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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떡은 고대 청동기시대부터 제조되어 이용되어 왔으며, 시
간이 경과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통요리로 자리매김하여

각종행사, 무의, 절식등에널리이용되어온전통음식중하
나(Kang, 1997; Yoon, 1987; Lim , 2011)이며, 설기떡은 쌀을
가루로 만들어 체에 친 다음 켜층을 만들지 않고 덩이로 쪄

내는 것으로 우리나라 떡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Cha, 

Shim, & Lee, 2000). 
최근 서구문화의 유입과 사회경제적인 변화 등으로 인한

식생활 변화로 인스턴트식품과 패스트푸드의 소비가 증가

되었다. 또한 지방함량이 높은 식품섭취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웰빙의식과 함께 밀가루 빵보다는 쌀과

찹쌀을 이용한 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건강한 식생활
영위와함께식품및식생활정보에대한요구가커졌다(Choi, 
2010; Hyun, Nam, & Pyun, 2008; Kim, 2008). 떡은 재료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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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 ratio of Sulgidduk to steaming chesnut powder. 
I measured the sensory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moisture content and color values of Sulgidduk 
added by different amount 4 of types of steaming chestnut powder; 0% (Control-0 group), 1% (CP-1 
group), 2% (CP-2 group), 3% (CP-3 group), 4% (CP-4 group). Moisture content of Sulgidduk with stea-
ming chestnut powder ranged from 38.53% to 46.05%. The L-value and b-value of the color decreased 
with an increase in steaming chestnut powder; however, a-value of the color decreased with an increase 
in steaming chestnut powder. As a result of analysis the texture of Sulgidduk steaming chestnut powder, 
it’s hardness, springiness was increased. According to the sensory evaluation, CP3 had the highest 
values in texture and overall acceptability. Based on the result, it’s considered that the most desirable 
ratio is steaming chestnut powder CP3. The results of the study supported the benefits of steaming 
chestnut powder supplementation in Sulgidduk in the aspects of taste and functionality. The degree of 
further increase in Sulgidduk with steaming chestnut powder without causing an adverse quality effect, 
remain for futur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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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멥쌀과 찹쌀 외에 여러 가지 두류 및 잡곡, 과일, 
채소, 한약재, 향신료, 견과류들이 첨가되어 제조됨으로 영
양학적으로 우수할 뿐(Lee, 1998) 아니라, 부재료 첨가를 달
리함에 따라, 기능성 식재료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첨가할
경우 건강을 도모하는 훌륭한 자연식(Hong, Ku, Kang, Kim, 
& Lee, 1999; Yun, 1999; Hyun, Hwang, & Lee, 2005)이 될
뿐 아니라, 식사대용의 건강 약 떡으로의 기능성 떡 제조가
가능하다(Kang, 1997; Ahn & Lee, 2014)). 특히 건강 및 유기
농식품, 고기능성 식품 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떡 제
조 시 주재료에 대한 중요성과 부재료 활용 범위가 확대되

어감에 따라 아로니아(Hwang, & Hwang, 2015), 표고버섯
(Yoon &  Lee, 2004), 송이분말(Choi, 2010), 대추고(Hong, 
2002), 신선초(Lee, Lee, & Cha, 2005), 양파분말(Hwang, 2013), 
사과분말(Lim, 2011)등을 첨가해 제조한 연구들이 있다.
특히 Hong과 Hwang(2011), Joo(2013)의연구에서식재료로

쓰이는견과류중밤은참나무과(Fagacea) 밤나무속(Castanea) 
속하는 활엽교목(Park et al., 2011)으로 연간 생상량은 10만
톤에 달하며, 수요중 60% 정도가생식용, 30% 정도가 수출, 
5% 정도가가공용으로이용되고있으며한국밤(Catanea cre-
tanea vadulis Nakai), 중국밤(Catanea mollisima Blume), 일본
밤(Catanea cretanea 1ea Seib et Zucc), 유럽밤(Catanea sativa 
Miller)으로구분하는데, 이중한국밤의가공적성은건조밤및
황률 등에 적합한것으로알려져있다(Kim et al., 1987; Hong 
et al., 1999).       
이외에도 Joo(2013)와 Kim 등(2009), Park 등(2011), Seo, 

