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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Sulgidduk with different levels (0, 4, 8, 12, 16%) of added yam

powder by measuring water content, color value, texture, and sensory quality. The water content of Sulgidduk decreased

significantly (p<0.05) by increasing the amount of yam powder. The Hunter's L value of Sulgidduk decreased, and the a

and b values increased significantly. Mechanical texture parameters, such as hardness, cohesiveness, gumminess,

adhesiveness, and chewiness decreased significantly (p<0.05) as the amount of added yam powder increased. The

springiness of the 0, 4, 8 and 12% yam Sulgidduk was not different significantly, but springiness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16% yam Sulgidduk. Hardness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storage, whereas cohesiveness, gumminess, and

adhesiveness decreased. Springiness of the control sample increased significantly, but the Sulgidduk with added yam

powder had the highest springiness levels during the first and second days. Chewiness was highest during the first day in all

Sulgidduk preparations. The 12% yam Sulgidduk was the best in color, flavor, taste, moistness, chewiness, and overall

acceptability from the sensory evalu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ulgidduk with 12% added yam powder had the best

quality in sensory and texture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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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마(Dioscorea Japonica)는 마과(Dioscoreaceae)에 속하

는 기능성 식품으로 우리나라의 산지에 야생하고 있으며 옛

날부터 식용으로 재배하고 있는 다년생 덩굴성 초본이다. 마

의 주성분은 전분질이며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B1, 비타

민 C 등의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mucin으로 인해 점

성이 있으며 단백질은 생물가가 높고 무기질 중 K, Na, Fe,

Ni, Cu, Zn 및 Cd 등이 들어 있는데 특히 K과 Fe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Bonire 등 1990; Bonire 등 1991; Muzac-

tucker 등 1993). 또한 한방에서 마의 성질은 평(平)하다고

하며 맛은 달고 독은 없으며 비장기능의 허약으로 인한 권

태감과 무력감, 식욕감소, 설사를 다스린다고 하고 폐기(肺

氣)와 폐음(肺陰) 부족으로 인한 해수, 천식, 가래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조 & 조 2005). 최근에는 종양증식의 억제(Hu

& Yao 2003), 비만(Kwon 등 2003), 항염증효과(Kim 등

2004b), 골다공증의 개선(Yin 등 2004), 대사성 질환인 고

혈당(McAnuff 등 2005; Kang 등 2008)과 면역질환의 감

소(Zhao 등 2005)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요즈

음 현대인의 아침식사나 건강식으로 마 가루나 생마가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마에 대한 식품의

연구로는 식빵(Yi & Kim 2001), 스폰지 케익(Yi 등 2001;

Oh 등 2002), 국수(Park & Cho 2006; Ahn & Yoon 2008),

젤리(Lee & Park 2007) 등에 첨가하여 품질 특성을 본 것

등으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떡은 역사가 깊은 한국의 고유 음식으로 그 종류가 다양

하며, 재료로 곡류 뿐 만 아니라 각종 견과류, 과일류, 채소

류 등을 첨가하므로 영양적으로 우수하며 다양한 색과 맛을

가지고 있다. 떡은 제조 방법에 따라 찌는 떡, 치는 떡, 지

지는 떡, 삶는 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찌는 떡은 시루떡이

라고도 하며, 찌는 방법에 따라 설기떡과 켜떡으로 구분된

다(윤 1999).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약식동원의 사상에 의해

음식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

며, 최근 건강식품 및 성인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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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재료로 한약 재료를 첨가하거나 기능성 식품을 이용한

떡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설기떡의 연

구로는 녹차가루(Hong 등 1999), 감잎가루(Kim 등 1999),

표고버섯가루(Cho 등 2002), 은행 분말(Kim 등 2004b),

노루궁뎅이버섯 분말(Yoon & Lee 2004), 떪은 감 추출액

(Hong & Kim 2005), 백복령 가루(Kim 등 2005), 홍화

(Lee등 2005), 녹차 및 홍차 추출액(Park 2005), 민들레

잎과 뿌리분말(Yoo 등 2005), 복분자(Cho 등 2006), 다시

마(Cho & Hong 2006), 부추가루(Bae & Hong 2007), 도

라지 분말(Hwang & Kim 2007), 뽕잎가루와 연잎가루

(Son & Park 2007), 들깻잎가루(Hong 2008), 찰옥수수

분말(Hyun 등 2008), 오가피 열매 가루(Jhee & Choi

2008), 느릅나무 유피분말(Jun 등 2008), 파래 분말(Lee

& Yoon 2008), 어린 보릿가루(Park 등 2008), 누에 동충

하초 분말(Shin 등 2008), 연근가루(Yoon & Choi 2008)

