%)

Hardness(g/cm2)
Storage(days)

0 1 2 3
0 764.58±5.3a1) 2499.94±60.8a 4152.82±18.0a 6084.74±9.9a

4 633.44±13.0b 1580.09±26.8b 2625.91±29.9c 4095.87±130.7b

8 617.64±16.2bc 1468.85±23.5c 3421.13±15.6b 3918.97±80.3c

12 585.31±27.5c 849.48±10.7d 2034.53±80.9d 2499.93±115.8d

16 350.98±10.2d 474.38±5.4e 627.11±6.9e 908.98±0.9e

F-value 171.24*** 1176.11*** 2262.29*** 1002.27***
1)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a-e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

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α=0.05)
*p<0.05, **p<0.01, ***p<0.001

나, control보다 매실 농축액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매실 농축액의 식이섬유소가 설기떡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설기떡의 견고성은 

쌀 전분의 구성 및 입자크기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또
한 화학성분 특성은 다르나 첨가한 부재료의 첨가량에 따

라 쌀 전분 함량이 희석되고, 부재료가 첨가된 경우 부재

료 내에 함유된 식이섬유의 수분 보유력에 의해 견고성

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Choi HY 2009a).
이러한 결과는 단삼 추출물(Choi HY 2009b), 백작약 추

출물(Choi HY 2009a), 알로에 원액(Choi 2007), 떫은 감 

농축액(Hong JS와 Kim MA 2005), 모시대 분말(Jung JS 
등 2010), 다시마(Cho MS와 Hong JS 2006), 두릅가루

(Kang YS 등 2009) 등을 첨가한 설기떡에서도 첨가량이 

많아짐에 따라 hardness는 감소하였고 또한 저장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hardness는 대조군에 

비해 낮아지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느릅나무 

유피분말(Jun MK 등 2008)을 첨가한 경우에는 느릅나무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hardness 값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

과와는 달랐다.

2) Gumminess

매실 농축액 첨가 설기떡의 저장 중 gumminess 변화를 

보면 제조 직 후 control은 271.24±7.7 g이었고 매실 농축

액을 %별로 첨가한 것들은 각각 202.74±8.2, 140.56±15.0, 
78.36±4.6, 54.22±6.0 g으로 매실 농축액 첨가량이 많아짐

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01).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는 대조군의 경우 271.24±7.7 g에

서 1, 2, 3일이 지난 다음 측정값은 각각 712.84±118.6, 
1515.09±33.2, 2251.16±25.4 g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매실 

농축액을 %별로 첨가한 설기떡도 대조군과 동일한 경향

을 보여 3일까지 모두 gumminess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부추가루(Bae YJ와 Hong JS 2007), 다시마(Cho MS

Table 5. Changes of gumminess of the Sulgidduk with differ-
ent levels of maesil concentrate during storage

Samples
(%)

Gumminess(g)
Storage(days)

0 1 2 3
0 271.24±7.7a1) 712.84±118.6a 1515.09±33.2a 2251.16±25.4a

4 202.74±8.2b 671.50±23.2a 1339.09±26.8b 1522.73±37.3c

8 140.56±15.0c 456.49±2.7b 1032.36±43.8c 976.23±15.2c

12 78.36±4.6d 310.75±10.1c 895.02±19.1d 932.79±65.1c

16 54.22±6.0e 90.57±2.9d 268.86±22.4e 406.26±34.8d

F-value 195.11*** 45.28*** 502.59*** 634.51***
1)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a-e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

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α=0.05)
*p<0.05, **p<0.01, ***p<0.001

와 Hong JS 2006), 연근가루(Yoon SJ와 Choi BS 2008)를 

첨가한 설기떡에서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Table 5).