Chung, Kim, You와 Choe(2009)의 연구에서 밤의 영양성분을
살펴보면대부분 전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탄수화물, 베타
카로틴(β-carotene)과비타민 B1은쌀의네배정도이며, 비타
민 C 등 항산화 비타민과 무기질 함량이 높다. 발린(valine), 
루신(leucine), 이소루이신(isoleucine), 트레오닌(threonine), 히
스티딘(histidine), 페닐알라닌(phenylalanine)등이 포함되어 있
어 필수아미노산인 발린(valine), 루신(leucine), 이소루이신
(isoleucine), 페닐알라닌(phenylalanine)과총식이섬유함량이
2.0～4.7%로 높아 좋은 식이섬유 급원이 된다고 했다. 
이외에도밤나무의 잎이나 뿌리등은염증치료에 효과가

있으며(Hong & Hwang, 2011; Kim et al., 1987; Kim, Ahn, 
Lee, & Lee, 1999), 특히 위암세포에 주효하여 세포증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세포사멸을 촉진하는 효과가 보고되었

다(Jhee, 2016; Lee, Kim, & Kim, 2011; Lee, Lee, Jeon, Kim, 
& Kim, 2015). 또한 영양상태가 고르지 않은 어린이들의 영
양보강제로 좋고 혈액순환과 지혈효능이 있어 피부미용 및

피로회복, 감기예방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ong & Hwang, 2011).
이외에도혈중 중성지방과 총지질이감소할뿐만 아니라

항 혈전능이 향상된다는 연구(Kim et al., 2009; Lee, Kim, & 

Kim, 2011)와 이외에도 항산화 작용, 항암작용 등 건강기능
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Jeon, Kim, Park, 
& Choi, 2011). 그동안 밤의 가공적성과 효능을 이용한 연구
는 밤을 간편하게 이용, 섭취할 수 있는 레토르토 식품으로
의 개발뿐 아니라, 빵 및 다과종류인 푸딩(Yeom, & Jang, 
1987) 연구와 밤양갱(Jhee, 2016), 밤엿, 밤과자 밤음료(Lee 
et al., 2015), 밤쿠키(Joo, 2013), 영양식빵(Jang, 1992a), 밤카
스테라의 물성측정(Shim et al., 1990)과 밤국수(Yoon, 1987), 
밤의 속껍질을 이용한 국수제조(Cho, & Jung, 2003), 밤묵
(Kim, Jeon, Kim, Lee, & Kang, 1995), 그라탕(Jang, 1992b) 등
밤의 가공적성을 평가한 연구결과들은 있었으나, 찐밤을 분
말화하여 설기떡 제조에 첨가한 연구문헌은 없었다. 
본실험에서는찐밤분말 첨가 설기떡이쌀가루의맛이나

향을 침해하지 않고 향상시킨다는 점을 알았다. 특히 예비
실험을 통해 찐밤 가루가 생밤가루와 다르게호화상태의 분

말로 첨가되어 관능적으로 우수함을 알아냈다. 따라서 밤을
쪄서 분말 형태로 가공하여 설기떡에 첨가, 찐밤 분말 첨가
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설기떡의 수분함량, 색도, 기계적 텍
스쳐 특성, 관능검사 등을 측정하여 레시피 최적화를 도모
하여 국내산 밤의 소비 및 부가가치를 높여 농촌경제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찐밤 가루 첨가 설기떡을 제조하기 위하여

