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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hange in quality characteristics of Ddukguk Garaedduk and Ddukgukdduk by the 

frequency of extruding rice dough. Methods: Ddukguk Garaedduk samples were made by extruding and shaping rice flour dough 2, 3, 

and 4 times; while Ddukgukdduk samples were made by drying the Ddukguk Garaedduk at room temperature for 48 hours and slicing 

them in slices of 0.3 cm thickness. Result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 found in water content by the extrusion frequency for 

Ddukguk Garaedduk and Ddukgukdduk. The adhesiveness and springiness of Ddukguk Garaedduk with a 4 times extrus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Ddukguk Garaedduk with a 2 times extrusion. Ddukgukdduk with a 4 times extrusion generated finer 

cells and a more even distribution of cells than the other samples, as observ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Upon boiling, 

significantly more water was absorbed in Ddukgukdduk of a 2 times extrusion than in that of a 4 times extrusion. Hardness and 

adhesiveness scores of the cooked Ddukgukdduk were the highest, and springiness was the lowest in the sample with the 4 times 

extrusion. Conclusion: The extrusion of rice dough makes the structure of Ddukguk Garaedduk finer and more even, which results in the 

increased adhesiveness of Ddukguk Garaedduk. When cooking Ddukguk, Ddukgukdduk that has been extruded more absorbs less water 

and dissolves less solids, which maintains the chewiness and structure of cooked Ddukgukdd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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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떡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전통음식으

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삶이 녹아 있는 문화의 하

나이다(Lee HG & Yoon SS 1986). 우리 민족은 한 해를 

시작하는 설날에 멥쌀을 빻아서 물로 반죽하여 찐 것을 

떡메로 쳐서 손으로 비벼 길고 둥글게 만든 가래떡으로 

끓인 떡국을 먹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눴다(Lee JK 등 2011).

가래떡의 제조 방법은 크게 증자, 교반, 압출성형의 공

정이 연속하여 진행되는 압출 성형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쌀가루를 쪄서 제병기에서 교반작업을 거쳐 성형하는 방

법이 있다. 전자는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가공 공장에서 

이용하는 방법인데 반해, 후자는 소규모 떡집에서 이용하

는 방법이다. 가래떡의 제조 공정 중 가수량, 증자시간, 

압출성형 횟수 등은 떡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Kang HJ 등 2011).

가래떡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재료를 달리하

거나 부재료를 첨가한 가래떡의 품질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가래떡에 첨가한 부재료의 대표적 기능은 떡의 노

화억제, 생리활성 효과, 조직감 개선으로 분류할 수 있다. 

떡의 노화억제를 위해서는 밀가루, 당류, 올리고당, 말티

톨 등을 첨가하여 연구하였으며(Son HS 등 1997, Song 

JC 2002, Park JW 등 2003, Song JC & Park HJ 2003, 

Shin AC & Song JC 2004, Shin WC 등 2006, Kim SS & 

Chung HY 2007a, Park YK 등 2011, Kim SS & Chung 

HY 2012, Kim HS 등 2014), 생리활성 효과를 위해서는 

인삼분말, 표고버섯 분말, 탈지 미강, 청립, 마늘분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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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paration of Ddukguk Garaedduk and Ddukguk- 

dduk.
  

을 첨가하여 품질연구를 하였다(Choi EH 2009, Lee HJ 

등 2009, Choi EH & Lee JH 2010, Lee JH& Ahn SK 

2011, Lee JK 등 2011, Kim MS 등 2012, Choi EH 2013, 

Hyun YH 등 2014). 그 외에 떡의 조직감 개선을 위해서

는 당류 등을 첨가한 연구(Kim SS & Chung HY 2007b)

와 쌀의 수침 시간과 증자 시간을 달리한 품질 연구(Yu 

JH & Han GH 2004)가 있다. 떡볶이 떡은 떡국용 가래떡

과 모양이 다르지만 재료 및 공정이 유사하여 가래떡 연

구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떡볶이 떡에 대한 연구

로는 가수량의 영향, 압출 성형 횟수의 효과(Kang HJ 등 

2011, Kang HJ 등 2012) 등이 있다. 떡국용 가래떡과 떡

볶이 떡의 큰 차이점은 가래떡을 실온에 방치하여 굳힌 

후 썰어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호화전분을 노화 과정

을 거친 후 조리를 통해 재가열하여 먹는다는 것이다. 