3) Cohesiveness

매실 농축액 첨가 설기떡의 저장 중 cohesiveness 변화

는 Table 6과 같았다. 제조 직후 대조군은 92.30±0.9%이

었고 매실 농축액을 %별로 첨가한 것들은 각각 88.06± 
1.5, 85.17±1.1, 77.50±2.0, 55.42±0.9%로 매실 농축액 첨

가량이 많아짐에 따라 cohesiveness는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다(p<0.001). 이러한 결과는 어성초 분말(Eun SD 등 2008), 
민들레 잎(Yoo MK 등 2005)을 설기떡에 첨가한 경우와

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민들레 뿌리 분말(Yoo MK 
등 2005)를 첨가했을 때는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는 대조군의 경우 92.30±0.9%에

서 1, 2, 3일이 지난 다음 측정값은 각각 83.19±0.5, 80.72± 
3.3, 78.98±0.5%로 감소하였다. 매실 농축액을 %별로 첨

Table 6. Changes of cohesiveness of the Sulgidduk with diffe-
rent levels of maesil concentrate during storage

Samples
(%)

Cohesiveness(%)
Storage(days)

0 1 2 3
0 92.30±0.9a1) 83.19±0.5a 80.72±3.3a 78.98±0.5a

4 88.06±1.5b 81.03±0.8a 77.33±0.7a 72.79±1.4b

8 85.17±1.1b 72.88±0.8b 68.32±1.1b 68.65±0.6c

12 77.50±2.0c 63.44±1.3c 55.80±4.1c 53.15±1.6c

16 55.42±0.9d 54.23±0.9d 49.30±0.3d 39.99±2.5e

F-value 235.05*** 359.81*** 61.54*** 240.12***
1) Values are Mean±S.D., n=5
a-e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

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α=0.05)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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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설기떡도 control과 동일한 경향을 보여 3일까지 모

두 cohesiveness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바라기씨

(Lim JH 등 2008)를 첨가한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3. 색도 특성

매실 농축액을 4, 8, 12, 16% 첨가하여 설기떡을 만든 

다음 4일 동안 저장하면서 L값 (명도), a값 (적색도) 및 b
값 (황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7과 같았다.
대조군의 L값은 92.25±0.3이었고, 매실 농축액을 4%, 

8%, 12%, 16% 넣은 것은 각각 91.11±0.6, 91.03±0.1, 89.09± 
0.6, 86.30±0.5로 매실 농축액 함량이 많아짐에 따라 L값
은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릅가루(Kang YS 등 2009), 
클로렐라(Park MK 등 2002), 백복령 가루(Kim BW 등 

2005)를 첨가한 경우에도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대조군에서 -0.01±1.3으로 음

의 값을 보였으며, % 별 매실 농축액 첨가에 따라 0.35± 
1.3, 0.51±1.3, 0.83±1.5, 1.11±1.8로 점차 높아졌다. 황색

도를 나타내는 b값은 대조군이 7.33±0.0이었고 매실 농축

액 첨가 %가 많아짐에 따라 b값도 증가하여 4%에서 

8.61±0.1을 나타내었으며 그 이상 첨가한 경우에는 8.88± 
0.1, 11.19±0.2, 13.94±0.2로 점차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설기떡에 백년초가루(Joung HS 2004), 대추가루(Park NH 
등 2006), 단호박(Yun SJ 1999)을 첨가한 경우와 유사하

였다.
설기떡은 쌀가루만으로 만든 백설기가 대표적인 것으

로서 이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하얀 색상이 그 특징

이다. 그러나 백설기의 색도는 쌀의 도정도, 물에 씻는 

정도, 물에 불린 쌀을 가루로 만들 때 입자의 크기, 찔 때 

수증기에 의해 주저앉는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본 실험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만들어진 쌀가루를 이용

하여 설기떡을 만든 결과 매실 농축액 첨가는 설기떡의 

명도를 감소시켰고, 적색도와 황색도는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매실 농축액을 넣지 않을 경우 즉, 대조군의 a
값이 음의 값을 보였고, L값이 92를 넘는 것으로 보아 설

기떡은 매우 하얀 색을 지닌 떡임을 알 수 있었다.
저장기간별로 본 L값은 대조군의 경우 당일 날 92.25± 

0.3에서 1, 2, 3일이 지나면서 91.58±0.1, 90.45±0.2, 88.56± 
0.3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해, 시간이 경과되면서 설기떡이 

점차 어두운 색으로 바뀌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매실 농축액을 %별로 첨가한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

