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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고구마를 첨가한 설기떡의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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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sweet potato Sulgidduk produced with varying amounts of fresh 
sweet potato, after three days of storage. The more fresh sweet potato was added, the higher were the levels of crude 
protein and crude lipid; however, crude ash contents were lowest in the control sample,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is value were detected among the samples to which fresh sweet potatoes were added. Moisture contents evidenced a 
tendency to decrease with increases in the amount of added fresh sweet potato and increased storage time, but pH rose 
with increases in the amount of added sweet potato. Total cell counts showed a tendency toward decrease with increases 
in the amount of added fresh sweet potato. L values tended to be low with increases in the amount of added fresh sweet 
potato and a values were lowest immediately after its production, although no consistent tendencies were noted in 
correlation with the amount of added fresh sweet potato. b values tended to increase directly with the amount of added 
sweet potato . With increasing storage time, the L and a values decreased, whereas the b value tended to increase. Upon 
textural assessment, it was observed that hardness, adhesiveness, springiness, gumminess, and chewiness(all textural 
components except for cohesiveness) increased with increasing quantities of added fresh sweet potato, and these factors 
also tended to increase with the progression of storage time. After observation via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 
it was noted that the cohesiveness also in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s of added sweet potato. With regard to the 
sensory evaluation, the samples to which 15% fresh sweet potato had been added evidenced the highest acceptability in 
terms of color, flavor, and sweetness, and softness and moistness in these samples decreased with increasing percentages 
of added sweet potato. It has been previously demonstrated that the addition of 15% fresh sweet potato resulted in 
optimal overall accept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aforementioned results, it has been verified that the use of fresh 
sweet potato in Sulgidduk is possible and probably desirable, and an addition of 15% sweet potato appears to be the 
optimal approach in terms of overall quality and func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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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구마(Ipomoea batatas)는 통화식물목 메꽃과의 다년생 
초본식물로 감저(甘著), 조저(趙著)라고도 한다(이성우 1997). 
학명은 Ipomoea batatas LAM이며, 원산지는 남미 멕시코

로 우리나라에서는 영조 6년(1736년) 통신사 조엄이 일본 
대마도에서 그 종자를 들여와 재배하기 시작하였다(홍진

숙 등 2006). 식량작물인 고구마는 2006년 생서(Field Pota-
toes)기준 28.5만여톤이 생산되었으며(농림부 2007), 가구

당 연간소비량은 2007년 기준 18.2 kg이었고, 주 소비용

도는 90% 이상이 찐고구마 등 별식용으로 소비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2007). 생고구마는 수분이 70%수준, 탄
수화물이 25%수준인데(Kim SY와 Ryu CH 1995), 이중 

수분을 제외한 건조 고형물 중에는 탄수화물이 75% 이상

을 함유하고 있어(Kim SY과 Ryu CH 1995) 식량자원으

로서도 효용가치가 높다. 영양적으로 고구마는 단백질, 지
방, 식이섬유 및 무기질(칼륨, 인, 철) 등이 골고루 들어있

으며, 단백질 중에 함유되어 있는 필수아미노산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Kim SY와 Ryu CH 1995). 또한 고구마는 비
타민 A와 비타민 C도 많은 식물로써 특히 고구마의 비타

민 C는 전분질로 둘러싸여 있어 가열을 해도 거의 손실이 
없다(김미리와 송효남 2006). 알려진 고구마의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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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비타민 A의 항암작용, 비타민 E의 항산화작용, 식이

섬유와 얄라핀의 변비해소, 칼륨의 혈압강하, 칼슘의 출혈

방지, 식물프로게스테론의 여성골다공증 예방치료, 안토시

아닌 색소의 간 보호기능 등이다(Jeong BC 등 2002). 고
구마의 효능 및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선행연구로는 자색고구마의 anthocyanin 색소(Rhim 
JW와 Lee JW 2002, Lee JW 등 2000), 황색고구마의 

carotenoid 색소(Jung ST 등 1998, Kim SJ 등 1997), 항산

화성(Lee JS 등 2007, Song J 등 2005, Furuta S 등 1995)
과 항미생물 특성(Lee HH 등 1999)등의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고구마를 이용한 식품산업분야의 연구로는 민속주

(Han KH 등 2002), 묵(이용선과 강창성 2001), 당면(Yook 
C와 Lee WK 2001), 통조림(손영구 등 1998), 음료(Han JS 
2004, Kim JS 1995), 면류가공, 제과․제빵(고복래 등 2006), 
송편, 설기, 양갱, 빵소, 젤리(최남순 등 1997), 고물(전병

윤 1996), 요구르트(Lee JC 등 1999), 고추장(Lee HY 등 

1978)등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그밖에 영양제, 화장품, 의
약품제조, 풀, 가용성전분, 섬유산업, 제지산업 등에도 널