전분의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아밀로스 함량

(Kum JS 등 1996), 쌀 단백질(Chrastil J 1990), 수분함량

(Zeleznak KJ & Hoseney RC 1986), 효소처리(Watanabe 

M 등 1991), 전분입자(Nishita KD & Bean MM 1982), 저

장온도(Jankowski T & Rha CK 1986), 당(Kohyama K & 

Nishinari K 1991) 등이 있다.

재래시장의 떡집은 대부분 소규모이며 제병기를 이용

한 성형으로 가래떡을 생산하는데 반해 그동안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주로 대량 가공 공정으로 생산하는 방법으

로 진행되었다. 또한 구입 후 바로 먹는 다른 떡류와 달

리 떡국용 가래떡은 주로 건조 후 절단하여 떡국을 끓여 

먹는 용도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조 후 조리 과정을 

거친 후 품질 변화를 살펴 본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가

열조리 후 떡국용 가래떡의 조직감 변화를 측정한 연구

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 떡집에서 이용하는 가래떡 제조 

조건으로 제병기에서의 압출성형 횟수가 떡국용 가래떡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떡국떡으로 사

용 시 나타나는 품질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실험에서 떡국떡용 가래떡과 떡국떡 제조 시 멥쌀

은 2013년 수확하여 2014년 6월에 도정한 추청미(대성산

업, 전남, 한국)를 사용하였으며, 소금은 신안 천일염을 

이용하였다.

2. 떡국용 가래떡과 떡국떡 제조

본 연구에 일반 소매 떡집에서 사용하는 가래떡 배합

비를 검토하고 연구자의 실험조리를 거쳐, 불린 쌀 1 kg

에 물 160 g, 소금(Shin-An Solar Salt, Paju, Korea) 10 g

으로 가래떡을 제조하였다. 멥쌀을 수세하여 실온에서 8

시간 수침한 다음 채반에 건져 30분간 탈수시킨 후 roller 

mill(KM-18, Kyungchang Machine, Seoul, Korea)에 2회 

반복 분쇄하였다. 입자의 균일화를 위하여 20 mesh 체에 

내린 쌀가루를 시루에 안쳐서 20분간 증자한 후 제병기

(KM-19, Kyungchang Machine, Seoul, Korea)에 넣고 사

출구에 직경 20 mm인 die를 장착하여 성형기를 작동시켜 

반죽이 통과하도록 하여 떡국용 가래떡으로 성형하였으

며, 압출과정 횟수를 2회, 3회, 4회로 각각 달리하여 본 

실험의 시료로 하였다. 제조한 떡국용 가래떡은 압출성형 

후 냉각수에 냉각시켜 30 cm 길이로 잘라 2시간 방랭 후 

완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시료를 떡국용 가래떡이라

고 칭하였다. 

제조된 떡국용 가래떡은 실온에서 48시간 자연 건조시

킨 후 두께 0.3 cm로 절단하여 떡국떡으로 완성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이 시료를 떡국떡으로 정의하였다. 떡국용 

가래떡과 떡국떡의 제조 공정은 Fig.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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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Value

Pre-test speed 2.00 mm/sec

Test speed 1.00 mm/sec

Post-test speed 1.00 mm/sec

Deformation 80.00%

Plunger type 35 mm/cylinder

Load cell 5.0 g

Probe type 35 mm

Table 1. Measurement conditions for texture analyser

3. 수분함량

떡국용 가래떡과 떡국떡의 수분함량은 105-110°C로 예

열된 드라이 오븐(Mechanical Circulation Oven, Han Won 

Testing Machine Co., Seoul, Korea)에서 상압가열건조법

으로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얻었다.