등의 여러 가지 기능성 재료를 첨가하여 그 특성에 대한 연

구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 기능성 식품인 마 가루를 한국의 전통

식품에 접목하는 방안으로, 설기떡에 마 가루를 0, 4, 8, 12,

16% 첨가했을 때의 수분함량, 색도, 텍스쳐, 관능검사를 조

사하고 떡의 제조 직후, 1, 2, 3일 후의 수분과 텍스쳐 변화

를 관찰함으로써 전통식품인 설기떡의 기능성 향상과 국민

건강에 기여함은 물론 마의 이용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멥쌀은 2008년산 경기도 이천쌀 일반미를 그리고 마 가

루는 2007년 생산된 안동산(농산물유통센터)을 일괄 구입하

여 사용하였고, 설탕은 정백당(CJ(주))을, 소금은 재제염(샘

표제품)으로 순도 88% 이상의 것을 사용하였다.

2. 설기떡의 제조

마 가루의 첨가량을 달리한 설기떡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

하여, 먼저 예비실험에 의한 관능평가가 좋았던 결과를 선

택하여 <Table 1>과 같은 배합비로 마 설기떡을 만들었다.

멥쌀은 3-4회 씻어서 상온에서 12시간 수침하여 1시간 동

안 체에 받쳐 물기를 뺀 후, 롤 밀((주)태창기계)로 빻아

20 mesh 체에 내려서 마 가루(0, 4, 8, 12, 16%), 쌀 분

량의 15%의 물, 1%의 소금, 10%의 설탕을 넣고 20 mesh

체에 두 번 더 내려 사용하였다. 원형용기(직경 7 cm, 높이

2.5 cm)에 가득 담아 윗면을 평평하게 고른 다음 그 위에

면보를 덮고, 1.8l의 물을 넣고 미리 끓인 찜솥(지름 26 cm,

높이 15 cm)에 담아 20분간 쪘다. 쪄낸 설기떡(직경 6.5

cm, 높이 2 cm)을 솥에서 꺼내어 10분간 식힌 후 항온기

(20±1oC)에 저장하면서 제조 직후, 1, 2, 3일 동안의 수분

함량과 텍스쳐를 측정하였다.

3. 실험방법

1) 마 가루의 일반성분 분석

마 가루의 일반성분은 AOAC법(AOAC 1990)에 준하여 수

분은 105oC 상압 가열 건조법으로, 조단백질을 Kjeldahl 법

으로,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으로, 조회분은 550oC 전기

로에서 회화시키는 건식회화법으로 분석하였다.

2) 설기떡의 수분함량 측정

각 시료 2 g을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칭량하고 소형 도자

기 칭량용기에 담아 건조기에서 105oC 상압 가열 건조법

(AOAC 1990)으로 떡의 제조 직후, 1, 2, 3일 후에 3회 반

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나타냈다.

3) 설기떡의 색도 측정

색도는 색차 색도계(Chroma meter CR-300, Japan)를

사용하여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황색도

(b, yellowness)값을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나타

내었다.

4) 설기떡의 텍스쳐 측정

마 설기떡의 텍스쳐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떡의 제조 직

후, 1, 2, 3일 후에 경도(hardness), 응집성(co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점착성(gumminess), 부착성(adhesiveness),

씹힘성(chewiness)을 Texture analyser(TA plus, Lloyd

Co, England)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이때 분석

조건은 <Table 2>와 같다.

5) 설기떡의 관능검사

관능검사요원은 대원대학 호텔조리과 학생 10명을 선정하

여 설기떡의 관능적 품질을 잘 인식하도록 훈련시킨 후, 관

능특성을 질문지에 7점 항목척도법을 이용하여 최저 1점에

<Table 1> Formula for preparation of Sulgidduk with added yam

powder

Ingredients
 (g)

Yam powder (%)
0 4 8 12 16

Rice flour 300 288 276 264 252
Sugar 30 30 30 30 30
Salt 3 3 3 3 3
Water 45 45 45 45 45
Yam powder 0 12 24 36 48

<Table 2> Measurement condition for texture analyser

Measurement Condition
Test speed 100 mm/min
Trigger 0.005 kg
Sample height 2 cm
Sample width 6 cm
Sample compressed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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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고 7점까지 표시하도록 하였다(이철호 등 1999). 마

설기떡의 관능적 품질요소는 색(color), 향(flavor), 맛

(taste), 촉촉한 정도(moistness), 부드러운 정도(softness),

씹힘성(chewiness),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였다.

