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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감자 가루를 첨가한 설기떡의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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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optimum amount(0, 3, 6, 9, 12%) of Jerusalem artichoke to powder(JA) addition 
to rice flour in the preparation of Sulgidduk added JA.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Sulgidduk added JA were 
investigated in moisture content, pH, color, texture, and sensory evaluation. The moisture content of control 
was 44.22%, but Sulgidduk added JA was 36.10～5.89%. In the change of color, L-value was decreased with 
degree of JA added. In color analysis, lightness, redness and yellowness of the control showed 84.56, －0.66, 
and 11.50, respectively. Lightness was decreased, but redness and yellowness was increased against the control 
when ratio of addition was increased. In the texture analysis of Sulgidduk added JA, hardness was the highest 
in the control(5,958.33 g/㎤) while JA added group was 4,702.24～5,744.44 g/㎤. The adhesiveness of Sulgidduk 
added JA had lower value than that of the control according to the ratio of addition. In cohesivenss, Sulgidduk 
added with 3% of JA showed the highest value as 82.72% while the group with 12% added had the lowest 
value as 26.03%. The springines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ut the gumminess significantly differs 
according to the ratio of addition; the group with 3% of JA added showed the highest value, which showed 
the tendency of decrease according to the ratio of addition. In the sensory evaluation of Sulgidduk added with 
JA, the addition of 6% of JA had the highest score in color, taste and overall prefere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uitable amount of JA for making Sulgidduk is 6%. 

Key words: Jerusalem artichoke powder, Sulgidduk, quality characteristics, textural characteristics, sensor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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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민 소득이 증가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식생활 습관은 서구식으로

변화되어 식물성 식품 섭취는 감소한 반면 동물

성 식품 섭취가 증가하면서 고혈압, 동맥경화, 당
뇨병 등과 같은 대사 질환 발생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당뇨병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식이섬유소와비소화성다당류들이혈

당과 혈중 지질을 낮추어 당뇨에 효과적이라는 연

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7). 

그러나 당뇨병에 효과적인 돼지감자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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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는 돼지감자 잎의 플

리본글루코사이드에 대한 연구(Chae SW 등

2002)와 돼지감자 조미분말에 관한 특허(윤연실

2008) 및 돼지감자를이용한차의제조방법에관한

특허(원창연 2008), 돼지감자를 동물 사료로 이용

한 연구가 있을 뿐(김수일 1991) 돼지감자를 직접

식품에 접목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떡은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중 하나로 영양적

으로 우수한 식품이며(Lee HJ 1999), 길흉사와 대

소사에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보편화된 음식으로

각종 의례의 필수적인 별미 음식이다. 떡의 재료

로는 멥쌀과 찹쌀이 주가 되지만, 각종 곡류가 사

용되며, 부재료가 다양하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떡의 종류는 200여 종이 된다(Kim HH 2004)고
한다. 떡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 찌는 떡, 치는 떡, 
삶는 떡, 지지는 떡으로 나누어지며, 지방마다 독

특한 재료를 이용하여 향토음식으로 발달하였다. 
그 중에서 찌는 떡은 가장 전통적인 떡으로 떡 중

의 기본이며, 시루떡이라고도 한다. 멥쌀이나 찹쌀

을 물에 불려서 가루로 만들어 시루에 안친 뒤 김

을 올려 익히며, 찌는 방법에 따라 설기떡과 켜떡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설기떡은 멥쌀가루에 물을

내려서 한 덩어리가 되게 찐 떡을 말한다. 설기떡

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백설기 조리법의 표준화를

위한 조리과학적인 연구(Yum CA et al 1992)가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현대인

들의 수요에 맞추어 생리활성을 가진 단호박을 첨

가한 설기떡(Yoon SJ 1999)에 대한 연구, 대추편

(Hong JS 2002), 민들레 잎과 뿌리 분말(Yoo KM 
등 2005), 누에 동충하초 분말(Shin SM 등 2008), 
보리 분말(Joung HS 2008), 자색 고구마 분말(Ahn 
GJ 2010a) 등을 첨가한 설기떡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돼지감자를 이용한