4. 색도

떡국용 가래떡과 떡국떡의 색도는 색차계(CR-300, Minolta, 

Osaka, Japan)를 이용하여 Hunter색차계의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값을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

으로 나타냈다. 이때 사용한 표준백판(white calibration 

plate) 값은 L=97.83, a=0.61, b=1.3이었다.

5. 조직감 

물리적 특성은 texture analyser(TA-XT2, Stable Micro 

System Ltd., Haslemerd, UK)를 이용하여 TPA(texture 

profile analysis) test mode로 값을 측정하였으며, 이때 

texture analyser의 측정 조건은 Table 1과 같다. 떡국용 

가래떡은 제조 후 2시간 방랭시킨 시료를 사용하였고, 

떡국떡은 일반적으로 먹는 형태의 조직감 측정을 위해 

떡국떡 100 g을 떡의 6배 중량의 물을 넣고 가열하여 떡

이 끓어오른 후 3분을 더 끓여 건져서 30분간 방랭하여 

사용하였다. 떡국용 가래떡과 떡국떡은 동일한 크기

(0.8×0.8 cm)로 잘라 조직감 측정을 실시하였다. 조직감 

특성 항목은 경도(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응집성

(co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씹힘성(chewiness)으로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냈다. 

6. 미세구조 관찰 

압출성형 횟수에 따른 가래떡 내부의 입자의 미세조직

구조를 비교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y, S-3400N, Hitachi, Ibaraki, Japa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는 48시간 건조시킨 가래떡을 

잘라 -30°C 이하에서 급속냉동 시키고 동결건조기(Eyela 

FDU-1200, Tokyo Rikakikai Co., Ltd., Tokyo, Japan)를 이

용하여 24시간 이상 동결건조 시킨 후 백금 막으로 코팅

하여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측정배율은 각각 

100배, 200배, 500배로 하여 시료 표면의 형상을 각각 확

대 관찰하였다. 

7. 떡국떡의 조리 특성

압출 횟수를 달리하여 제조한 떡국용 가래떡의 일반적 

조리 형태인 떡국 제조 시 나타나는 조리특성을 알아보

고자 떡국떡의 수분흡수율(water absorption)과 고형물용

출량(solid content)을 측정하였다. 수분흡수율 측정 방법

은 떡국떡 20 g을 6배 중량의 끓는 물에서 3분간 가열한 

후 체에 건져 상온에서 2시간 동안 방랭 후 떡 표면의 물

기를 제거하고 무게를 측정하여 수식에 의해 값을 산출

하였으며, 3회 반복 측정하였다. 고형물용출량 측정은 수

분흡수율을 구하기 위해 끓였던 조리수를 미리 건조시켜 

무게를 달아둔 용기에 부어 105°C 드라이 오븐(Han Won 

Testing Machine Co.)에서 10시간 건조시킨 후 30분간 방

랭하여 용기의 무게를 측정하고 수식에 의해 값을 산출

하였다(Kang HJ 등 2011).

수분흡수율(%) 

=
조리전떡의무게 

조리후떡의무게 조리전떡의무게 
×

고형물용출량(%)

=
조리전떡의무게 

건조후용기무게 건조전용기무게 
×

8. 관능적 특성

떡국떡의 관능적 특성 평가를 위해 관능평가에 참여하

기를 희망하는 대학원생 12명을 관능평가패널로 참여시

켰으며, 평가전 예비 교육을 통해 각 평가항목 특성의 정

의를 명확히 하여 패널 간의 의견차를 조절하도록 훈련

하였다. 평가항목으로는 떡국떡의 경도, 씹힘성, 탄력성, 

부착성, 촉촉함, 전반적인 기호도로 하였고, 다음과 같이 

각 특성을 정의하였다. 경도(hardness)는 시료를 어금니 

사이에 넣고 한 번 무는 데 드는 힘, 씹힘성(chewiness)은 

시료를 삼킬 수 있을 때까지 일정한 힘과 속도로 씹는 데 

드는 힘, 탄력성(springiness)은 시료를 치아 사이에 넣고 

압축했을 때 원상 복귀 되는 정도, 부착성(adhesiveness)