는 있었지만 L값이 감소되는 경향은 동일하였다.
설기떡은 빵이나 케이크와는 달리 기공이 매우 조밀하

기 때문에 반사되는 빛은 주로 호화된 쌀 전분이 대부분

을 차지한다. 그러나 호화된 전분은 쉽게 노화되어 딱딱

해지고 기공은 더욱 치밀해지므로 표면 광택을 쉽게 소

실한다. 이 같은 이유로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L값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저장 일에 따른 a값을 보면, 모든 시료 즉, 매실 농축액 

함량 및 저장기간에 따른 a값의 변화가 -0.01~1.04 범주

에 들어 있었다. 이는 매실 농축액 함량이나 저장기간에 

따른 설기떡의 적색도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

였다.
b값은 control이 7.33±0.0이었고, 매실 농축액을 함량 별

로 첨가한 것은 각각 8.61±0.1, 8.88±0.1, 11.19±0.2, 13.94± 
0.2로 매실 농축액 함량이 많아지면 b값도 증가하였으며, 
각각의 시료들을 저장 기간별로 b값을 조사해본 결과는 

모든 시료에서 b값이 감소하여 L값과 동일한 경향을 보

여주었다.

Table 7. Color value of the Sulgidduk with different levels of 
maesil concentrate during storage

Samples
(%) 

Storage
(days)

Color values
L* a* b*

0

0 92.25±0.3a1) -0.01±1.3a 7.33±0.0a

1 91.58±0.1b -0.22±0.3a 6.66±0.0a

2 90.45±0.2c 0.00±1.2a 6.72±0.1a

3 88.56±0.3d -0.07±1.3a 6.63±0.7a

F-value 169.23*** 0.03 2.32

4

0 91.11±0.6a 0.35±1.3a 8.61±0.1a

1 90.96±0.1a 0.46±0.4a 7.89±0.0b

2 90.41±0.3a 0.26±1.2a 7.64±0.0c

3 89.66±0.3b 0.25±1.2a 7.55±0.0d

F-value 9.67** 0.04 422.53***

8

0 91.03±0.1a 0.51±1.3a 8.88±0.1a

1 90.53±0.1ab 0.26±0.4a 8.47±0.0b

2 90.21±0.5bc 0.58±1.3a 8.42±0.1b

3 89.88±0.3c 0.51±1.2a 8.14±0.1c

F-value 7.91** 0.05 38.92***

12

0 89.09±0.6a 0.83±1.5a 11.19±0.2a

1 88.94±0.1a 0.46±0.4a 9.99±0.1b

2 87.98±0.4b 0.74±1.4a 9.73±0.1b

3 87.82±0.5b 1.02±1.6a 9.02±0.2c

F-value 6.42* 0.09 87.13***

16

0 86.30±0.5a 1.11±1.8a 13.94±0.2a

1 86.27±0.2a 0.67±0.5a 12.89±0.1b

2 84.57±0.5b 0.97±1.7a 12.24±0.2c

3 83.63±0.5c 1.04±1.7a 12.00±0.2c

F-value 27.13*** 0.05 79.15***
1) Values are Mean±S.D., n=5.
a-d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

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α=0.05)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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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사전자현미경 관찰(SEM)

매실 농축액을 각각 0, 4, 8, 12, 16%씩 첨가하여 제조

한 설기떡을 급속 동결한 다음 진공 건조하여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500, 1,000 및 2,000배율로 조직의 구조를 관

찰한 결과는 Fig. 3~7과 같았다.
설기떡을 2,000배로 확대하여 보면 대조군과 매실 농

축액 4%, 8% 첨가군에서는 서로 간에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매실 농축액 12%와 16%를 첨

가한 경우에는 조직의 미세한 균열 등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매실 농축액에 함유된 유기산에 의하여 쌀 반죽의 

단백질 등이 변성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①
×500

②
×1000

③
×2000

Fig. 3. Micrographs of the Sulgidduk(0% maesil concentrate).