리 이용되고 있다(Roper H와 Koch H 1990, Maddever WJ
와 Chapman GM 1989).
우리나라의 떡은 시루의 등장시기인 청동기시대부터 시

루를 상용하는 생활에서 떡이 상용음식으로 발달하였으며, 
삼국시대 후기부터 밥을 짓는 법이 발달하여 밥의 상용화

가 되었을 때 떡은 특별음식으로서 여러 가지 의례음식

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윤서석 1991). 떡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 찐떡 친떡, 지진떡, 삶은떡 등으로 분류하고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이효지 1988). 설기떡은 우리나라 떡 중 가

장 기본적인 것으로 가루를 쳐서 찌는 떡의 일종으로 쌀

가루에 섞는 재료에 따라 콩설기, 팥설기, 쑥설기, 호박설

기 등으로 이름이 달라진다(윤서석 1991).
최근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여러 가

지 기능성을 지닌 떡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설기떡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연잎가루(Yoon SJ 2007), 다
시마(Cho MS과 Hong JS 2006), 알로에가루(Hwang SJ와 

Yoon SJ 2006), 비지분말(Lee GJ와 Lim SM 2006), 차수

수가루(Chae KY과 Hong JS 2006), 타피오카(Hyun YH 등 
2005), 곶감 추출물(Kim HO 등 2005), 백봉령(Kim BW
등 2005), 노루궁뎅이 버섯분말(Yoon SJ와 Lee MY 2004), 
느티잎가루(Lee HG와 Baek HN 2004), 표고버섯가루(Cho 
JS 등 2002), 솔(Lee HG와 Han JY 2002), 감잎가루(Kim 
GY 등 1999), 녹차가루(Hong HJ 등 1999), 뽕잎(Kim AJ 
등 1998), 밤가루와 황률가루(Kim JY 등 1997), 쑥(Jung 
HS 1993) 등의 부재료를 첨가한 기능성을 향상시킨 설기

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

구마 설기떡에 대한 연구는 최남순 등(1997)의 고구마건

조분말첨가 설기떡에 대한 시험연구보고가 있지만 미흡

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리적으로 기능성이 우수한 고구마

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고구마의 첨

가량을 달리하여 고구마설기떡을 제조한 후 저장하면서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기계적, 관능적 품질특성을 실시하

여 가장 적합한 첨가량을 선정함으로써 영양적으로 우수

하고 이용가치를 높이는 고구마설기떡을 건강식품으로 보

급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멥쌀은 2007년에 생산된 경기도 이천산 일반미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고구마는 여주에서 
생산되는 율미 품종의 밤고구마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설탕은 제일제당 정백당을, 
소금은 한주꽃소금을 사용하였다.

2. 고구마 설기떡의 제조

예비실험을 통해 고구마건조분말 가루와 생고구마를 첨

가한 설기떡을 제조한 후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생고구

마를 첨가한 설기떡이 고구마건조분말 가루첨가 설기떡

보다 촉촉하고 질감이 높게 평가되어 생고구마를 선택하

였다. 또한 생고구마의 첨가량을 달리한 설기떡에 대해서

도 관능평가를 실시한 후 기호도가 높았던 결과를 선택

하여 Table 1과 같은 배합비에 따라 제조하였으며 고구

마 설기떡을 만드는 방법은 Fig. 1과 같다.
즉 쌀을 3회 수세한 후 8시간 수침하여 30분 동안 체

에서 물기를 뺀 후 roller-mill(KU202, 경창정밀, Korea)을 

이용하여 2회 분쇄한 후 20 mesh 체(Testing Sieve, Chung 
gye industrial MFG., Co, Korea)에 2회 통과시켜 사용하

였다(Kim BW 등 2005). 고구마는 1회 수세한 후 마른 거

즈로 닦아 수분을 제거 한 후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1× 
1×1 cm크기로 썰고 Table 1에서와 같이 생고구마 첨가

비율에 맞추어 쌀가루와 생고구마를 함께 분쇄기(후드믹

서 HMF-1000A, 한일전기, Korea)에 갈아 20 mesh 체를 

통과시켰다. 생고구마가 혼합된 쌀가루에 설탕, 소금, 물
을 혼합한 후 손으로 비벼 덩어리를 없앤 후 20 mesh 체

Table 1. Formulas for preparation of sulgidduk with fresh sweet 
potato

Ingredients(g)
Sample

0% 10% 15% 20% 25%
Rice flour 200 180 170 160 150
Fresh sweet potato 0 20 30 40 50
Salt 2 2 2 2 2
Sugar 20 20 20 20 20
Water 30 30 30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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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paration procedure for sweet potato sulgidduk.