은 시료를 앞니 사이에 놓고 한번 누르고 뗀 후 앞니에 

붙는 정도, 촉촉함(wetness)은 입안에서 시료 표면에 감지

되는 수분의 양, 전반적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는 각 

시료 평가 후 느껴지는 전반적 기호도로 정의하였다. 관

능검사에 사용된 시료는 0.3 cm 두께로 썰어 조리되었고, 

난수표가 적힌 용기에 담아 제공되었다. 평가 척도로는 

묘사분석의 선척도(15 cm의 직선)를 이용하였다. 패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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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isture content of Ddukguk Garaedduk and Ddukguk-

dduk by extrusion frequency.

Extrusion 

frequency

L (lightness)
1)

a (redness)
2)

b (yellowness)
3)

ΔE
4)

Ddukguk

Garaedduk
Ddukgukdduk

Ddukguk

Garaedduk
Ddukgukdduk

Ddukguk

Garaedduk
Ddukgukdduk

Ddukguk

Garaedduk
Ddukgukdduk

2 71.3±1.9 67.0±4.1 -1.2±0.8 -1.2±0.2 3.7±1.8 6.4±0.5 27.5 32.1

3 72.8±2.9 68.7±3.9 -1.1±0.1 -1.3±0.1 4.4±1.1 7.4±0.9 26.0 30.6

4 72.7±0.8 68.2±2.5 -1.1±0.1 -1.2±0.1 4.7±1.1 7.0±0.5 26.1 31.0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1) 

L: black (0)~White (100)
2) 

a: red (+70)~green (-80)
3) 

b: yellow (+70)~blue (-80)
4) 

ΔL* = L*t - L*, Δa* = a*t - a*, Δb* = b*t - b*

ΔE*ab = [(ΔL*)
2
 + (Δa*)

2
 + (Δb*)

2
]

1/2

Table 2. Chromaticity of Ddukguk Garaedduk and Ddukgukdduk by extrusion frequency

은 한 가지 시료에 대한 평가가 끝나고 다음 시료를 평가

하기 전 매번 물로 입안을 헹구었다.

 

9. 통계처리 

실험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 Statistics(ver. 21.0, IBM 

Inc.,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수

집한 자료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 통계를 구하

고, 압출 횟수에 따른 수분함량, 색도, 물리적 특성 결과

의 평균 차이는 일원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일원분산

분석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수분함량의 건조 전·후 비교 및 떡국용 가래

떡과 떡국떡의 비교를 위해 유의수준 0.05에서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떡국용 가래떡과 떡국떡의 수분함량

떡국용 가래떡과 건조시킨 떡국떡의 수분함량 측정 결

과는 Fig. 2에 제시되었다. 기계적 압출 횟수를 2회, 3회, 

4회 각각 달리하여 제조된 떡국용 가래떡의 수분함량은 

각각 34.3%, 35.0%, 34.0%로 압출 횟수가 증가하는데 따

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떡국용 가래떡을 상온에서 

48시간 건조시킨 떡국떡의 수분함량은 압출 횟수가 2회, 

3회, 4회로 증가함에 따라 각각 32.3%, 34.7%, 33.0%로 

나타났다. 또한 건조 전과 후의 시료 간 수분함량의 차이

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가래떡 제조방법은 제병기에서 가래떡을 압출 할 때 

매번 압출한 가래떡을 냉각수에서 냉각시키는 방법과 마

지막 압출성형 시에만 냉각수에 노출하는 방법이 있다. 