4. 통계분석

모든 결과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

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각 시료간의 유의성

을 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김 & 구 2001).

III. 결과 및 고찰

1. 마 가루의 일반성분

마 가루의 일반성분은 <Table 3>에서와 같이 수분

11.14%, 조단백질 13.78%, 조지방 0.73%, 조회분 4.72%

로 나타났다.

2. 마 가루 첨가 설기떡의 수분함량

마 가루의 첨가수준을 달리하여 제조한 설기떡의 수분함

량은 <Table 4>와 같다. 설기떡의 수분함량은 마 가루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도우넛

(Kim 1993)과 스폰지 케익(Oh 등 2002)의 연구에서 마 가

루를 첨가할수록 수분함량이 감소하였음이 본 연구와 유사

하였다. 그러나 식빵(Yi & Kim 2001)과 국수(Park & Cho

2006)의 연구에서는 마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흡

수율이 증가하였다. 누에 분말(Lim 등 2002), 타피오카 분

말(Hyun 등 2005), 백복령 가루(Kim 등 2005), 부추가루

(Bae & Hong 2007), 느릅나무 유피분말(Jun 등 2008),

누에 동충하초 분말(Shin 등 2008), 연근가루(Yoon & Choi

2008) 첨가량의 증가에 따른 설기떡의 수분함량의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으나 도라지 분말 설기떡(Hwang & Kim

2007)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

하였고, 어성초 분말 설기떡(Eun 등 2008)은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설기떡의 수분함량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p<0.05).

저장기간에 따른 수분함량은 0, 4, 8, 12% 마 설기떡은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16% 마 설기떡의 수분함량이 저장

1일에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저장 3일에 가장 높았다. 알로

에 원액 첨가 설기떡(Choi 2007)의 연구에서도 9% 첨가군

까지는 저장 2일까지는 수분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3일에는 12% 첨가군만 증가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이

었다.

3. 마 가루 첨가 설기떡의 색도

마 가루의 첨가수준을 달리하여 제조한 설기떡의 색도는

<Table 5>와 같다. 밝은 정도를 나타내는 명도(L)는 마 가

루의 첨가수준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여(p<0.05)

대조군이 88.14, 16% 마 설기떡이 83.79였다. 스폰지 케이

크(Yi 등 2001; Oh 등 2002), 국수(Park & Cho 2006;

<Table 4> Water contents of Sulgidduk with added yam powder during storage

Ingredients Storage time
(days)

Yam powder (%)
0 4 8 12 16

Water contents
(%)

0 37.24±1.131)NSa 35.89±0.95NSab 37.10±0.86NSa 36.54±0.85NSab 35.38±0.48ABb

1 36.77±0.32NSa 37.35±1.84NSa 36.98±0.47NSa 36.81±0.16NSab 34.51±0.60Bb

2 36.62±2.12NSab 35.50±0.82NSab 37.88±1.95NSa 35.18±1.19NSab 34.91±0.27ABb

3 35.75±0.62NSns 37.20±1.12NSns 36.56±0.80NSns 36.00±0.62NSns 35.97±1.07Ans

1)Means±SD
a,b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Means in a column preced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Hunter's color value of Sulgidduk with added Yam powder

Hunter’s color
value

Yam powder (%)
0 4 8 12 16

L (Lightness) 88.14±0.282)a 86.52±0.41b 85.72±0.13c 84.93±0.08d 83.79±0.2e

a (Redness) -0.56±0.03e -0.22±0.02d -0.13±0.04c 0.07±0.03b 0.18±0.01a

b (Yellowness) 5.94±0.03e 7.08±0.13d 7.68±0.11c 9.06±0.04b 9.84±0.03a

∆E1) 0.00±0.00e 2.05±0.47d 3.01±0.17c 4.53±0.23b 5.89±0.38a

1)
∆E : color difference. 