에 두 번 내렸다. 지름 가로 50×세로 50 cm 크기의 찜기

에 젖은 면보를 깔고 지름 5 cm의 틀에 혼합한 재료를 

넣은 후 1.5 cm 높이가 되도록 위를 편평하게 고른 다음 

젖은 면보를 덮어 15분간 찐 후 20분간 방냉한 후 유니

랩(유니랩, 테이팩스, 한국)으로 포장하였다. 실온에서 저

장하면서 제조직후, 1일, 2일, 3일에 각각 분석을 실시하

였다.

3. 시료의 일반성분 및 식이섬유 분석

시료의 일반성분 분석은 수분은 상압가열건조법, 조단

백질은 kjeldahl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 조섬유는 ce-
ramic fiber 여과법을 개량한 방법에 따라 정량하였고, 조회

분은 직접회화법 등 AOAC법에 준하여 실험하였으며(AOAC 
1990) 3회 반복 실험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시료의 식이섬유 함량은 Prosky L 등(1984)에 의한 total 
dietary fiber assay kit(Sigma Chemical Co.)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이때 수용성 식이섬유(soluble dietary fiber: SDF)
와 불용성 식이섬유(insoluble dietary fiber: IDF)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총식이섬유(total dietary fiber: TDF)는 수용성

과 불용성 식이섬유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4. 생고구마 첨가 고구마 설기떡의 이화학적 특성

1) 수분함량

고구마 설기떡의 수분함량은 시료 3 g을 적외선 수분

측정계(MB 45, Ohaus, Switzerland)를 사용하여 시료별 각 
3회 반복하여 측정한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채수규 

1997).

2) pH 측정

pH는 Cho MS과 Hong JS(2006)의 방법에 준하여 시료 

1 g에 증류수 10 mL를 가하여 pH/ion meter(Orion 520A, 
U.S.A.)를 사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

내었다.

4. 생고구마 첨가 고구마 설기떡의 미생물학적 특성

고구마 설기떡의 전반적인 미생물 오염의 정도를 확인

하기 위해 총균수를 측정 하였으며, 시료 10 g에 멸균된 

식염수(0.85% NaCl) 90 mL를 첨가하고 Bag mixer(Inter-
science, French)를 사용하여 60초 동안 혼합 한 다음, 10
배 희석법으로 단계별로 희석하여 PCA(Plate Count Agar 
Standard Methods Agar, DifcoTM, U.S.A.)가 담긴 plate에 

도말하였다. 희석액이 도말된 PCA배지는 30℃ incubator 
(HK-B1025, 한국종합기기제작소, Korea)에서 3일간 배양

하였으며, cell counting 작업을 통해 균의 증식도를 측정

하였다(Park YJ 등 2003).

5. 생고구마 첨가 고구마 설기떡의 기계적 특성

1) 색도 측정

시료를 제조직후 반으로 나누어 시료 내부의 색을 Spec-
trocolorimeter(Minolta CR-470, Japan)를 사용하여 L, a, b 
값을 3회 반복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이철호 등 
1999). 이때 사용한 표준 백색판 색도는 L = 96.20, a = 
0.01, b = 1.98이었다.

2) Texture 측정

설기떡의 물성검사는 Texture analyzer(Model TA-XT2, 
Stable Micro System, Ltd, Eng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TPA(Texture Profile Analysis)를 이용하여 2nd bite com-
pression test로 5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그 평균값으로 경

도(hardness), 부착성(adhesivenss), 탄력성(springiness), 응집

성(cohesivenss), 검성(gumminess), 씹힘성(chewiness)을 측

정하였다(Bourne MC 1978). 측정조건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Operation condition of texture analyser
Mode Measure force in compression

Option TPA
Sample size 3×3×2 cm
Probe P25(25.0 mm dia cylinder aluminium)
Pre test Speed 5.0 mm/s
Test Speed 1.7 mm/s
Post Test Speed 1.7 mm/s
Rupture Test 1.0%
Distance 50.0%
Load cell 5 kg
Time 2.00sec
Count 5



504 오현의․홍진숙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제 24권 제 4호 (2008)

3) 미세구조관찰

고구마 설기떡의 표면 초미세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S2380N, Hitachi, 
Japa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를 -70℃로 동결건조

한 후 sputter coater(Spi supplies, USA)를 이용하여 10～
30 nm의 두께로 gold-palladium으로 도금하여 측정하고 가

속전압 20 kV에서 40배율과 1,000배율로 관찰하였다(Shin 
YJ와 Park GS 2007).

6. 생고구마 첨가 고구마 설기떡의 관능적 특성

관능검사 요원은 한국식품연구원 직원 10명을 선정하여 
패널 훈련을 시킨 후, 용어를 선별하고 고구마 설기떡의 

관능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평가하고자 하는 특성을 9점 

점수법으로 기호도 조사를 하였다(0 = 아주 나쁘다, 5 = 보

통이다, 9 = 아주 좋아한다). 평가 내용은 색(color), 냄새

(flavor), 단맛(sweetness), 부드러운 정도(softness), 촉촉

한 정도(moistness),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acceptability)를 
표시하도록 하였다(김광옥 등 1997).