가래떡 압출 시 매번 냉각수에 노출되면 수분이 첨가되

어 압출 횟수에 따라 수분함량의 변화가 일어난다. 실제

로 가래떡의 압출성형 시 매번 냉각수에 노출시킨 Kang 

HJ 등(2011)의 연구에 의하면 압출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수분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압출횟

수 증가에 따라 수분함량이 변화하지 않은 것은 최종 압

출 성형 시에만 냉각수에 가래떡을 노출시켰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 떡국용 가래떡과 떡국떡의 색도

떡국용 가래떡과 떡국떡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떡국용 가래떡의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압출

성형 횟수 2회, 3회, 4회에 따라 각각 71.3, 72.8, 72.7로 

압출 횟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적색도를 나

타내는 a값과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 역시 압출 성형 횟

수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제조 후 48시간 건조시킨 떡국떡의 색도 역시 떡국용 

가래떡과 비슷한 경향의 결과를 보였다. 압출성형 횟수 2

회, 3회, 4회에 따라 각각 67.0, 68.7, 68.2로 비슷한 명도 

값을 나타내었고 b값 또한 압출 횟수에 따른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그러나 떡국용 가래떡과 비교할 때 48시간 건조한 떡

국떡의 L값은 낮았고, a 값과 b값은 높았다. 발아현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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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of Ddukguk Garaedduk by frequency extrusion (cross-section 500X).

Fig. 4. Water absorption and solid content of Ddukgukdduk during cooking by frequency extrusion. 
a,b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mean significant difference (p<0.05).

첨가한 가래떡에서도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L값은 

감소하고, a값과 b값이 높아졌다고 보고된 바 있고(Shin 

DS 등 2010), 전두부를 첨가하여 제조한 떡볶이용 가래

떡에서도 저장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L값은 감소하였고, 

a와 b값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다(Lee JK 

등 2012). 즉 떡국용 가래떡의 색도는 압출 횟수보다 저

장 기간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3. 떡국용 가래떡의 미세구조 관찰

압출성형 횟수가 다른 떡국용 가래떡의 표면 미세구조

를 관찰한 결과 압출 횟수가 증가할수록 기공이 작아지

고, 조직이 치밀하게 보였으며 표면이 매끄럽게 나타났다

(Fig. 3). 이는 압출성형 횟수가 증가할수록 조직 내 기공

의 크기가 작아지고 많은 양의 기공이 분포하여 압출 횟

수가 많은 떡의 미세구조가 스펀지 형태와 같은 구조로 

관찰되었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Kang HJ 등 2011). 

압출성형 떡은 제병기에서 압출과정 중 고압에서 저압으

로 나오면서 생기는 힘의 변화로 인하여 떡의 내부에 가

지고 있던 수분과 휘발성 물질들이 증발하면서 많은 기

공들을 형성한다(Kang HJ 등 2011). 또한 반죽 시간과 반

죽하는 물리적인 힘이 증가할수록 반죽 내부에 존재하는 

기공의 크기가 작아지고 형태가 균일하게 분포하는 경향

을 나타낸다(Kang SH 등 2001). 본 연구에서도 압출횟수 

증가에 따라 기공의 크기가 작아지고 많은 양의 작은 기

공들이 균일하게 분포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러

한 결과는 떡국용 가래떡을 이용한 떡국 제조 시 떡국떡

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4. 떡국떡의 조리특성 

떡국떡의 조리 특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떡국떡의 

수분흡수율과 고형물용출량을 측정하였다(Fig. 4). 떡국떡

의 압출 횟수가 2회, 3회, 4회 증가할수록 수분흡수율이 

각각 6.7%, 4.7%, 3.3%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떡국용 가래떡의 압출 성형 횟수가 증가할수록 기공들이 