7. 관능적 품질특성

1) 매실 농축액 첨가 설기떡

(1) 관능적 특성

매실 농축액을 4~16%까지 첨가하여 설기떡을 만든 다

음 관능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8과 같았다.
Surface color(표면 색)는 대조군이 4.18±0.32이었고 매실 

농축액을 %별로 첨가한 시료들은 각각 5.98±0.24, 7.87± 
0.14, 9.02±0.63, 9.79±0.98로, 매실 농축액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수치가 높아져 표면색의 변화를 관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①
×500

②
×1000

③
×2000

Fig. 4. Micrographs of the Sulgidduk(4% maesil concen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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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00

②
×1000

③
×2000

Fig. 5. Micrographs of the Sulgidduk(8% maesil concentrate).

설기떡은 주재료가 흰 쌀가루이고, 완성된 제품은 표면

이 빵과는 달리 조밀하지 않기 때문에 빛을 잘 반사하여 

하얗게 보이므로 다른 성분을 첨가할 경우에 그것이 곧바

로 색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매실 농축액 첨가

량이 많아질수록 표면색의 강도는 높은 값을 보이는 평

가를 받았다.
Taste(맛)는 대조군이 7.21±0.85로 중간 값을 보였으며, 

매실 농축액 함량이 많아질수록 높아져 16%를 첨가한 것

은 15cm 척도에서 14.94±1.03으로 가장 높은 정도를 나

타내었다. 이는 선호도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었으며, 매
실의 신맛이 너무 강함을 보여준 것이었다. 또한 대조군

이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은 것은 설기떡의 특성상 맛이

①
×500

②
×1000

③
×2000

Fig. 6. Micrographs of the Sulgidduk(12% maesil concentrate)

담백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Texture(질감)은 대조군이 13.50±0.85로 가장 높은 평가

를 받았으며, 매실 농축액 첨가량이 많을수록 평가 점수

는 낮아져 16% 첨가군은 12.03±0.52이었다. 이는 매실 농

축액을 첨가할 경우 함유된 당과 유기산 등이 설기떡의 

조직감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또한 관능 평

가원들이 갖는 백설기에 대한 기존 관념 때문에 매실 첨

가구의 평가가 낮게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flavor
(향미)는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높아졌다.

(2) 기호도

매실 농축액을 %별로 첨가하여 설기떡을 만들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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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00

②
×1000

③
×2000

Fig. 7. Micrographs of the Sulgidduk(16% maesil concentrate).

Table 8. Sensory characteristics of Sulgidduk with different levels 
of maesil concentrate

Characteristics
Samples(%)

Surface 
color Taste Texture Maesil

flavor
0 4.18±0.32e 7.21±0.85d 13.50±0.85a 0.00±0.00c

4 5.98±0.24d 8.76±0.57c 13.42±0.78ab 5.42±0.32b

8 7.87±0.14c 9.21±0.84b 13.14±0.85b 7.98±0.21b

12 9.02±0.63b 14.56±0.65ab 12.17±1.20b 8.93±0.42a

16 9.79±0.98a 14.94±1.03c 12.03±0.52c 10.04±0.45a

F-value 47.22** 68.67** 17.25* 123.14***
a-b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

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1, ***p<0.001

히 식힌 다음 기호도 평가를 한 결과는 Table 9에 나온 바

와 같았다. 설기떡의 외관(appearance)은 대조군이 8.5±0.3
으로 제일 좋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은 매실 농축

액을 4% 첨가한 것으로 8.5±0.2 점을 받았다. 그러나 유

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매실 농축액 첨가량이 4%
를 넘으면서 외관에 대한 선호도는 낮아졌는데 이는 소

비자들의 관념 속에 설기떡은 희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

으로 여겨졌다.
향(odor)은 매실 농축액 8% 첨가구가 8.6±0.1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다음은 4% 첨가군이었다. 12. 16%로 

첨가했을 때도 그다지 선호도에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매실의 유기산의 향이 상쾌한 느낌을 더 하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맛(taste)에서도 향에서와 같이 8% 첨가군이 8.9±0.2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은 4%(8.8±0.1), control(7.4± 
0.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2% 이상에서는 현저하게 기