설기떡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혈당 조절과 혈중지질 저하 효과 및 장 질환

예방 등 생리적 기능이 우수한 돼지감자를 효율

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돼지감자 가루의 첨가량

을 달리하여 제조한 후 수분 함량, pH 측정, 색도, 

texture 측정 그리고 관능검사를 통하여 최적 배

합비를 찾아 돼지감자 가루를 첨가한 설기떡의

품질 특성을 규명하고, 돼지감자 가루를 첨가한

설기떡을 대중화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실험에 사용된 멥쌀은 경기도 이천산(産) 일반

미를 대구시 수성구 소재 마트에서 구입하여 사

용하였고, 돼지감자 가루는 인터넷몰 산들약초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설탕은 (주)제일제당의

정백당을 사용하였으며, 소금은 (주)해표 꽃소금

을 사용하였다. 

2. 돼지감자 가루 첨가 설기떡의 제조

돼지감자 가루를 첨가한 설기떡의 제조 방법은

〈Fig. 1〉과 같이 멥쌀을 3회 씻어 20℃에서 6시간

수침한 후에 소쿠리에 건져 1시간 물기를 빼고 쌀

분량의 1%에 해당하는 소금과 10%에 해당하는

물을 넣어 분쇄(삼신식품기계, 대구)한 뒤, 20 mesh 

Polished rice

↓

Soaking rice at 20℃ 
for 6 hr
↓

Draining for 1 hr
↓

Milling(rice flour)

↓

Sieving(20 mesh)
↓ JA powder

[0%(control), 3～12%] 
water, salt, sugar 

Mixing
←

Adding
↓

Steaming
(100℃, 20 min)

↓

Sulgidduk with JA 

<Fig. 1> Preparation process for Sulgidduk with 
Jerusalem artichok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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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for manufacturing Sulgidduk
with Jerusalem artichoke powder

Ratio of 
JA(%)

Ingredients(g)

Rice flour JA1) Sugar

0 500  0 70

3 485 15 70

6 470 30 70

9 455 45 70

12 440 60 70
1) Jerusalem artichoke(Helianthus tuberosus L.) powder per 

rice powder.

체에 내려 사용하였다. 
돼지감자 가루를 첨가한 설기떡의 적절한 재료

배합비를 얻기 위하여 백설기 조리법의 표준화를

위한조리과학적 연구를수정하여 제조하였다(Kim 
KS 1987). 본 실험에 앞서 예비 실험 시 멥쌀가루

에 돼지감자 가루를 20% 이상 첨가하였을 경우, 
돼지감자 가루의 이물감이 많이 느껴져 떡을 제

조하는데 적절하지않았다. 따라서 첨가량을 0, 3, 
6, 9, 12%로 하였다. 배합비는〈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설기떡의 제조에는 대나무 찜기에 젖

은 면포를 깔고 쌀가루를 넣은 후평평하게윗면

을 고른다음젖은 면포를덮어 20분간 찐 후 5분
간 뜸을 들였다. 쪄낸 설기떡은 1시간 동안 실온

에서 식힌 다음 랩으로 포장하여 시료로 사용하

였다.

3. 평가방법

1) 수분 함량 및 pH 측정

수분 함량 및 pH 측정은 시료 2 g을잘라 전자

저울을 이용하여 칭량하고 칭량병에 담아 105℃ 
상압가열건조법(AOAC 1990)으로 측정하였으며, 
3회 반복측정하여 그평균값을 구하였다. 돼지감

자 가루를 첨가한 설기떡의 pH 측정은 시료 5 g에 
증류수 50 mL를 가하여균질화 시킨후 여과액을

이용하여 pH meter(Model FE-20K, Mettler Toledo., 
Swiss)로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2) 색도 측정

돼지감자가루를첨가하여제조한설기떡을 4×3×2 
㎝로 자른 후 Chroma meter CR-300(Minolta Co., 
Japan)를 이용하였으며, Hunter 값의 명도(L), 적색

도(a), 황색도(b)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3회 반복

측정하여 그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이
때사용한 표준 백색판은 L=96.04, a=0.05, b=2.04
이었으며, ∆E 값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하였다. 
이때의 ∆L, ∆a, ∆b값은 돼지감자 가루를 첨가하

지 않은 시료(Control)의 L, a, b값과 돼지감자 가

루를 0, 3, 6, 9, 12% 첨가한 시료의 L, a, b값과의

차이 값을 이용하였다. 