미세해져 조밀한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구조가 습열 

조리를 할 때 수분 흡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마

찬가지로 떡볶이 떡 연구에서도 압출 횟수가 증가할수록 

조리 시 수분흡수율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되

었다(Kang HJ 등 2011). 떡의 수분흡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압출성형 횟수 뿐 아니라 수분함량과 첨가물 

종류 등을 들 수 있다. 떡볶이 떡의 경우 쌀가루 대비 수

분함량이 증가할수록 조리 시 수분흡수율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수분함량이 높으면 떡 내부의 조직과 

기공이 느슨해져 수분흡수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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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usion frequency Hardness Adhesiveness Springiness Cohesiveness Chewiness

2
1)

3,887.0±271.4
1)

 -91.5±40.0
b

0.87±0.04
aa

0.72±0.01 1,856.4±1.080

3 3,680.4±90.30 -116.8±22.7
b

0.90±0.01
ab

0.74±0.01 2,480.1±87.80

4 3,592.0±200.8 -240.6±23.4
a

0.92±0.0
ba

0 0.74±0.0 2,463.8±121.3

p-value 0.100 <0.001 0.023 0.066 0.244

1) 
Mean±SD of five replications.

a,b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post-hoc test (p<0.05).

Table 3. Texture properties of Ddukguk Garaedduk by frequency extrusion

Extrusion frequency Hardness Adhesiveness Springiness Cohesiveness Chewiness

2 4,369.7±171.9
1)ab

-679.7±188.7
b

0.84±0.03
b

0.72±0.04 2,644.18±224.2

3 4,202.8±222.7
a

-754.6±139.8
b

0.86±0.02
b

0.74±0.05  2,670.4±258.1

4 4,541.9±169.4
b

-1,193.3±84.0
a

0.77±0.05
a

0.78±0.05  2,674.6±216.2

P-value 0.047 <0.001 0.002 0.221 0.906

1) 
Mean±SD of five replications.

a,b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post-hoc test (p<0.05).

Table 4. Texture properties of cooked Ddukgukdduk by extrusion frequency

(Kang HJ 등 2012). 떡에 첨가하는 첨가물은 그 성분에 

의해 떡의 수분흡수율에 영향을 주는데 표고버섯 분말을 

가래떡에 첨가한 경우 버섯의 식이섬유소가 떡의 보수성

을 증가시켜 조리 후 수분 흡수율이 유의적으로 높아졌

다(Hyun YH 등 2014).

전분은 일정한 규칙적 구조인 미셀 구조를 형성하는데, 

여기에 수분과 열을 가하면 수분을 흡수하면서 구조가 

느슨해지고, 미셀구조가 붕괴되어 호화전분을 형성한

다. 그러나 호화된 전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산된 

전분 분자들이 다시 모여 재배열 되면서 결정에 가까운 

구조를 형성하여 단단해지는 전분의 노화현상이 나타난

다. 전분의 노화는 amylose와 amylopectin의 함량, 전분의 

종류, pH, 저장 시간, 저장온도, 수분함량, 첨가물 등의 

영향을 받는다(Son HS 등 1997, Kim HS 등 2014). Kim 

HS(2014)는 떡의 저장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전분의 노

화가 진행되어 물 결합 능력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즉 일반적인 떡과 달리 떡국용 가래떡을 48시간 건조하

여 제조한 떡국떡은 노화가 진행된 상태이며, 더욱이 압

출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표면 미세구조가 치밀해지기 때

문에 수분흡수율은 압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떡국떡을 끓인 조리수로 알아보는 고형물용출량은 2회, 

3회 압출된 시료보다 4회 압출된 시료에서 수치가 감소하

였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압출을 여러 번 

한 떡국떡의 조직이 치밀하여 조리수로 고형물 용출이 적

었으며 압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분흡수율이 유의적

으로 감소한 것을 고려할 때 습열 조리 시에도 떡의 모양

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5. 떡국용 가래떡과 떡국떡의 조직감

압출 횟수를 달리하여 제조한 떡국용 가래떡의 조직감 

측정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경도는 압출 횟수 2

회, 3회, 4회에서 각각 3,887.0 g, 3,680.4 g, 3,592.0 g으로 

압출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지만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다. 본 연구 결과와는 달리 떡볶이 떡 연구에서