충남 공주에서 채취한 찐밤을 내피와 외피를 탈피한 후 동

결건조(TD5508 Freeze Dryer, Inshin Lab. Co, LTD, Seoul, Ko-
rea)하여 분쇄기(KM-11 고속분쇄기, 경창정밀, Seoul, Korea)
로 분쇄하여 40 mesh의 표준 망체에 내린 다음 폴리에틸렌
백에 넣어 -40 ℃ Deep freezer(DFU-128E, Operon Co, Korea) 
보관하면서사용하였다, 멥쌀은 2016년산(Nonghyup, OhChang, 
Chungbuk, Korea) 쌀을 구입하여 3회 수세하여 12시간 수침
시킨후, 소쿠리에서 30분간물기를제거한뒤분쇄기(KM-11 
고속분쇄기, 경창정밀, Seoul, Korea)로 분쇄하였다, 분쇄 후
전체 분량을 20 mesh의 표준 망체에 내려 200 g 씩 pouch에
담아 당일 사용하였으며, 물은 수돗물(서울시 노원구), 설탕
은 백설표(CJ Cheiljedang, Seoul, Korea) 소금은 꽃소금

(Sampio Foods, Seoul, Korea)을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2.2. 찐밤 분말 첨가 설기떡의 제조

찐밤 분말 첨가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하는 찐밤 분말 설

기떡의적절한재료배합비를얻기위해신선초(Lee, Kim, & 
Cha, 2005)와 진피 분말 설기의 첨가량(Ahn & Lee, 2014)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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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하였다. 예비실험을 통하여 관능평가 결과, 기호도가
높게 나타난 비율을 선택하여 수분함량 46.5 %인 멥쌀가루
에찐밤분말 0%, 1%, 2%, 3%, 4%와소금, 설탕은미리준비
한 물에 녹여 쌀가루에 섞어 배합하였으며, 그 재료 배합비
는 Table 1과 같이 정하였다. 
설기떡의제조는 찐밤분말을쌀가루에첨가하여섞은후

체에 2회 내린 후 분량의 설탕을 넣어 고루 섞은 후 원의
대나무 찜기 (지름 20 cm, 높이 6 cm)에 실리콘 시루 밑을
깔고, 2 cm 높이로 평평하게 담고 윗면을 고른다. 그 다음
뚜껑을 덮어 찜 솥에서 20분간 쪄낸 후 10분간 뜸을들이고, 
쪄낸 찐밤 분말 설기떡을 찜 솥에서 꺼내어 20분간 식힌 후
시루 밑을 떼어내고 제조한 뒤 120분 후에 실험시료로 사용
하였다. 이때 시료는 찐밤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백설기를
대조군(control)으로 하였고, 찐밤 분말을 1, 2, 3, 4 %(w/w)로
달리하여 제조한 찐밤 분말 설기떡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2.3. 실험 방법

2.3.1. 수분 함량 측정

찐밤 분말첨가량을달리한설기떡을시료로제조한 직후

시료 5 g을 전자저울(AP210S, Ohaus Co. Canada)을 이용하
여 칭량, 이를작은백색 도자기칭량용기에담아 105℃에서
상압가열 건조법으로 측정하였다. 시료는 3회 반복 측정하
여 그평균값을 구하였다(Joo, Jo, Jo, Chae, Park, & Ma. 1990; 
Lee et al., 2005; Lee et al., 2005).

2.3.2. 색도측정

찐밤 분말첨가량을달리한설기떡을시료로제조한 직후

반으로 나누어 시료 내부의 색을 Chroma Meter(DP-400, Mi-
nolta, Japan)를사용하여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
값을 측정하였으며,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구하였
다. 이때 사용된 Calibration Plate는 L값이 96.99, a값이 0.19,

Table 1. Formulas for Sulgidduk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 of steaming chestnut powder

Ratio of 
chestnut 

powder(%)

Ingredients

Rice 
powder(g)

Steaming chestnut 
powder(g)

Sugar(
g)

Water
(mL)

Salt
(g)

Control1) 200 0 12 15 1

CP1 198 2 12 15 1

CP2 196 4 12 15 1

CP3 194 6 12 15 1

CP4 192 8 12 15 1

1) Control: Not added with steaming chestnut powder.

b값이 1.92이었다.