7. 통계처리

각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SAS package(Statistical Analy-
sis System, version 8.1, SAS Institute INC.)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검정하기 위

해 분산분석(ANOVA)과 p < 0.05 수준에서 다중범위검정

(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

을 검정하였다(김우정과 구경형 2001).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성분 및 식이섬유 분석

실험에 사용한 쌀가루와 생고구마의 일반성분 분석 결

과는 Table 3과 같았다. 실험에 사용한 쌀가루의 일반성

분을 농촌진흥청(2006)의 식품성분표와 비교해보면 다른 

성분은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으나, 조회분은 0.17%로 식

품성분표의 0.4%보다는 약간 적은 값을 나타내었다. Lee 
GJ와 Lim SM(2006)의 비지분말 첨가 설기떡, Kim K 등
(1993)의 찹쌀의 수침중 성질변화에서 멥쌀 및 찹쌀은 수

침과정에 의해 회분 등이 침출되어 함량이 감소한다고 하

Table 3. Composition of rice flour and fresh sweet potato

Sample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lipid

Crude 
cellulose Crude ash

Hydrate 
rice flour 37.74±0.241) 5.38±0.54 1.74±0.25 0.26±0.05 0.12±0.01

Fresh sweet 
potato 71.02±1.97 1.98±0.17 0.23±0.05 0.90±0.12 0.99±0.07

1) Means ± SD

Table 4. Dietary fiber content of rice flour and sweet potato

Sample
Dietary fiber(%, dry basis)

SDF* IDF** TDF***

Rice flour 3.42±0.141) 0.17±0.03 3.58
Sweet potato 6.82±0.28 5.06±0.09 11.88

1) Means ± SD
* Soluble dietary fiber
** Insoluble dietary fiber
*** Total dietary fiber

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침출과정에 의해서 조회분이 감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생고구마의 경우도 다른성분은 비슷

한 값을 나타내었으나, 수분은 본 실험에서 71.02%로써 

식품성분표의 66.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생고

구마의 품종, 수확시기 및 저장상태 등 다양한 요인이 영

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료의 식이섬유의 함량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쌀

가루의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는 각각 3.42%, 
0.17%로서 총식이섬유 3.58%에 대한 비율은 각각 95.3%, 
4.7%로 대부분이 수용성 식이섬유였으며, 이는 Lee HG 
등(1988)의 현미와 백미의 식이섬유에 관한 연구에서 백

미중 식이섬유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고구마의 
경우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각각 6.82%, 
5.06%로서 총식이섬유 11.88%에 대한 비율은 각각 57.4%, 
42.6%로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게 나타났는데, 이는 Kim 
SY와 Ryu CH(1995)의 자색고구마의 영양성분에 관한 연

구에서 자색고구마중 식이섬유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경향

을 보였다. 식이섬유는 사람의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다당류와 리그닌 외에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

는 다당류, 펙틴질, 검(gum) 등의 집합체로 표현되며(Lee 
SH 등 2004), 심장혈관질환, 대장암, 당뇨병 등의 서구의 

여러 질병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구마는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식생활의 서구화와 

성인병 예방을 위한 식이섬유함유 식품으로 이용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된다.

2. 수분함량

생고구마의 첨가비율과 저장기간에 따른 고구마 설기떡

의 수분함량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고구마설기떡의 수

분함량은 제조직후 대조군이 45.11%로 가장 높았고, 첨가

군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저장기간에 따른 
고구마 설기떡의 수분함량은 대조군과 생고구마 첨가군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저장 3일에 대조군

은 약 3% 수준의 수분의 감소를 보였으며 생고구마 15%, 
20% 및 25% 첨가군은 2% 수준 및 이내로 감소하여 대

조군에 비해 수분감소가 낮게 나타나 수분보유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이섬유는 수분 보유력(Chen H 등 

1988)을 갖고 있는데, Kye SK(1996)는 식이섬유의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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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s in moisture content of sulgidduk added with 
fresh sweet potato during storage

Storage 
time(day)

Addition amount of fresh sweet potato(%)
0 10 15 20 25

0 45.11±0.12a 42.25±0.21c 43.11±0.20b 42.15±0.22c 42.46±0.31c

1 46.63±0.19a 39.20±0.23d 42.65±0.27b 41.90±0.11c 42.26±0.19c

2 44.11±0.28a 37.08±0.26d 41.79±0.23b 41.25±0.22c 41.28±0.27c

3 42.27±0.31a 37.85±0.19d 41.25±0.21b 42.05±0.16a 40.19±0.23c

1) Means ± SD
abcd 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합력에 관한 연구에서 식이섬유 함량이 높을수록 수분

보유력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3. pH

생고구마의 첨가비율과 저장기간에 따른 고구마 설기

떡의 pH측정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설기떡 제조직후 대

조군은 4.01이었고, 생고구마 15% 첨가군은 4.17이었으

며 25% 첨가군은 4.36으로 생고구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설기떡의 pH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저장기간의 경과에 따른 pH의 변화는 일정한 경향을 보