∆ ∆  ∆  ∆

3) Texture 측정

돼지감자가루를첨가하여제조한설기떡을 4×3×2 
㎝로자른후 texture analyzer(Sun Rheometer COM-
PAC-100, Japan)를 사용하여 조직감(texture)을 측

정하였다. 모든측정은설기떡시료중심부에 2회연

속압착하였을때얻어지는값을 산출하였으며, 설
기떡 제품의 조직감 특성은 경도(Hardness), 부착
성(Adhesiveness), 응집성(Cohesiveness), 강도(Strength), 
탄력성(Springiness) 그리고점착성(Gumminess)을 
3회 반복측정하여 그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이때
측정 조건은〈Table 2〉와 같다. 

4) 관능검사

돼지감자 가루를 첨가하여 제조한 설기떡에 대

한 관능검사는 실험에 대한 목적과 검사 방법, 관

<Table 2> The operating condition of texture profile
analyzers

Probe 3×20 ㎜ 

Sample size 40×30×20 ㎜

Weight of load cell 10.0 ㎏

Real/hold 10.0 ㎜

Press/traction press 60.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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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적 품질 특성에 대해 충분히 훈련을 시킨대경

대학 바이오 식품조리과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15명을 선정하여 돼지감자 가루를 첨가하여 제조

한 설기떡의 색(Color), 냄새(Odor), 맛(Taste), 부
드러움성(Softness), 씹힘성(Chewness)으로 정하여

평가하도록하였고, 관능검사지에 관능특성을잘

반영한점수에표시하도록하였다. 돼지감자가루의

첨가량을달리하여제조한설기떡은각각 3.5×3.5×2 
㎝의크기로잘라 관능검사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모든 시료는 흰색 접시에 담아 제공하고, 하나를

시식한 후 입안을 헹구도록 하고 각 패널이 3회
반복하여 모든 시료를 평가하게 하였다. 

돼지감자 가루 첨가 설기떡의 선호도(색, 냄새, 
맛, 조직감, 전반적인 선호도) 평가항목은 9점(1=
매우 싫음, 5=보통, 9=매우 좋음) 채점법을 이용

하였으며, 관능 품질 요소 중외관(색의 강도), 냄
새(돼지감자 냄새, 구수한 냄새), 맛(구수한 맛), 
조직감(부드러움성, 씹힘성)의 정도를평가항목으

로 선정하여 9점(1=매우싫음, 9=매우좋음) 채점
법을 이용하였다. 

5) 자료 분석

수분, 색도, 기계적, 관능적 분석결과, 통계처리

는 SPSS WIN 17.0 program을 통하여 평균과 표

준편차를산출하고, ANOVA 분석을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각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검증하였다(박성현

등 1999). 

Ⅲ. 결과 및 고찰

1. 수분 함량 및 pH 측정

돼지감자 가루 첨가량을 달리한 설기떡의 수분

함량 및 pH를 측정한 결과는〈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았다. 대조군의 수분 함량은 44.22%로 돼

지감자 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수분 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44.22∼5.89%). 이러

한 결과는 Hyen YH 등(2005)의 타피오카 첨가량

<Table 3> Moisture and pH of Sulgidduk with 
Jerusalem artichoke powder

Item
Samples 

Moisture(%) pH

Control 44.22±1.09a2) 5.72±0.31 

3% JA1) 36.10±1.27b 6.05±0.07

6% JA 26.70±1.83c 6.22±0.14

9% JA 13.17±2.58d 6.24±0.07

12% JA  5.89±2.97e 6.25±0.01
1) Each number in front of JA means the added amount 

(%) of Jerusalem artichoke powder to Sulgidduk.
2) Mean±S.D.(n=3). Means in a row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증가에 따른수분 함량이 유의적인 차이(p<0.05)를 
보이며 감소한 연구보고와 같았다. 