2.3.3. 기계적 품질 특성

찐밤분말첨가량을달리한설기떡의 텍스쳐 특성을알아

보기 위하여 Texture analyser(EZ-S 100N, Shimazu, Tokyo, Ja-
pan)을 사용하여 견고성(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응
집성(co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씹힘성(chewness)을
5회반복 측정하여통계 처리하였다. 이때사용한 기기의조
건은 Table 2와 같았다.

2.3.4. 관능검사

찐밤 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설기떡의 관능검사

는 S대학교 식품과학부 3학년(21세) 여학생 20명에게 실험
목적과 설기떡의 관능적 품질을 설명하고, 시료의 선호도를
반영한 점수를 관능평가지에 표시하도록 반복 훈련시킨 후

최종 13명을 선별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관능검사 항
목은 색(color), 향(flavor), 씹힘성(chewness), 단맛(sweetness), 
조직감(texture), 밤맛(chestnut taste), 전반적인 기호도(over-
all acceptability)의 정도를 7점 기호척도를 사용하여 (1=매우
나쁨, 7=매우좋음) 평가하도록 하였다. 시료 제시는 25℃ 에
서 2 × 2 × 2 cm 크기의찐밤분말설기떡을흰색접시에 올려
놓고 평가하게 하였다.

2.3.5. 통계처리 방법

찐밤분말첨가량을달리한설기떡의모든실험결과는 3회
이상 반복 실험하여 데이터 분석은 SPSS21.0 Package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시료간의
유의성 검증은 One-way ANOVA(단원량분석)를 이용하였다. 
각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각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Table 2. Operation condition of texture analyser

Measurement Condition

Compression ratio 50% of sample thickness

Plunger type Cylinder type 20 mm

Plunger speed 1 mm/sec

Force scaling 5 kg

Auto scaling On

Detection point/second 200

Contact area 314 mm2

Interval between two bite 3 sec

Compression test deformation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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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분함량

찐밤 분말 첨가량을 달리한 설기떡의 수분 함량은 Table 
3과 같다. 

Control인 대조군의 수분함량은 46.05%이었으며, 찐밤 분
말을 첨가한 설기떡의 대부분은 38.53～46.05% 범위 내에서
차이를 보여주었다. 설기떡의 수분 함량은 찐밤 분말의 첨
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분함량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찐
밤 가루를 건조시킨 후 분말화 한 것으로 쌀보다 수분 함량

이 낮아 찐밤분말 첨가수준을 증가시킬수록 설기떡 표면의

수분이 손실을 받기 때문이라는 연구(Yoo, Kim, Kim, Huh, 
& Hwang, 2005; Ahn, & Lee, 2014)와같은경향을나타내었다.

3.2. 색도

멥쌀에 찐밤 분말첨가량을달리하여제조한설기떡의색

도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반적으로찐밤분말첨가량에 의하여 떡표면의색이다

소 어둡고 회색을 띄는 변화를 보였다.
명도(L-value, lightness)는 대조군이 85.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처리구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이 감
소하여 찐밤분말 첨가군이 대조군인 Control보다 명도가 낮
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멥쌀가루에 찐밤분말의 첨가량
이 많을수록 명도가 낮아 점점 더 어두웠다. 이는 진피분말

Table 3. Moisture content and volume of Sulgidduk pre-
pared with different amount of steaming chestnut powder