2)Means±SD
a-e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General composition of yam powder (%)

Moisture 11.14±0.451)
Crude protein 13.78±0.06
Crude lipid 00.73±0.01
Crude ash 04.72±0.48

1)Mean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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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 Yoon 2008), 젤리(Lee & Park 2007)의 연구에서

도 마 가루의 첨가수준이 증가할수록 명도가 감소하여 본 연

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마 가루에 함유된 단백질함량

의 영향(Oh 등 2002)과 마 가루 자체의 색, 즉 마 가루 가

공 중 열처리로 환원당 감소와 동시에 갈색도 증가로 기인

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Lee & Kim 1998). 타피오카 분말

(Hyun 등 2005), 백복령 가루(Kim 등 2005), 도라지 분

말(Hwang & Kim 2007), 어성초 분말(Eun 등 2008), 누

에 동충하초 분말(Shin 등 2008), 연근가루(Yoon & Choi

2008) 설기떡도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명도가 감소하였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마 가루의 첨가수준이 증가할수

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여(p<0.05), 16% 마 설기떡이 0.18로

가장 높았고 대조군은 -0.56로 가장 낮았다. 국수(Park &

Cho 2006; Ahn & Yoon 2008)의 연구에서도 마 가루가

많이 첨가될수록 적색도가 증가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

며 이는 마 가루 자체의 색으로 적색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Lee & Kim 1998). 스폰지 케이크(Yi 등 2001)

의 연구에서는 각 실험구간의 적색도의 유의적 차이가 없었

으나 마 가루를 첨가한 젤리(Lee & Park 2007)의 연구에

서는 대조군의 적색도가 가장 높아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타피오카 분말(Hyun 등 2005), 백복령 가루(Kim

등 2005), 어성초 분말(Eun 등 2008), 누에 동충하초 분

말(Shin 등 2008), 연근가루(Yoon & Choi 2008) 첨가량

의 증가에 따라 설기떡의 적색도는 증가하였으나 도라지 분

말(Hwang & Kim 2007) 설기떡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적색도는 감소하였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마 가루의 첨가수준이 증가할수

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여(p<0.05), 16% 마 설기떡이 9.84

로 가장 높았고 대조군이 5.94로 가장 낮았다. 젤리(Lee &

Park 2007)의 연구에서 마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황색

도가 높아짐은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이는 마 가루 가공

중 열처리로 인한 갈색도의 증가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

었다. 그러나 스폰지 케이크(Yi 등 2001)와 국수(Park &

Cho 2006; Ahn & Yoon 2008)의 연구에서는 마 가루를

첨가할수록 황색도가 감소하였다. 타피오카 분말(Hyun 등

2005), 백복령 가루(Kim 등 2005), 느릅나무 유피분말(Jun

등 2008), 누에 동충하초 분말(Shin 등 2008), 연근가루

(Yoon & Choi 2008)의 연구에서는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

라 설기떡의 황색도는 증가하였다.

또한 각 각의 색도차로부터 얻어진 ∆E값은 마 가루 첨가

비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마 가루 첨가가 설기떡의

색 변화를 확연히 가져다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마 설기떡의 색도는 마 가루 첨가수준이 증가

할수록 명도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적색도와 황색도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4. 마 가루 첨가 설기떡의 텍스쳐 특성

1) 제조 직후 설기떡의 텍스쳐 특성

마 가루 0, 4, 8, 12, 16%를 각각 첨가하여 제조한 설기

떡의 텍스쳐 특성은 <Table 6>과 같다. 견고성(hardness)

은 마 가루의 첨가수준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낮아져서

(p<0.05) 대조군이 789.28에서, 12% 마 설기떡이 371.11

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16% 마 설기떡은 657.32

로 높아졌다. 국수(Ahn & Yoon 2008)의 연구에서도 마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저하되어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

며 식빵(Yi & Kim 2001)의 연구에서는 마 첨가비율이 5%

까지 경도가 감소하다가 7%에서 증가하였다. 그러나 스폰

지 케이크(Yi 등 2001; Oh 등 2002)와 국수(Park과 Cho

2006)의 연구에서는 마의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상

승하였다. 부추가루(Bae & Hong 2007), 어성초 분말(Eun

등 2008), 들깻잎(Hong 2008), 누에 동충하초(Shin 등

2008)의 연구에서는 첨가량에 따라 설기떡의 견고성이 감

소하였으며 타피오카 분말(Hyun 등 2005), 백복령 가루

(Kim 등 2005), 도라지 분말(Hwang & Kim 2007), 찰옥

수수 분말(Hyun 등 2008), 느릅나무 유피분말(Jun 등

2008), 파래 분말(Lee & Yoon 2008), 연근가루(Yoon &

Choi 2008) 설기떡의 연구에서는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견

고성이 증가하였다.