호도가 낮았는데 이는 매실 농축액의 신맛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대조군과 매실 농축액 첨가 4% 및 8%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약간의 신

맛이 있는 설기떡도 소비자가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기떡의 조직감(texture)은 매실 농축액 8% 첨가군이 

8.8±0.1로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다음은 대조군

이었다. 8% 첨가군은 control, 4% 첨가군과 유의적인 차

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적량의 매실 농축액을 첨

가하면 설기떡의 조직감을 좋게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2% 이상을 첨가하면 조직감이 오히려 좋지 않다

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매실 농축액에 함유된 당에 의하

여 설기떡이 끈적거리는 원인에 의한 것으로 고려되었다.
전체적인 기호도 평가(overall acceptability)는 8% 첨가

군이 8.8±0.1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이 4% 
첨가구로서 8.7±0.1이었다. 이 같은 결과로 추정하여 볼

Table 9. Consumer acceptance of Sulgidduk with different levels 
of maesil concentrate

Characteristics
Samples(%)

Appea-
rance Od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0 8.5±0.3a 8.1±0.1b 7.4±0.2b 8.5±0.3a 7.3±0.1b

4 8.5±0.2a 7.7±0.2c 8.8±0.1a 8.0±0.1a 8.7±0.1a

8 7.0±0.1b 8.6±0.1a 8.9±0.2a 8.8±0.1a 8.8±0.0a

12 5.2±0.0c 7.5±0.1c 6.2±0.1c 7.3±0.2b 5.9±0.3c

16 2.6±0.4d 7.0±0.2d 4.4±0.0d 6.9±0.2c 4.2±0.4d

F-value 89.67*** 27.13* 67.53** 37.42** 75.23**
Score 1(dislike extremely) - 9(like extremely)
a-b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
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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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매실 농축액 첨가에 따른 가벼운 신맛은 소비자에게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매실 

농축액 첨가량이 12%를 넘어갈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반

응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떨어져 16% 첨가군에서는 4.2± 
0.4로 극히 낮은 평가 점을 얻었다.

IV.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생리활성 성분을 지니고 있는 
매실을 떡에 활용하여 건강식품으로 보급 발전시키기 위

해 매실 농축액 설기떡의 최적 배합비율을 얻고자 하였

다. 매실 농축액을 첨가량(0%, 4%, 8%, 12%, 16%)을 달

리하여 3일간 저장하면서 수분활성도, 색도, 텍스쳐 및 

관능검사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수분활성도는 

매실 농축액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다(p<0.05). 텍스쳐 측정 결과에서 경도(hardness)는 제조 

직후 대조군은 764.58±5.3 g/cm2이었고 매실 농축액을 4, 
8, 12, 16%별로 첨가한 것들은 각각 633.44±13.0, 617.64± 
16.2, 585.31±27.5, 350.98±10.2 g/cm2로 매실 농축액 첨가

량이 많아짐에 따라 hardness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첨

가량이 많을수록 부드러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저

장기간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

났다(p<0.001). 점착성(gumminess)과 씹힘성(cohesiveness)
은 매실 농축액의 첨가량이 많아짐에 따라 감소하였고,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는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

였다. 색도측정에서 L값은 첨가량이 많아짐에 따라 감소

하였으나 a값과 b값은 첨가량이 많아짐에 따라 점차 증

가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에서는 매실 농축액 4%, 
8% 첨가군에서는 서로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으나 12%, 16%를 첨가한 경우에는 미세한 균열 등이 

나타나 농축액에 함유된 유기산이 쌀 반죽의 변성을 일

으켰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관능적 특성에서 표면 색(surface color), 맛(taste), 향미

(flavor)는 첨가량이 많아짐에 따라 높은 값을 나타냈으나 

질감(texture)은 첨가량이 많아짐에 따라 낮은 값을 나타

내었다. 전체적인 기호도 평가에서는 매실 농축액 4%와 

8% 첨가군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상의 전체적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설기떡에 매실 

농축액 적정 첨가량은 4~8%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매실 농축액을 이용한 기능성 건강 떡을 만드는 방

법을 더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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