돼지감자 가루 첨가량을 달리한 설기떡의 pH
를 측정한 결과, 돼지감자 가루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pH가 약간 높아졌으나, 각 시료간의 유의

적인 차이는보이지않았다. 이와같은 결과는 Cho 
MS과 Hong JS (2006)의 다시마를 첨가한 설기떡

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2. 색도 측정

돼지감자 가루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돼지

감자 가루 설기떡에 대한 색도는〈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대조군의 명도(L값)는 대조군에

서 84.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돼지감자 가

루 첨가량이 3, 6, 9, 12%로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

(p<0.05)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결과는 Ahn GJ(2010b)의 연구에서 부재료를

첨가했을 때 떡의 명도가 감소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적색도(a값)의 경우는 대조군이 －0.66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9% 첨가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돼지감자 가루 첨가량 증

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색도(b값)의 경우는 대조군의 경우가

11.50으로 가장 낮은값을 보였으며, 돼지감자 가

루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유의적(p<0.05)으로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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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lor values of Sulgidduk with Jerusalem artichoke powder

Item
Samples

Color value

L a b △E

Control 84.56±0.54a2)
－0.66±0.04d 11.50±0.22c 0.00e

3% JA1) 73.58±0.43b 0.75±0.09c 14.60±0.89b 11.54±0.36c

6% JA 63.33±0.41c 1.75±0.08b 15.46±0.07ab 21.73±0.21b

9% JA 58.97±2.44d 2.33±0.03a 16.70±0.48a 26.32±1.67a

12% JA 57.04±1.44d 2.30±0.35a 16.18±0.52a 28.11±0.58a

1) Each number in front of JA means the added amount(%) of Jerusalem artichoke powder to Sulgidduk.
2) Mean±S.D.(n=3). Means in a row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3. Texture 측정

돼지감자 가루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설

기떡의 조직감을 측정한 결과는〈Table 5〉와 같

다. 
경도(Hardness)는 돼지감자 가루무첨가군인 대

조군이 5958.33 g/㎤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

었고, 돼지감자 가루 첨가군은 4,702.24～5,744.44 
g/ ㎤의값을나타내었다. 그중 6% 첨가군이 4,702.24 
g/㎤으로 가장 낮게 나타냈으나, 각 실험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ark MK 등
(2002)의클로렐라를 첨가한 설기떡에 관한 연구

에서도 첨가량 증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

는 것(p>0.05)으로 나타났다.
부착성(Adhesiveness)은 돼지감자 가루의 첨가

량이 3～12%로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3% 첨가군에서는 12.59 
g으로 가장 높은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5> Texture values of Sulgidduk with Jerusalem artichoke powder

Item
Samples

Hardness(g/㎠) Adhesiveness(g) Cohesiveness(%) Springness(%) Gumminess(g)

Control 5,958.33±96.71  9.90± 1.28b2) 64.99±2.89b  98.90± 1.28b 964.90±15.59b

3% JA1) 5,744.96±10.43 12.59± 2.60a 82.72±3.65a 116.59± 2.60a 1,149.66±16.26a

6% JA 4,702.24±75.27 11.12± 4.16a 60.81±6.43b  97.92±10.48b 777.54±24.56c

9% JA 5,476.13±28.25  9.92±10.48b 29.04±1.53c  94.21± 5.24b 435.74± 5.79d

12% JA 5,681.64±13.31  7.21± 5.24c 26.03±0.18c 104.12± 4.16a 378.49± 5.15e

1) Each number in front of JA means the added amount(%) of Jerusalem artichoke powder to Sulgidduk.
2) Mean±S.D.(n=3). Means in a row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돼지감자 가루의 첨가량이많을수록부착성이 저

하되었기때문인것으로 사료되며, Kim JS와 Kang 
KJ(1998)의 연구에서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

을 나타내었다. 
응집성(Cohesiveness)은 돼지감자 가루 3% 첨

가군에서 82.72%로 가장 높았고, 돼지감자 가루

12% 첨가군에서 26.03%로 가장 낮아 돼지감자

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응집성이 감소하고

시료 간에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경

향은 Kim GY 등(2006)의 떫은 감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Gu SY와 Lee HG(2001)는칡가루 첨

가량과 당의 종류에 따라 응집성의 차이가 없음

을 보고하였고, Kim GY 등(1999)도 모든 떡에서

감잎차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응집성의 유

의적 차이가 없음(p>0.05)을 보고하였다.
탄력성(Springiness)은 돼지감자 가루 3%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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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11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첨가군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
러한 경향은 Hong HJ 등(1999)의 가루녹차를 첨