Sample Moisture content (%)
1)Control 46.05±0.65a

CP1 44.04±1.67b

CP2 40.92±0.23c

CP3 40.05±0.83c

CP4 38.53±1.12d

F-value 26.82***

1) Control: Sulgidduk added with 0% of steaming chestnut powder. 
  CP1: Sulgidduk added with 1% of steaming chestnut powder.
  CP2: Sulgidduk added with 2% of steaming chestnut powder. 
  CP3: Sulgidduk added with 3% of steaming chestnut powder. 
  CP4: Sulgidduk added with 4% of steaming chestnut powder.
Value are Mean±S.D.(n=3),*** p<0.05. 
a～d Mean±S.D.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p<0.05)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설기떡(Ahn & Lee, 2014), 은행분말 떡(Kim, Suh, Kim. &  
Kim, 2004), 가루녹차 설기떡(Hong, Choi, Yong, Kim, & 
Rhee, 1999)의 결과와 같은 양상이었다. L-값은 찐밤분말 첨
가군이 대조군보다 명도가 낮아지는 경향이었으며, 찐밤분
말첨가시료간에는유의적인차이가나타났으나, 1%와 2% 
첨가한 시료 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p<0.001).
적색도(α-value, redness)를 나타낸는 a값은 CP4 처리구가

-0.18로유의적으로가장높았으며, 대조군이처리구가-1.46
으로가장낮게나타나, 찐밤가루첨가량이증가할수록α값

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황색도(b-value, yellowness)를 나타내는 b값은 찐밤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졌으며, 대조군인 Control 처리구
의 경우 다른 처리구에 비해 황색도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이는 떫은감 분말 첨가한 설기떡 연구(Kim, 
Moon, & Lee, 2006)와 강황 분말 첨가한 설기떡 연구(Lee
et al., 2011), 자색양파분말 첨가 설기(Hwang, 2013)의 연구
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3.3. 텍스쳐 특성

쌀가루에 찐밤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설기떡의

텍스쳐 특성은 Table 5와 같다.

Table 4. Hunter's values of Sulgidduk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 of steaming chestnut powder

Ratio of 
chestnut 

powder(%)

Hunter's color value

L a b
1)Control 85.83±0.63a -1.46±0.08d 19.09±0.70a

CP1 84.80±0.43b -0.82±0.03c 11.17±0.18b

CP2 84.65±0.11b -0.61±0.11b 10.66±0.21bc

CP3 82.67±0.43c -0.56±0.02b  9.10±1.93c

CP4 81.44±0.26d -0.18±0.10a  8.90±0.02c

F-value 55.08*** 95.04*** 61.10***

1) Control: Sulgidduk added with 0% of steaming chestnut powder. 
  CP1: Sulgidduk added with 1% of steaming chestnut powder.
  CP2: Sulgidduk added with 2% of steaming chestnut powder. 
  CP3: Sulgidduk added with 3% of steaming chestnut powder. 
  CP4: Sulgidduk added with 4% of steaming chestnut powder.
Value are Mean±S.D(n=3),*** p<0.05.
a～d Mean±S.D.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p<0.05)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Relative color values based on standard white board:
   L-value=96.99, a-value=0.19, b-value=1.92
   L-value: degree of lightness  (white +100 ↔ 0 block)
   a-value: degree of redness  (red +60 ↔ -70 green)
   b-value: degree of yellowness  (yellow  +60 ↔ -70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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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extural characteristics of Sulgidduk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 of steaming chestnut powder 

Sample Hardness(g) Adhesiveness(g․s) Springiness Cohesiveness Chewiness
1)Control  949.10±55.09d -53.50±1.17a 1.66±0.22d 0.52±2.51Ea 1,258.09±92.96a

CP1 1,089.36±47.26c -63.93±5.29ab 4.23±0.52c 0.44±3.05Eb  947.11±3.22b

CP2 1,237.00±10.83b -71.30±11.13bc 5.17±0.63bc 0.37±2.08Ec  838.00±54.03b

CP3 1,297.60±59.34b -84.40±4.37c 5.94±3.21Eb 0.33±2.00Ecd  686.57±98.28c

CP4 1,583.16±30.44a -90.93±1.59c 7.42±1.52a 0.27±2.51Ed  554.38±36.14d

F-value   86.942*** 19.62*** 22.71*** 46.62*** 48.24***

1) Control: Sulgidduk added with 0% of steaming chestnut powder.
  CP1: Sulgidduk added with 1% of steaming chestnut powder.
  CP2: Sulgidduk added with 2% of steaming chestnut powder. 
  CP3: Sulgidduk added with 3% of steaming chestnut powder. 
  CP4: Sulgidduk added with 4% of steaming chestnut powder.
Value are Mean±S.D.(n=3),*** p<0.001 
a～d Mean±S.D.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찐밤분말 첨가수준이 증가됨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였