이지 않았다. 고구마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Kim SY와 Ryu CH(1995)는 자색 고구마의 영양성분에 

관한 연구에서 무기질 조성을 분석한 결과 칼륨 1,200 
mg%, 마그네슘 120.4 mg%, 칼슘 98.2 mg% 및 나트륨 55 
mg% 등의 염기성 원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고 보

고하였다. 특히 칼륨은 몸속에 있는 나트륨을 소변과 함

께 배출하는 작용을 하여 혈압강하작용을 하며, 칼슘은 출

혈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Jeong BC 등 2002). 따라서 

설기떡에 고구마를 첨가함으로써 유용한 알칼리성 미네

랄을 쉽게 섭취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4. 총균수

생고구마의 첨가비율과 저장기간에 따른 고구마 설기

Table 6. Changes in pH of sulgidduk added with fresh sweet 
potato during storage

Storage 
time(day)

Addition amount of fresh sweet potato(%)
0 10 15 20 25

0 4.01±0.12b1) 4.08±0.09b 4.17±0.07ab 4.27±0.19ab4.36±0.21a

1 3.98±0.15NS2) 4.10±0.14 4.16±0.17 4.25±0.27 4.30±0.28
2 4.02±0.19NS 4.09±0.11 4.17±0.12 4.28±0.18 4.35±0.28
3 4.03±0.16NS 4.13±0.20 4.19±0.17 4.27±0.18 4.36±0.20

1) Means ± SD
2)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p < 0.05)
abcd 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2. Changes of total cell count in sweet potato sulgidduk 
prepared with the different ratio of sweet potato during 
storage at 30℃ for 3 day.

떡의 총균수의 변화는 Fig. 2와 같다. 설기떡 제조직후 

대조군과 첨가군 모두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2일 

저장 후까지 대조군과 첨가군 모두 총균수의 양에서도 특

별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3일 저장 후 대조

군은 3.4×106 CFU/mL이었고 생고구마 25% 첨가군은 2.9× 
105 CFU/mL로 나타나 생고구마 첨가군이 무첨가군에 비

해 현저히 오염도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저장기간에 따른 총균수의 양이 생고구마 첨가량에 따라 

크게 달라졌는데, Lee HH 등(1999)이 보고한 고구마의 박

테리아에 대한 항균성이 저장기간을 증대시킨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연잎 설기떡(Yoon SJ 2007), 알로에 설

기떡(Hwang SJ 등 2006), 백봉령 설기떡(Kim BW 등 2005)
에서 부재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오염도가 낮게 나타

난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5. 색도

생고구마의 첨가비율과 저장기간에 따른 고구마 설기

떡의 색도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색의 밝

기를 나타내는 L값의 경우 설기떡 제조직후 대조군이 

80.27이었고, 생고구마 10% 첨가군이 77.18, 25% 첨가군

은 66.30으로 생고구마의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L값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고구마 자체 

색깔이 쌀가루보다 어두워서 고구마의 첨가량이 많아질수

록 L값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Kim HO 등(2005)의 

곶감추출물 첨가한 설기떡, Lee GJ와 Lim SM(2006)의 비

지분말 첨가 설기떡에서 부재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
값이 낮아졌다고하여 본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

였다. 또한 저장기간에 따른 밝기의 변화도 대체로 유의

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저장기간의 경과에 따

른 수분의 감소가 고구마 설기떡의 갈변을 촉진하여 L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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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hanges in hunter's color values of sulgidduk added with fresh sweet potato during storage
Hunter
value

Storage
time(day)

Addition amount of fresh sweet potato(%)
0 10 15 20 25

L

0 80.27±1.54a1) 77.18±1.16b 75.08±0.77b 73.34±2.77b 66.30±2.10c

1 74.50±2.40ab 74.37±1.37ab 73.21±0.18b 76.80±0.34a 66.03±2.01c

2 76.47±0.68ab 76.03±2.50a 71.64±1.39b 72.92±2.67ab 64.56±0.45c

3 71.21±2.68b 77.01±1.79a 70.83±0.88b 69.61±1.82b 62.67±0.86c

a

0 -1.08±0.03c 0.67±0.23bc 0.23±0.28ab 0.66±0.91a 0.03±0.33ab

1 -1.11±0.05c 0.76±0.33b -0.28±0.04a -1.10±0.06a -0.29±0.02a

2 -1.16±0.06c 0.74±0.18c -0.16±0.26b 0.20±0.22ab 0.40±0.44a

3 -1.25±0.03b -0.62±0.25ab -0.32±0.52a 0.21±0.21a 0.08±0.67a

b

0 5.21±0.23b 8.97±0.66a 8.73±0.48a 9.79±0.60a 9.64±0.38a

1 5.40±0.12c 8.53±0.37b 8.58±0.24b 9.75±0.72a 9.71±0.42a

2 5.29±0.45c 8.07±0.13b 8.53±0.44b 9.81±0.67a 9.98±0.25a

3 5.74±0.19c 8.18±0.28b 8.84±0.12b 10.73±0.84a 10.28±0.38a

1) Means ± SD
abc 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8. Changes in texture characteristics of sulgidduk added with fresh sweet potato during storage
Texture

properties
Storage
(day)