는 압출성형 횟수가 증가할수록 경도 값이 유의적으로 

감소했다고 보고되었는데(Kang HJ 등 2011), 떡볶이 떡 

연구에서는 떡을 압출성형 할 때 마다 냉각수에 떡을 노

출시켰기 때문이다. 부착성은 압출횟수 2회, 3회, 4회 각

각 -91.5, -116.8, -240.6로 압출 횟수 2회 시 가장 낮았고, 

압출 횟수가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높아졌다(p<0.001). 

떡국용 가래떡의 탄력성은 압출 횟수 증가에 따라 2회, 3

회, 4회 각각 0.87, 0.90, 0.92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0.05). 그러나 응집성과 씹힘성은 다른 특성들에 비해 

각 군간의 평균값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다.

상온에서 48시간 건조시킨 후 절단한 시료로 끓인 떡

국떡의 조직감 측정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압출

성형 횟수가 증가할수록 조리된 떡국떡의 부착성은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으며(p<0.001) 이는 떡국용 가래떡의 부

착성과 유사한 결과였다. 탄력성은 4회 압출한 떡국떡이 

유의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응집성과 씹힘

성은 압출 횟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떡국용 가래떡과 조리 후 떡국떡 조직감의 유의차 검

증을 위해서 0.05 유의수준에서 paired t-test를 실시하였

다(Table 5). 압출횟수 2회, 3회, 4회 모두 떡국용 가래떡

보다 습열 조리한 떡국떡의 경도와 부착성이 유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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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usion frequency Hardness Adhesiveness Springiness Cohesiveness Chewiness

2

Ddukguk Garaedduk 3,886.9±271.4 ,00-91.4±39.90 0.87±0.04 0.67±0.01 1,856.3±1,080.7

Ddukgukdduk 4,369.7±171.8 ,0-679.7±188.7 0.85±0.03 0.71±0.04 2,644.1±224.20,

P-value 0.012 0.003 0.279 0.786 0.140

3

Ddukguk Garaedduk 3,680.4±90.30 0,-116.7±22.70 0.89±0.01 0.71±0.01 2,480.0±87.800,

Ddukgukdduk 4,202.7±222.6 ,0-754.6±139.8 0.86±0.02 0.71±0.05 2,670.3±258.10,

P-value 0.019 0.000 0.035 0.835 0.075

4

Ddukguk Garaedduk .03,591±200.8 ,0-240.5±23.30 0.92±0.00 0.73±0.00 2,463.8±121.20,

Ddukgukdduk 4,541.8±169.3 -1,193.2±84.00 0.76±0.05 0.75±0.05 2,709.1±209.60,

P-value 0.002 0.000 0.001 0.144 0.148

Mean±SD of five replications.

Table 5. Comparison of texture properties of Ddukguk Garaedduk and cooked Ddukgukdduk 

Extrusion frequency Hardness Adhesiveness Wetness Springiness Chewiness Overall acceptability

2 9.4±1.1 5.6±2.1 8.1±1.7
aa

9.2±2.0  9.4±1.9 8.7±1.8

3 7.9±2.4 6.2±3.0 9.7±1.1
ba

9.3±1.9 10.3±1.8 8.8±2.5

4 9.1±1.1 5.8±1.3 8.5±1.8
ab

9.4±1.6  9.9±1.6 9.7±1.6

 P-value 0.071 0.812 0.036 0.945 0.396 0.448

a,b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mean significant difference (p<0.05).