응집성(cohensiveness)은 마 가루의 첨가수준이 증가할

수록 유의적으로 낮아져서 16% 마 설기떡이 가장 낮은 값

을 나타내었다(p<0.05). 스폰지 케이크(Yi 등 2001)와 국

수(Park & Cho 2006; Ahn & Yoon 2008)의 연구에서도

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응집성이 감소함이 본 연구와 유사

한 경향이었으나 식빵(Yi & Kim 2001)과 젤리(Lee & Park

2007)의 연구에서는 마 첨가비율이 높을수록 응집성이 증가

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 백복령 가루(Kim

등 2005), 부추가루(Bae & Hong 2007), 도라지 분말

(Hwang & Kim 2007), 어성초 분말(Eun 등 2008), 찰옥

수수 분말(Hyun 등 2008), 파래 분말(Lee & Yoon 2008),

연근가루(Yoon & Choi 2008) 설기떡의 연구에서는 첨가량

의 증가에 따라 응집성이 감소하였으며 들깻잎 설기떡(Hong

2008)은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응집성은 증가하였다. 타

피오카 분말(Hyun 등 2005)과 느릅나무 유피분말(Jun 등

2008) 연구에서는 첨가량의 증가에 따른 설기떡의 응집성

은 변화가 없었다.

탄력성(springiness)은 마 가루 첨가수준이 0, 4, 8, 12%

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16% 마 설기떡의 수치는 유

의적으로 낮았다(p<0.05). 스폰지 케이크(Yi 등 2001)와 국

수(Park & Cho 2006; Ahn & Yoon 2008), 젤리(Lee &

Park 2007)의 연구에서도 마 가루 비율이 증가할수록 탄력

성이 감소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으나 식빵(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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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2001)의 연구에서는 마 첨가비율이 높을수록 탄력

성이 증가하였다. 노루궁뎅이 버섯 가루(Yoon & Lee 2004)

와 연근가루(Yoon & Choi 2008) 설기떡의 연구에서는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탄력성이 감소하였으며 들깻잎가루 설기

떡(Hong 2008)의 연구에서는 첨가량의 증가함에 따라 탄

력성이 증가하였다.

점착성은(gumminess)은 마 가루 첨가수준이 증가함에 따

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여(p<0.05) 12% 마 설기떡이 60.88

로 가장 낮았다. 국수(Park & Cho 2006; Ahn & Yoon

2008)의 연구에서도 마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점착성이 감

소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나 스폰지 케이크(Yi 등 2001;

Oh 등 2002)와 식빵(Yi & Kim 2001)의 연구에서는 마 첨

가비율이 증가할수록 점착성이 증가하였다. 부추가루(Bae

& Hong 2007), 도라지 분말(Hwang & Kim 2007), 어성

초 분말(Eun 등 2008), 누에 동충하초 분말(Shin 등 2008)

설기떡의 연구에서도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점착성이 감소하

였으나 타피오카 분말(Hyun 등 2005), 백복령 가루(Kim

등 2005), 파래 분말(Lee & Yoon 2008), 연근가루(Yoon

& Choi 2008)의 연구에서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설기떡

의 점착성이 증가하였다. 느릅나무 유피분말(Jun 등 2008)

의 연구에서는 첨가량이 증가하여도 설기떡의 점착성은 유

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부착성(adhesiveness)은 마 가루 첨가수준의 증가에 따

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스폰지 케이크(Yi 등

2001)와 국수(Park과 Cho 2006)의 연구에서도 마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부착성이 감소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

으나 식빵(Yi & Kim 2001)의 연구에서는 마 첨가비율이

높을수록 부착성이 증가하였으며 Ahn과 Yoon(2008)의 국

수 연구에서는 마 첨가에 따른 부착성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다. 도라지 분말(Hwang & Kim 2007) 설기떡은 첨가량

이 증가함에 따라 부착성이 감소하였으며 백복령 가루(Kim

등 2005), 부추가루(Bae & Hong 2007), 어성초 분말(Eun

등 2008), 찰옥수수 분말(Hyun 등 2008), 누에 동충하초

(Shin 등 2008), 연근가루(Yoon & Choi 2008) 설기떡의

연구에서는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착성이 증가하였다.

느릅나무 유피분말(Jun 등 2008)과 파래 분말(Lee & Yoon

2008) 설기떡의 연구에서는 첨가량에 따른 부착성의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다.

씹힘성(chewiness)은 마 가루의 첨가수준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여(p<0.05) 12% 마 설기떡이 176.86으

로 가장 낮았다가 16% 마 설기떡은 244.50으로 높아졌다.