Addition amount of fresh sweet potato(%)
0 10 15 20 25

Hardness(g/cm2)

0 1763.32±139.69c1) 2029.90±226.32c 2104.41±196.98c 2778.04±247.39b 3213.06±116.41a

1 2792.04±248.40c 3207.89±296.63bc 3383.03±316.78b 4177.43±289.42a 4637.44±264.61a

2 4745.71±378.03c 4976.52±530.40c 6373.64±524.38b 9238.99±470.11a 9283.58±365.60a

3 6196.09±418.82b 6547.22±200.82b 9544.59±470.32b 13689.97±3642.89a 13507.77±2746.19a

Adhesiveness(g)

0 -15.97±15.50ab -17.18±7.27b 0.78±3.59a 0.59±6.83a 1.68±7.61a

1 2.24±0.52c 2.54±0.59bc 3.29±0.43ab 2.97±0.22abc 3.79±0.76a

2 949.61±113.36c 853.44±98.79c 1108.02±218.09c 1627.23±228.43b 2844.55±336.52a

3 44503.91±5455.25b 41306.34±4006.99b 40646.96±4390.02b 59880.90±7263.50a 60158.54±2466.74a

Springiness(%)

0 0.71±0.06c 0.76±0.04bc 0.82±0.04b 0.85±0.06ab 0.93±0.06a

1 0.92±0.07c 1.21±0.17a 0.98±0.05bc 0.96±0.09bc 1.14±0.07ab

2 1.03±0.18b 1.64±0.11a 1.09±0.16b 1.24±0.20b 1.09±0.11b

3 1.09±0.22b 1.52±0.23a 1.10±0.11b 1.34±0.30ab 1.04±0.16b

Cohesiveness(%)

0 0.66±0.26NS2) 0.66±0.12 0.71±0.11 0.68±0.16 0.69±0.18
1 0.77±0.09NS 0.67±0.16 0.77±0.16 0.67±0.09 0.68±0.16
2 0.85±0.20NS 0.76±0.12 0.83±0.13 0.73±0.18 0.76±0.08
3 1.00±0.22NS 1.00±0.14 1.00±0.09 1.00±0.24 1.00±0.17

Gumminess(g)

0 1176.77±178.21b 1354.59±109.26b 1485.84±114.13b 1904.48±199.56a 2186.17±218.80a

1 2144.14±203.71c 2154.14±65.19c 2521.59±385.17bc 2835.47±265.00ab 3150.17±464.78a

2 6064.55±362.89bc 5865.49±365.05c 5944.67±582.35c 6842.67±600.48b 7929.40±382.88a

3 10071.53±1943.95b 9525.22±2537.60b 10100.15±3053.16b 13688.58±3392.97ab 15761.53±3033.08a

Chewiness(g)

0 830.43±88.65d 1293.06±111.84c 1362.89±126.62bc 1613.76±208.41b 2023.79±216.41a

1 1975.19±329.19c 2603.46±396.28b 2465.97±247.69bc 2700.26±194.05b 3610.45±291.54a

2 6859.60±548.34ab 7124.71±353.64ab 6418.15±300.57b 8491.09±1802.32ab 9415.54±2303.62a

3 10098.38±1915.72ab 10678.91±3109.78ab 9525.86±1707.97b 13687.64±2201.70a 14218.64±1203.92a

1) Means ± SD
2)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p < 0.05)
abcd 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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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5%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characteristics of sulgidduk prepared with fresh sweet potato at different condition 

magnified 1,000 times.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대조군과 생고구마 10%, 
15%, 20% 첨가군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제조직후 -1.08로 약간의 녹색

을 나타내었지만, 생고구마 첨가군에서는 첨가량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저장기간에 따라서 a값
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첨가군간에는 유의적인 차

이가 크지 않았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대조군이 

5.21이었고 생고구마 10% 첨가군이 8.97, 25% 첨가군이 

9.64로 생고구마의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b값이 유의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고구마 자체 색깔

이 노란색을 띠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Lee GJ 등
(2006)의 비지분말 첨가 설기떡, Hyun YH 등(2005)의 타

피오카 설기떡, Kim JY 등(1997)의 밤가루와 황률가루 설

기떡에서도 부재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b값이 증가한

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저장기간에 따라서

는 b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생고구마 10%와 15%
첨가군, 20%와 25%첨가군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다. 그러므로 설기떡 제조에 생고구마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L값과 a값은 낮아지고 b값은 증가하였다.