Table 6. Sensory properties of cooked Ddukgukdduk 

높은 값을 보였다. 이것은 떡국떡의 건조 과정 중에 노화

로 인하여 재가열 시 전분이 가용화 되기 어려웠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Kim HS 2014). 실제로 압출 후 건조과정

을 거치지 않는 떡볶이 떡을 이용한 조직감 연구를 보면 

떡볶이 떡의 경도가 조리 전보다 조리 후에 감소한 것으

로 보고하고 있어(Kim MS 등 2012) 건조과정을 통한 노

화가 조리 시 떡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리 후 씹힘성도 조리 전보다 조리 후 값이 증가하였으

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6. 관능 특성

조리된 떡국떡의 관능적 특성 측정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시료를 어금니 사이에 넣고 한 번 무는데 드는 힘

을 나타내는 경도는 2회, 3회, 4회 압출 횟수에 따라 9.4, 

7.9, 9.1로 평가되어 3회 압출한 시료가 2회, 4회 압출한 

것에 비해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p=0.071). 시료를 앞니로 물고 난 후 앞니에 붙는 정도를 

나타낸 부착성은 압출 횟수 2회, 3회, 4회에 대해 각각 

5.6, 6.2, 5.8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812). 시료 표

면에 감지되는 수분의 양을 측정한 촉촉함은 2회 압출한 

떡국떡이 3회 압출한 떡국떡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p<0.05).

떡국떡 섭취 시 품질 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

는 요소가 씹힘성과 탄력성인데(Yu JH & Han GH 2004), 

탄력성은 입속에서 느끼는 초기 감각이며 씹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각이 씹힘성이라 할 수 있다(Song TH & Yoo 

JH 2009). 본 실험에서 압출횟수 2회, 3회, 4회 시 씹힘성

은 9.4, 10.3, 9.9, 탄력성은 9.2, 9.3, 9.4로 평가되어 압출

횟수 2회보다 3회, 4회 시료의 씹힘성과 탄력성이 높았으

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압출횟수

가 2회, 3회, 4회로 증가함에 따라 8.7, 8.8, 9.9로 평가되

어 압출 횟수가 증가할수록 전반적인 기호도가 증가하였

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448).

Ⅳ. 요약 및 결론

떡국용 가래떡의 마지막 생산 단계인 제병기에서의 압

출성형 횟수가 떡국떡의 조직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압출성형 횟수를 각각 달리하여 제조한 떡국용 

가래떡과 떡국떡의 품질 특성을 분석하였다. 떡국용 가래

떡과 가래떡을 건조한 떡국떡의 수분 함량은 압출성형 

횟수의 차이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유의적이지 않았다. 

떡국용 가래떡의 색도는 압출 횟수에 따른 차이는 없지

만, 건조된 떡국떡의 L값과 b값이 떡국용 가래떡보다 높

게 나타났다. 미세구조관찰 결과 압출 횟수가 증가할수록 

조직 내 기공이 미세해지고 균일하게 분포되었으며 표면

이 매끄럽게 관찰되었다. 떡국떡을 조리한 후 수분흡수율

과 고형물용출량을 측정한 결과 압출 횟수가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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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떡의 수분흡수율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p<0.05), 

고형물용출량도 감소하였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떡

국용 가래떡의 기계적인 조직감 중 부착성과 탄력성은 

압출횟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졌고(p<0.05), 경도는 수치적

으로 감소하였으나 유의적이지 않았다. 조리된 떡국떡의 

조직감에서 부착성은 압출횟수가 2회, 3회, 4회 증가할수

록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p<0.001), 압출 횟

수 4회에서 경도는 가장 높고(p<0.05), 탄력성은 유의적

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p<0.01). 관능적 특성에

서 떡국떡의 촉촉함은 2회 압출한 떡국떡이 3회 압출한 

떡국떡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이상의 결과를 

볼 때 2회, 3회 압출 제조한 떡국떡보다 4회 압출하여 제

조된 떡국떡으로 떡국을 끓이는 것이 떡의 조직감이 단

단하고, 수분흡수율과 고형물용출량이 적어 모양을 더 잘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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