젤리(Lee & Park 2007)의 연구에서도 마 가루 첨가량이

<Table 6> Texture properties of Sulgidduk with added yam powder during storage

Texture
properties

Storage time
(days)

Yam powder (%)
0 4 8 12 16

Hardness

0 789.28±49.331)Ca 661.51±4.19Cb 556.12±38.98Bb 371.11±36.74Cc 657.32±113.45Bb

1 905.92±107.51BCa 765.68±55.76Bb 579.25±28.96Bc 427.53±46.74BCd 841.66±42.85ABab

2 1047.61±147.66BCa 807.56±36.83Ab 704.59±23.72Ab 497.11±75.42Bc 722.97±59.22ABb

3 1463.54±179.56Aa 900.08±48.09Abc 757.54±68.21Abc 656.10±30.50Ac 963.14±245.32ABb

Cohensiveness

0 0.23±0.12Aa 0.20±0.02Aab 0.19±0.04Aab 0.16±0.03Ab 0.15±0.02Bb

1 0.22±0.03Aa 0.22±0.04Aa 0.18±0.02Aab 0.15±0.01Ab 0.19±0.02Aab

2 0.11±0.02Ba 0.12±0.03Ba 0.10±0.02Ba 0.11±0.03Ba 0.08±0.01Ca

3 0.09±0.01Ba 0.09±0.03Bab 0.09±0.01Bab 0.07±0.01Cbc 0.04±0.01Dc

Springiness

0 3.75±0.22Ba 3.68±0.18Ca 3.16±0.76Bab 3.36±0.46Ba 2.48±0.16Bb

1 5.24±0.35Aa 5.30±0.35Aa 5.01±0.38Aa 4.80±0.39Aa 4.51±0.59Aa

2 5.23±0.71Aa 5.51±0.34Aa 5.24±0.41Aa 4.56±0.38Aa 5.13±0.84Aa

3 4.91±0.27Aa 4.66±0.14Ba 4.50±0.40Aa 3.07±0.09Bb 3.15±0.50Bb

Gumminess

0 179.12±7.59ABa 135.48±9.17ABb 105.18±19.10Ac 060.88±14.73Ad 099.04±21.68Bc

1 203.49±34.87Aa 171.57±29.20Aab 103.56±11.95Ac 066.71±9.27Ac 153.12±26.78Ab

2 118.88±30.74Ca 101.68±25.79BCab 071.79±13.01Bbc 053.76±18.35Ac 061.46±3.52Cc

3 135.85±11.93BCa 080.80±27.74Cb 068.65±13.11Bbc 042.42±0.60Acd 032.93±4.44Cd

Adhesiveness

0 0.07±0.01Aa 0.01±0.01Ab 0.00±0.01Abc -0.01±0.01Ad 0.00±0.01Acd

1 -0.03±0.01Ba -0.04±0.01Bab -0.05±0.01Bab -0.07±0.02Bb -0.04±0.02Ba

2 -0.05±0.02Ca -0.07±0.02Cab -0.08±0.01Cb -0.13±0.01Cc -0.05±0.01Ba

3 -0.04±0.01BCa -0.08±0.01Cb -0.05±0.02Ba -0.05±0.01Ba .-0.06±0.01Bab

Chewiness

0 0670.74±32.88Ba 0497.14±18.98Bb 213.55±24.79Ccd 176.86±24.35BCd 244.50±50.05BCc

1 1073.65±247.86Aa 0915.90±215.86Aab 522.17±98.99Acd 317.60±66.58Ad 697.09±188.42Abc

2 0630.93±243.33Ba 0506.76±261.34Bab 379.22±94.2ABab 249.76±103.ABb 408.10±170.55Bab

3 0668.94±91.77Ba 0375.60±128.18Bb 311.61±79.64BCb 116.29±22.30Cc 105.34±31.45Cc

1)Means±SD
a-d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DMeans in a column preced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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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될수록 씹힘성이 감소하여 본 연구와 비슷하였으나 스

폰지 케이크(Yi 등 2001; Oh 등 2002)와 식빵(Yi & Kim

2001), 국수(Park과 Cho 2006)의 연구에서는 마 첨가비율

이 증가할수록 씹힘성이 증가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

여 주었다. 부추가루(Bae & Hong 2007), 어성초 분말(Eun

등 2008), 들깻잎(Hong 2008)의 연구에는 첨가량이 증가

함에 따라 설기떡의 씹힘성이 감소하였으나 타피오카 분말

설기떡(Hyun 등 2005)의 연구에서는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

라 씹힘성이 증가하였으며 누에 동충하초 설기떡(Shin 등

2008)의 연구에서는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른 씹힘성의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 결과 마 가루의 첨가수준이 증가할수록 설기떡의