6. 텍스쳐

생고구마의 첨가비율과 저장기간에 따른 고구마 설기

떡의 텍스쳐 측정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생고구마 첨가

비율과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설기떡의 경도, 부착성, 씹
힘성, 검성, 탄력성, 응집성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
도와 씹힘성은 생고구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생고구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식

물세포의 구조성분에 해당하는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및 
리그닌 등의 불용성 식이섬유의 양도 증가하여(Lee SH 

등 2004), 설기떡의 경도와 씹힘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 판단되었다. 또한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경도와 씹힘

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저장 1일 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저장 2일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분이 

감소되어 설기떡은 노화되고 고구마에 함유되어있는 불용

성 식이섬유간의 결합력은 강하여 졌기 때문으로 판단되

었다. 부착성과 검성은 경도에서처럼 생고구마 첨가량의 

증가와 저장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

다. 경도가 불용성 식이섬유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

었지만, 부착성과 검성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Tsuji K(1992)는 식이섬유의 주

요기능에 대한 연구에서 펙틴이나 검류, 일긴산 나트륨과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는 점성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생고구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설기떡의 부

착성과 검성도 증가하여 고구마가 점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저장기간에 따라 부착성과 검성의 증

가는 수분의 감소로 인한 수용성 식이섬유간의 결합력이 

강하여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탄력성은 저장기간

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생고구마 첨가비율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응집성도 탄력

성에서처럼 저장기간에 따라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

만 생고구마 비율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7.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생고구마 첨가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고구마설기떡의 

미세구조 입자형태를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입자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다각형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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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으며, 대조군에 비해 생고구마 첨가비율이 증가

할수록 입자간 결합력이 커짐을 볼 수 있었다. Kim HO 
등(2005)은 곶감 추출물 첨가 설기떡에서 부재료를 첨가

하지 않은 무첨가군 백설기의 모양이나 크기로 전분입자

라고 보았으며, 곶감 추출물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전

분입자와 곶감추출물의 엉킴현상으로 입자의 결합력이 커

진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생고구마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은 작고 둥글며 매끈한 입자가 많이 보였고, 
생고구마 첨가 비율이 증가할수록 입자의 형태가 커지고 

거칠어지는 현상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는 전분입자와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의 결합에 의한 엉킴현

상으로 인한 입자간의 결합력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

8. 관능검사

생고구마의 첨가비율과 저장기간에 따른 고구마 설기떡

의 관능검사의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색(color)에 대한 기
호도는 제조직후 대조군이 6.3이었고, 생고구마 15% 첨가

한 군이 7.2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대조군과 생고구

마 10%, 15% 및 20% 첨가군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다. 생고구마 25% 첨가한 군은 3.6으로 가장 낮게 평가

되어 다른 군들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저장기간이 경

과함에 따라 색의 기호도는 감소하였으나, 생고구마 25% 
첨가군을 제외한 대조군과 첨가군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냄새(flavor)는 제조직후 대조군이 5.8이었고, 생고

구마 15%, 25% 첨가군이 6.5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지

만, 대조군과 첨가군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냄새의 기호도는 감소하였으

나 생고구마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단맛

(sweetness)은 제조직후 대조군이 4.8이었고, 생고구마 15% 
첨가군이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대조군과 첨가군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단맛에 대한 기호도는 감소하였으나 첨가군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부드러운 정도(softness)는 

제조직후 대조군이 7.5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생고구

마 10%, 15% 첨가한 군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생
고구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부드러운 정도는 낮아지는 

경향이었으며, 저장기간의 증가에 따라서도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특히 저장 2일 후에는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

향을 보였다. 촉촉한 정도(moistness)는 제조직후 대조군이 
7.5로 가장 높았고 생고구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

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저장기간에 따라서도 낮게 나타났

는데, 저장 2일 후에는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저장기간의 증가가 떡의 노화현상을 촉진시켜 부

드러운정도와 촉촉한 정도 모두 감소시켰는데, 이는 알로

에 설기떡(Hawang SJ와 Yoon SJ 2006)과 백봉령 설기떡

(Kim BW 등 2005)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전체적인 기호

Table 9. Sensory characteristics of sulgidduk added with fresh 
sweet potato during storage

Sensory
properties

Storage
(day)