가한 설기떡의 관능적 품질 특성과 Yoon SJ와
Lee MY(2004)의 노루궁뎅이 버섯분말을 첨가한

설기떡의 품질 특성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경

향을 나타냈다.
점착성(Gumminess)은 무첨가군이 964.90 g이

고 돼지감자 가루 첨가량이 3%일 때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돼지감자 가루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점착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p<0.05)
을 나타내었다. Cho JS 등(2002)은 표고버섯가루

의 첨가량에 따른 설기떡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

구에서 표고버섯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점착

성이 감소하였고, Yoon SJ(1999)의 결과에서도 단

호박 첨가량이 증가할수록점착성이 저하되는 유

사한 경향을 보였다.

4. 관능검사

돼지감자 가루를 첨가한 설기떡의 관능검사 결

과는〈Table 6〉과 같다. 
외관의항목 중 색의 강도는 돼지감자 가루무

첨가군인 대조군이 2.00을 나타내었으며, 돼지감

자 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색의 강도는 강

해져 돼지감자 가루 12% 첨가군이 7.85로 가장 높

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냄새의 항목 중 돼지감자 냄새와 구수한 냄새

의 정도는 돼지감자 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Table 6> Sensory evaluation of Sulgidduk with Jerusalem artichoke powder

Item
Group  

Appearance Odor Taste Texture Overall 
preferenceColor JA smell Savory smell Savory taste Softness Chewiness

Control 2.00±0.82e2) 2.15±1.28d 2.54±1.51c 3.69±2.29c 3.69±2.09ab 3.85±2.41b 5.08±1.04ab

3% JA1) 3.54±1.05d 3.23±1.09c 4.15±1.28b 4.00±1.29bc 5.00±1.83a 4.54±2.07a 5.31±1.55a

6% JA 5.23±1.17c 4.62±1.39b 5.23±1.36ab 5.62±1.66a 3.62±1.12b 4.31±1.66a 5.92±1.80a

9% JA 6.38±0.87b 5.38±1.26ab 5.23±1.64ab 5.38±1.66ab 3.31±1.49b 3.39±1.66b 4.08±1.04bc

12% JA 7.85±0.89a 6.38±1.45a 6.46±1.76a 4.53±1.76abc 3.08±1.66b 2.85±1.28c 3.46±1.45c

1) Each number in front of JA means the added amount(%) of Jerusalem artichoke powder to Sulgidduk.
2) Mean±S.D.(n=3). Means in a row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강하게 평가되어 각 시료 간매우 유의적인 차이

(p<0.05)를 나타내었다.
맛의항목 중 구수한맛의 정도는 돼지감자 가

루 6% 첨가군이 가장 높은것으로평가되었고, 오
히려 첨가량이 증가하면서 구수한맛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감의항목 중 부드러움성은 돼지감자 가루

3% 첨가군이 가장 높은점수를 나타내었고, 돼지

감자 가루무첨가군과 나머지 첨가군에서는 유의

적인 차이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맛의항목 중

씹힘성도 돼지감자 가루 3% 첨가군이 4.54로 가

장 높게 평가되었고, 다른 모든 첨가군과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으며, 돼지감자 가루 12% 첨가군

이 2.85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전반적으로 돼지감자 가

루 3% 첨가군과 6% 첨가군에서 모든 관능적

특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전반

적인 선호도는 6%>3%>0%(Control)>9%>12% 
순으로 좋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돼지감

자 가루 6% 이상 첨가군의 경우, 돼지감자 가루

의 이물감이 많이 느껴져 씹힘성의 평가가 낮

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돼지감자 가루 3% 첨가

군은 조직감 중 부드러움성과 씹힘성이 강하게

평가된 반면, 돼지감자 가루 6% 첨가군의 경우, 
색의 강도, 돼지감자 냄새, 구수한 냄새 그리고

구수한 맛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낌으로써 전

반적인 선호도가 가장 좋게 평가된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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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사료로만 이용되어 오