으며, 부착성, 응집성, 씹힘성 등은 찐밤 분말 첨가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값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견고성(hardness)은 찐밤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점차

증가하여 CP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흑삼추출물 첨가
설기떡(Kim, Shin, & Jung, 2010), 찰옥수수 분말 첨가 설기
떡(Hyun et al., 2008)과 일치하는 경향이었으며, 단호박 첨가
설기떡(Yun, 1999)과 표고버섯가루(Cho, Choi, & Chang, 
2002) 첨가한 떡의 품질 특성과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부착성(adhesiveness)은 Control의 경우 가장 높았고, CP1

과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CP2, CP3, CP4와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이 결과로 찐밤 분말 첨가량이 많
을수록 부착성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찐밤 분말이
쌀가루 입자 사이에서 쌀가루의 부착성을 억제하여 나타나

는 것으로 사료된다.
탄력성(springiness)은 CP4가 가장 높고, 찐밤 분말 첨가량

이 많을수록 탄력성이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아로니아분말
첨가 설기떡(Hwang & Hwang, 2015)과 비타민 나뭇잎 첨가
현미 설기떡(Cho & Kim, 2015)과 같았으며, 송이분말 첨가
(Choi, 2010)와는 다른결과가 나타났다. 탄력성은 찐밤 분말
의 첨가량이 적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응집성(cohesiveness)은 대조구가 0.52로 가장 높고, 찐밤

분말을 첨가한 처리구가 처리하지 않은 Control보다 유의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p<0.001). 찐밤 분말의 양이 많아질수록
유의적인 차이가 있으며, 첨가량이 증가됨에 따라 응집성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띄었다. 이는 쇠비름첨가 설기떡(Lee 
et al., 2015), 곤드레 첨가 설기떡(Park, & Rha, 2016)과 같은
양상을 나타냈다. 

씹힘성(chewiness)은 Control이 가장 높았고, 찐밤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씹힘성은 유의적으로 낮아졌으며, 
CP1과 CP2는 유의적 차이가없었다. 이는 모시대분말을 첨
가한 설기떡(Jung, Shin, & Kim, 2010)과 울금분말을 첨가한
설기떡(Seo, & Chung, 2014)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부재료
첨가에 따라 씹힙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관능검사

멥쌀가루에 찐밤 분말을 0, 1, 2, 3, 4%로 각각 첨가하여
제조한 설기떡은 색, 향기, 단맛, 조직감, 밤맛, 전반적인 기
호도에 대한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선호도 평가를 실시하였

다.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색(Color)은 찐밤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게평가

되어 CP4가유의적으로가장높게평가되었다. 이는색도측
정실험에서와 같이 첨가량에 따른 명도값(L-값)이 낮아진
것과 같은 결과이다. 
향기(Flavor)는 3% 첨가한 CP3와 4% 첨가한 CP4 처리구

는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찐밤
분말 첨가수준이 증가할수록 찐밤 분말의 향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0.001).  
이는 Lee 등(2015)의 연구에서 깐 밤의 총 식이섬유소 함

량이 현미와 같은 2.89～4.02%와 같은 높은 수준이라고 했
는데, 밤의 성분 중 이와 같이 섬유질이 수분과 향기성분을
흡수하여 향에 대하여 좀 더 높은 선호도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단맛(sweetness)은 찐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

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이는 밤을 증숙․건조 및
분말화 과정에서 밤의 당 성분이 농축됨으로 더 달아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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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nsory characteristics of Sulgidduk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 of steaming chestnut powder