견고성, 응집성, 점착성, 부착성, 씹힘성이 감소하였으며 탄

력성은 마 가루 첨가 12%까지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가

16% 마 설기떡에서 감소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12% 마 설

기떡은 견고성, 응집성, 점착성, 부착성, 씹힘성이 가장 낮

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탄력성은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다. 스폰지 케이크(Yi 등 2001)의 연구에서는 마 첨

가비율이 증가할수록 응집성, 탄력성은 감소하였고 경도, 점

착성, 씹힘성은 증가하였으며 Park 과 Cho(2006)의 국수

연구에서는 마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경도와 씹힘성은 증

가하였으나 부착성, 응집성, 탄력성은 감소하였으며 Ahn 과

Yoon(2008)의 국수 연구에서는 마 첨가에 따라 경도, 탄

성, 응집성과 검성은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부착성은 유의

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식빵(Yi & Kim 2001)의 연구

에서는 마 첨가비율이 높을수록 경도, 점착성, 씹힘성이 유

의적으로 증가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 표

고버섯가루(Cho 등 2002), 클로렐라가루(Park 등 2002),

노루궁뎅이 버섯(Yoon & Lee 2004), 연근가루(Yoon &

Choi 2008) 설기떡의 연구에서는 모든 텍스쳐가 감소하였

다. 도라지 분말 설기떡(Hwang & Kim 2007)의 연구에서

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응집성, 점착성, 부착성은 감소하

였으나 견고성과 탄력성은 증가하였고 백복령 가루 설기떡

(Kim 등 2005)의 연구에서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응집성

과 탄력성은 감소하였으나 견고성과 부착성이 증가하였다.

2) 저장기간에 따른 설기떡의 텍스쳐 특성

마 가루의 첨가수준을 달리하여 제조한 설기떡의 제조 직

후, 1, 2, 3일간의 저장기간에 따른 텍스쳐 특성은 <Table

6>과 같다. 견고성(hardness)은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각각의 모든 시료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부

추가루(Bae & Hong 2007), 들깻잎가루(Hong 2008), 파

래 분말(Lee & Yoon 2008)을 첨가한 설기떡도 저장기간에

따라 견고성이 증가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

었다.

응집성(cohensiveness)은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

든 실험군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부추가루

(Bae & Hong 2007), 들깻잎가루(Hong 2008), 연근가루

(Yoon & Choi 2008)를 첨가한 설기떡도 저장기간에 따라

응집성이 감소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으나 파래분말

을 첨가한 설기떡(Lee & Yoon 2008)은 저장 2일까지 응

집성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가 3일 이후로 감소하였다.

탄력성(springiness)은 설기떡 제조 직후의 수치가 모두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대조군의 탄력성은 저장기간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마 첨가 설기떡은 모두 저장 1, 2일에 가

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연근 설기떡(Yoon & Choi

2008)은 제조 직후에 비해 저장 1일에 탄력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그 이후에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였음이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Hong(2008)의 연구에서 0, 4, 8% 들깻잎 설

기떡은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나 12, 16% 들깻잎 설기떡은

저장기간에 따른 탄력성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부추가

루 설기떡(Bae & Hong 2007)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비

슷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2% 부추가루 설기떡은 저장기간

에 따른 탄력성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점착성은(gumminess)은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0,

4, 8, 16% 마 설기떡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p<0.05)

12% 마 설기떡은 저장기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연근가루 첨가 설기떡(Yoon & Choi 2008)의 연구에서는

저장 1일에는 30% 연근 설기떡이 가장 낮은 점착성을 나타

냈으나 저장 2일과 3일에는 연근가루를 첨가할수록 점착성

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백복령 가루(Kim 등 2005), 부추가루(Bae & Hong 2007),

들깻잎 가루(Hong 2008)를 첨가한 설기떡은 저장기간이 증

가함에 따라 점착성이 증가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

여주었으며 파래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Lee & Yoon 2008)

은 대조군을 제외하고 저장 3일까지 점착성이 증가하다가

저장 4일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착성(adhesiveness)은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의