Addition amount of fresh sweet potato(%)
0 10 15 20 25

Color

0 6.3±1.5a1) 6.4±1.8a 7.2±1.3a 6.7±1.2a 3.6±1.2b

1 6.4±1.4a 6.5±1.6a 7.3±1.2a 6.2±1.5a 3.5±1.5b

2 5.9±1.4a 5.9±0.9a 6.9±1.0a 5.9±1.6a 3.7±1.3b

3 6.0±1.4a 5.9±1.0a 6.2±1.2a 5.2±1.2a 3.3±0.9b

Flavor

0 5.8±1.1NS 5.5±1.1 6.5±1.4 6.3±1.4 6.5±1.1

1 5.3±1.1NS 5.6±1.3 6.3±1.6 6.01±1.8 5.4±1.6

2 4.2±1.2NS 4.7±1.2 4.8±1.0 5.1±1.2 4.8±1.0

3 4.3±1.4NS 4.2±1.0 4.2±0.9 4.4±1.1 4.4±1.6

Sweetness

0 4.8±1.1NS 5.8±1.2 6.2±1.5 5.6±1.6 5.0±2.8

1 5.1±1.1ab 6.2±1.3a 5.7±1.6a 5.8±1.3a 4.3±1.6b

2 4.5±1.0bc 5.8±1.0a 6.1±1.3a 5.5±1.1ab 4.2±1.6c

3 4.3±1.3b 5.2±1.3ab 5.6±1.0a 4.8±1.2ab 4.2±1.3b

Softness

0 7.5±1.3a 6.9±1.2a 6.2±1.3a 4.5±1.5b 3.6±1.5b

1 7.0±0.9a 6.2±1.5ab 5.5±1.3b 4.1±1.0c 3.4±1.0c

2 4.4±1.3a 3.5±1.4b 2.7±0.8bc 2.4±1.0cd 1.6±0.7d

3 2.0±0.7a 1.7±0.8ab 1.5±0.5ab 1.4±0.5ab 1.2±0.4b

Moistness

0 7.5±1.1a 6.5±1.1ab 6.0±1.1bc 5.0±1.6cd 4.5±1.6d

1 5.5±1.5ab 6.0±1.4a 5.4±1.5ab 4.5±1.0bc 4.0±1.2c

2 4.5±1.1a 2.8±0.9b 2.6±0.8b 1.8±0.6c 1.4±0.5c

3 2.0±0.8a 1.4±0.7b 1.3±0.5b 1.3±0.5b 1.1±0.3b

Overall-ac
ceptability

0 6.7±0.9a 6.8±1.3a 7.3±1.3a 6.6±1.7a 4.3±1.4b

1 6.6±1.0a 6.7±1.3a 5.9±1.6a 5.5±1.4a 3.5±1.4b

2 3.4±1.5bc 4.9±1.0a 4.0±1.2ab 2.9±1.0c 1.6±0.7d

3 2.4±0.8ab 2.7±1.1ab 3.0±0.8a 2.5±0.8ab 1.9±0.7b

1) Means ± SD
2)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p < 0.05)
abcd 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도(ovarall acceptability)는 제조직후 생고구마 15% 첨가군

이 7.3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생고구마 25% 첨가

군을 제외한 대조군과 첨가군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다.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체적인 기호도는 감소

하였으나 첨가군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생고구마 15%를 첨가한 설기떡의 경우 대체적

으로 전 저장기간을 통하여 부드러운 정도와 촉촉한 정도

를 제외한 색, 냄새, 단맛, 전체적인 기호도에서 가장 높

은 점수를 얻어 관능적으로 최적의 조건으로 판단되었다.

IV. 요약 및 결론

생고구마 첨가량(0%, 10%, 15%, 20%, 25%)을 달리하

여 제조한 고구마 설기떡을 0, 1, 2 및 3일간 저장하면서 

수분함량, pH, 총균수, 색도, Texture, 미세구조 및 관능검

시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생고구마를 첨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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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떡의 수분함량은 제조직후 대조군이 45.11%이었고 생

고구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대조군과 첨가

군 모두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pH는 제

조직후 대조군이 4.01로 가장 낮았고, 생고구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저장기간에 따른 pH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총균수는 2일 저장 후까지 대조군

과 첨가군 모두 총균수의 양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지만, 3일 저장 후 대조군의 총균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생고구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균수가 적게 나타났다. 색
도에서 L값은 제조직후 대조군이 80.27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생고구마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 a값은 제조직후 -1.08로 약간의 녹색을 나타내

었으며 생고구마 첨가군에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

았다. b값은 제조직후 대조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생
고구마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첨가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저장기간의 경

과에 따라 L값과 a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b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직감측정 결과 경도, 탄력성, 검성 및 씹

힘성에서 대조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생고구마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경도, 부착성, 탄력성, 응집성, 검성 및 씹힘성도 저장기

간에 경과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

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생고구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입자간 결합력은 강해보였다. 관능평가에서는 색, 냄새 및 
단맛은 생고구마 15% 첨가한 설기떡이 7.2, 6.5 및 6.2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었고, 부드러운 정도와 촉촉한 
정도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게 평가되었다. 전체적인 

기호도는 생고구마 15% 첨가군이 7.3으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설기떡에 생고구마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며 전반적인 품질특

성을 고려해보면 생고구마를 15% 첨가할 경우가 설기떡의 
품질특성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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