Sample Color Flavor Sweetness Texture Chestnut taste Overall acceptability
1)Control 1.50±0.79c 1.08±0.28c 2.08±1.16d 4.16±2.16NS 1.08±0.2c 2.75±0.86c 

CP1 2.33±0.98c 1.75±0.75bc 2.66±1.15cd 3.66±1.82 1.50±0.67c 3.16±1.11c 

CP2 3.41±1.16b 2.66±1.23b 3.41±0.99bc 4.08±0.90 3.08±0.90b 4.16±0.93b 

CP3 4.50±1.00a 4.41±1.56a 4.25±0.96ab 4.33±1.07 4.16±1.26a 5.58±0.90a

CP4 5.33±1.30a 4.91±1.72a 4.83±1.26a 3.66±1.37  4.66±1.43a 5.33±0.98a 

F-value 25.69*** 21.73*** 12.14*** 0.46NS 29.96*** 20.54***

1) Control: Sulgidduk added with 0% of steaming chestnut powder. 
  CP1: Sulgidduk added with 1% of steaming chestnut powder.
  CP2: Sulgidduk added with 2% of steaming chestnut powder. 
  CP3: Sulgidduk added with 3% of steaming chestnut powder. 
  CP4: Sulgidduk added with 4% of steaming chestnut powder.
Value are Mean±S.D.(n=3),*** p<0.05.
a～d Mean±S.D.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n significant.

  

맛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감(texture)에 대한
평가는 찐밤 분말 첨가량의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밤맛(chestnut taste)은 찐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이는 첨가량이 증가하
면 맛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추가루설기(Bae, 
& Hong, 2007), 곤드레 첨가설기(Park, & Rha, 2016) 등과 같
이 향이 진향 부재료 첨가 시 증량할수록 맛에 대한 선호도

가 낮아졌다는 결과와 달리 찐밤 분말 설기는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밤맛이 높게 나타났다(p<0.001).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는 CP3 처리구가 높

게 나타났고, 대조구 처리구가 유의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
나 찐밤 분말첨가량이증가할수록 전반적인 기호도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정한 양 이상 첨가할 때에는 낮
게 나타나, 본 실험에서는 CP3와 같이 찐밤 분말을 첨가하
는 바람직하게 나타났다(p<0.001).

4. 결  론

본 연구는 찐밤 분말 설기떡을 제조하기 위하여 찐밤 분

말 첨가 수준을 각각 0, 1, 2, 3, 4 %로 달리하여 설기떡을
만들고, 떡의물리적 특성인수분함량, 색도, 텍스쳐 측정및
관능적 특성인 색, 향기, 단맛, 조직감, 밤맛, 전반적인 기호
도 측정을 통하여 바람직한 첨가 최적비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분 함량은 찐밤 분말 첨가 수준이 증가할수록 점점 낮

아졌으며, 색도는 찐밤 분말의 첨가 수준이 증가될수록 L, 
b값은 감소되며, a값은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첨가수준이 높으면 떡의 색깔이 어둡게 나타남을 알 수 있

었다. 찐밤 분말 설기떡의 조직감 측정 결과, 첨가 수준이
증가 될수록 견고성, 탄력성 등이증가하는반면, 부착성, 응
집성, 씹힘성은 유의적으로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관능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

라 색, 향기, 단맛, 밤맛, 전반적인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으며, 조직감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찐밤 분말 첨가 목적이 관능적으로 우수한

떡을 제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측정치를 근거로
한 전반적인 기호도 평가 항목점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

다. 따라서 관능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된 CP3 처리구의 함량
비를 토대로 설기떡 제조 시 찐밤 분말 첨가 함량을 3%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배합비라고 판단하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찐밤 분말 첨가 설기떡의 레시피를 최적화하여관능

적으로 우수한 설기떡 제조와 함께 국내산 밤의 실생활 활

용도 및 소비가 증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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