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연근가루를 첨가한 설기떡

(Yoon & Choi 2008)이 저장 3일까지 부착성이 감소하였음

이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나 백복령 가루(Kim 등 2005), 부

추가루(Bae & Hong 2007), 파래 분말(Lee & Yoon 2008)

을 첨가한 설기떡은 저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부착성이 증가

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씹힘성(chewiness)은 저장기간에 따라 모두 저장 1일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p<0.05). 파래 분말 첨가 설기떡(Lee & Yoon 2008)은 씹

힘성이 저장 1일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저장 2일에

감소하였음이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나 저장 3, 4일에는 수

치의 증감이 있었다. 부추가루 첨가 설기떡(Hong 2007)은

2% 부추 설기떡을 제외하고 저장기간에 따라 씹힘성이 증

가하였으며, 들깻잎 가루(Hong 2008)와 연근가루(Yoon &

Choi 2008)를 첨가한 설기떡도 저장기간에 따라 씹힘성이

증가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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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견고성은 유의적으로

수치가 높아졌으며, 응집성은 제조 직후와 1일에 가장 수치

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탄력성은 대조군은 저장기간에 따라

수치가 증가하였으나 마 가루 첨가 설기떡은 모두 저장 1일

과 2일에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점착성

은 0, 4, 8% 마 설기떡은 제조 직후와 저장 1일에, 16% 마

설기떡은 저장 1일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나 12%

마 가루 첨가 설기떡은 저장기간에 따른 점착성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한 부착성은 저장기간에 따라 감소하였으

며 씹힘성은 저장 1일에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

내었다.

5. 마 가루 첨가 설기떡의 관능적 특성

마 가루를 0, 4, 8, 12, 16%를 각각 첨가하여 제조한 설

기떡의 관능적 특성은 <Table 7>과 같다. 색상은 12, 16%

마 설기떡의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향기도

12, 16% 마 설기떡의 기호도가 높았으며 마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향기의 기호도가 높아졌다(p<0.05).

이는 마 고유의 향과 열풍건조시의 마이알 갈변반응

(Maillard reaction)으로부터 구수한 향미물질에 기인된다

고 하였다(Kwan 등 1998; Lee & Kim 1998). 맛, 촉촉한

정도, 부드러운 정도, 씸힘성, 전체적인 선호도가 12% 마

설기떡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다(p<0.05). 스폰지 케익(Yi

등 2001; Oh 등 2002)의 연구에서도 마 첨가에 따라 향과

맛이 좋게 평가되었으며 국수(Park과 Cho 2006; Ahn &

Yoon 2008)와 식빵(Yi & Kim 2001)의 연구에서도 마 첨

가량이 늘어남에 따라 향, 맛, 색, 조직감과 종합적인 기호

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젤리(Lee & Park 2007)의 연구에

서는 마가루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향의 기호도는 낮았으나

맛, 질감, 전반적인 기호도는 높게 평가되었다.

결과적으로 마 가루를 12% 첨가한 설기떡이 색, 향기, 맛,

촉촉한 정도, 부드러운 정도, 씸힘성, 전체적인 선호도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마 가루를 0, 4, 8, 12, 16% 첨가하여 제조 한

설기떡의 수분함량, 색도, 텍스쳐 검사, 관능검사와 떡의 제

조 직후, 1, 2, 3일 후의 저장기간 중 수분함량과 텍스쳐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마 가루의 일반성분은 수분 11.14%, 조단백질 13.78%,

조지방 0.73%, 조회분 함량은 4,72%이였다. 마 가루를 첨

가한 설기떡의 수분함량은 마 가루 수준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마 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

(L)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적색도(a)와 황색도(b)는 증

가하였다(p<0.05). 텍스쳐 측정 결과 마 가루의 첨가수준이

증가할수록 견고성, 응집성, 점착성, 부착성, 씹힘성이 유의

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탄력성은 마 가루 첨가 12%까지 유의

적인 차이가 없다가 16%에서 감소하였다. 저장기간이 증가

할수록 견고성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응집성, 점착성,

부착성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p<0.05) 대조군의 탄력성

은 저장기간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마 가루 첨가 설기떡은 저

장 1일과 2일에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p<0.05). 씹힘성은 모든 설기떡에서 저장 1일에 유의적으

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관능검사 결과 마 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색, 향기, 맛, 촉촉한 정도, 부드러운

정도, 씸힘성, 전체적인 선호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12% 마 설기떡이 모든 관능검사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p<0.05). 이상의 연구를 통해 설기떡에 마 가루의 이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며, 마 가루를 12% 첨가할 경우 기

호도와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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