던돼지감자의 생리활성 기능을알리고 식품으로

의 이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돼지감자 가

루를 첨가한 설기떡을 제조하여 품질 특성을 관

찰하였다. 
돼지감자 가루를 0%(Control군), 3%, 6%, 9%, 

12%로 첨가량을 달리하여 설기떡을 제조한 후, 
수분 함량, pH 측정, 색도, texture 측정 그리고 관

능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설기떡의 수분 함량은 대조군이 44.22%였으

며, 돼지감자 가루 첨가량에 따라 36.10～5.89%
의 유의적인 차이(p<0.05)를 보였다. 설기떡의 색

도는 대조군의 명도가 84.56이었으며, 돼지감자

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다. 적색도의 경우 대조군이 －0.66을 나타내었

고, 돼지감자 가루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유의적

으로 수치가 증가하였다. 황색도의 경우 대조군이

11.50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돼지감

자 가루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p<0.05)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설기떡의 조직감 측정 결과, 경도는 대조군이

5,958.33 g/㎤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돼
지감자 가루 첨가군은 4,702.24∼5,744.44 g/㎤의

값을 나타내었다. 부착성은 돼지감자 가루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냈으며, 3% 첨가군에서는 12.59 g으로 가장 높

은값을 나타내었다. 응집성은 돼지감자 가루 3% 
첨가군에서 82.72%로 가장 높았고, 돼지감자 가

루 12% 첨가군에서 26.03%로 가장 낮았다. 탄력
성은 돼지감자 가루 3% 첨가군에서 11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모든 첨가군에서 유의적

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점착성은 대조군이

964.90%이고, 돼지감자 가루 첨가량이 3%일 때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돼지감자 가루 첨가

량 증가에 따라 점착성이 유의적(p<0.05)으로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설기떡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 돼지감자 가루

6% 첨가군이 색의 강도, 돼지감자 냄새, 구수한

냄새 그리고 구수한 맛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

낌으로써전반적인 선호도가 가장좋게평가되었

다. 따라서, 돼지감자 가루 6% 첨가까지는 제품

에 이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돼지감자는 혈당 조절과 혈중지질 저하 효과 그

리고 장 질환 예방 등 생리적 기능이 우수한것으

로 보고되고 있지만, 현재 실제 생활에서의 이용

도가 저조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일

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이

용 가치가 있기를바라며, 또한 설기떡 뿐 아니라

다른 건강식품을 제조할 때도 설탕 대신 인공감

미료를 사용하여 돼지감자의 기능성을 높일 수

있는 더 다양한 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한글초록

본 연구는 돼지감자 가루를 0%(Control군), 3%, 
6%, 9%, 12%로 첨가량을 달리하여 설기떡을 제조

한 후 설기떡의 수분 함량, pH 측정, 색도, texture 
측정 그리고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설기떡의 수

분 함량은 대조군이 44.22%였으며, 돼지감자 가

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36.10～5.89%의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다. 색도는 대조군의 경우 명도

가 84.56이었으며, 돼지감자 가루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적색도는 대조

군이 －0.66을 나타내었고, 돼지감자 가루의 첨가

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수치가 증가하였

다. 황색도의 경우 대조군이 11.50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돼지감자 가루의 첨가량이 증

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돼지감자 가루를 첨가한 설기떡의 texture 측정 결

과, 경도는대조군이 5958.33 g/㎤으로가장높은값

을나타내었고, 돼지감자가루첨가군은 4,702.24～
5,744.44 g/㎤의 값을 나타내었다. 부착성은 돼지

감자 가루 첨가량 증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3% 첨가군에서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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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으로 가장 높은값을 나타내었다. 응집성은 돼지

감자 가루 3% 첨가군에서 82.72%로 가장 높았고, 
돼지감자 가루 12% 첨가군에서 26.03%로 가장

낮았다. 탄력성은 돼지감자 가루 3% 첨가군에서

11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모든첨가군에

서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점착성은 대

조군이 964.90%이었고, 돼지감자 가루 첨가량이

3%일때가장 높은값을 나타내어 돼지감자 가루

첨가량 증가에 따라점착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설기떡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 
돼지감자 가루 6% 첨가군이 색의 강도, 돼지감자

냄새, 구수한 냄새 그리고 구수한 맛을 상대적으

로 강하게 느낌으로써 전반적인 선호도가 가장

좋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기떡 제

조를 위한 돼지감자 가루의 최적 첨가 함량은 6%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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