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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웰빙트랜드에따라건강한식생활에 한 심이증

가하여기능성식품을소재로한신제품개발에연구가집

되고있다. 건강식의일환으로 열량, 지방, 콜 스테롤

그리고고섬유질의음식이각 을받고있다
1). 떡은우리고

유의 통식품일뿐만아니라서구에서 래된빵류에비하

여건강식품이라는
2,3)
과생산량이 차증 되고 있는

의소비를 진시킬수있다는 에서 인의기호와식성

을 고려한 가공식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옥수수는남아메리카안데스산맥일 가원산지로알려져

있으며, 기후나토양에 한 응력이뛰어나재배가용이하

고생산량이많아우리나라강원도산간지역에서주로많이

재배된다
4). 한, 다양한품종이있어서단맛을지닌감미종, 

팝콘을만드는폭렬종, 장성이높은경립종, 사료로사용하

는마치종, 가공용으로쓰이는연립종과나종으로구분할수

있다
5). 나종은찰옥수수라불리며가공을하지않은채삶아

서간식으로사용되기도하고, 건조되어각종요리에이용되

기도한다. 건조된찰옥수수는수분이약 7.5%, 당질이 70.8%, 

단백질이 11.5%, 지방이 4.6% 그리고조섬유가 3.9% 함유되

어 있으며, 비타민 A, B, E가 함유되어 있으며, 체력 증강에

도움을주는것뿐아니라섬유질을다량함유하여정장작용

을하며, 로테아즈 인히비터(protease inhibitor)가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항암 작용이 있다
6,7).

떡에 한다양한 심은주된식품재료인 이외에기능

성물질이나 다른 곡류를첨가하여 품질특성을 찰하려는

연구로이루어져왔다. 기능성물질을첨가한연구로김등8)은

배합비를 달리한 밤떡의 능 특성을 찰하 고, 김 등9)

찰옥수수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의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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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 ratio of Sulgidduk to glutinous corn flour. We measured the moisture 

content, color differences, and texture of Sulgidduk with glutinous corn flour and conducted a sensory te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moisture content of the glutinous corn Sulgidduk batches with added glutinous corn flour 

and the control group. As the proportion of glutinous corn flour increased, the lightness(L) significantly decreased, whereas 

the redness(a) and yellowness(b) significantly increased. When the amount of glutinous corn flour increased,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hardness and adhesiveness, but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cohesiveness. The results of the 

sensory evaluation showed that roughness increased significantly when the amount of glutinous corn flour was increased.  

The moisture and softness decreased significantly as the glutinous corn flour concentration increased.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adding 5～10% corn flour to the glutinous corn Sulgidduk produced the best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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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잎가루, 장등10)
은백복령가루를, 그밖에도윤과이11)

는

노루궁뎅이버섯분말을첨가하여설기떡의품질을 찰하

다. 한, 홍등
12)
은구연산을첨가한오디설기떡의품질특

성을 고찰하 으며, 이와 홍3)은 당 임 유자를 첨가한 설기

떡, 유등14)
은민들 잎과뿌리분말을첨가한설기떡, 조와

홍
15)
은 다시마를첨가한설기떡, 그리고 황과 김16)

은 도라지

분말을첨가한설기떡의품질특성을연구하 다. 한편, 다른

곡물을첨가한연구로정17)은율무와 미의혼합비율에따른

백설기를, 김과이
18)
는유색미의첨가량에따른설기떡의품

질을 찰하 으며, 홍등19)
은가루녹차의첨가량에따른설

기떡의 능 품질을고찰하 다. 한, 이등20)
은 에다부

재료로 기장, 찰보리, 귀리, 통 과 두류를 첨가한 설기떡의

첨가효과를연구하 으며, 채와홍21)
은차수수가루첨가량을

달리한설기떡의품질특성을고찰하 다. 한, 김22)
은옥수

수가루를첨가하여 rice-corn cake을제조하고, 그품질특성

을 고찰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찰옥수수 분말을 함유한 설기떡을

제조하여, 수분함량과색도를측정하고, 물성과 능 특성

을분석함으로써설기떡의 품질 다양화와더불어신제품 개

발을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다.

실험재료 방법

1. 실험재료

가루는 2007년경기도포천군에서수확한일반미를깨끗

이씻어 12시간을침지시킨후 30분간체에서물기를제거하

고, 가루를 낸후 20 mesh 표 망체에내려 사용하 다. 찰

옥수수는 강원도 정선에서 2007년재배되어 자연 건조된 것

으로 우리네 농산에서 구입하 으며, 분쇄하여 20 mesh 표

망체에내려사용하 다. 설탕은정백당(CJ Co, Ltd, Seoul, 

Korea)을 사용하 고, 소 은 정제염(Saempyo, Seoul, Korea)

을 사용하 다.

Table 1. Formulas for Sulgidduk with glutinous corn flour

Sample

Ingredient

Rice flour(g)
Glutinous 

corn flour(g)
Sugar(g) Salt(g) Water(g)

Control 1,000 0 120 10 150

C51) 950 50 120 10 150

C102) 900 100 120 10 150

C153) 850 150 120 10 150

C204) 800 200 120 10 150

C51): glutinous corn Sulgidduk with 5% glutinous corn flour, C102): glutinous corn Sulgidduk with 10% glutinous corn flour,

C153): glutinous corn Sulgidduk with 15% glutinous corn flour, C204): glutinous corn Sulgidduk with 20% glutinous corn flour.

2. 찰옥수수 분말 첨가 설기떡의 제조

찰옥수수분말의첨가는총가루분량에 하여 5%, 10%, 

15%, 20%의 비율로 하 으며, 비실험을 통하여 설기떡의

재료 분량은 Table 1에나타낸바와같이하 다. 설기떡을

만드는 방법은 Fig. 1과 같았는데, 을 씻어 냉장고 내에서

24시간 침수하여 30분간 수분을 제거하고 가루를 만들었

다. 가루에비율 로찰옥수수분말과소 을잘섞이도록

혼합하고물을넣어체에내린후에설탕을혼합하여떡가루

로 하 다.

찰옥수수설기떡의제조에는내부지름 28 ㎝, 높이 3.5 ㎝

Polished rice

↓

Soaking rice for 24 hrs at refrigerator

↓

Straining for 30 min

↓

Milling(rice flour)

↓

Sieving(20 mesh)

↓

Mixing
(adding salt, glutinous corn flour, water)

↓

Sieving(20 mesh)

↓

Mixing(adding sugar)

↓

Steaming for 30 min 

↓

corn-Sulgidduk product

Fig. 1 Preparation process for Sulgidduk with glutinous 

corn fl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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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나무찜기(Shinhwa Co, Ltd, Fujian, China)를사용하 으

며, 젖은면보자기를 깔고 떡가루를넣은 후평평하게윗면

을고른다음, 5×5 ㎝의크기로칼 을넣어떡을안치고, 김

이오르고난후 30분간가열하고, 5분간뜸을들 다. 쪄낸

설기떡은 꺼내어 1시간 식힌 후 시료로 사용하 다.  

3. 수분함량 색도측정

찰옥수수분말첨가량을달리하여제조한설기떡의수분함

량은건조기에서 105℃ 상압가열건조법23)
을이용하여 5회반

복 측정하여 통계처리 하 다.  

찰옥수수 분말 첨가량을 달리한 설기떡의 색도는 색차계

(Color difference meter MINOLTA CR-300, Osaka, Japan)를사

용하여 명도(Lightness L), 색도(Redness a), 황색도(Yellow-

ness b)값을 각각 5회 반복 측정하여 통계 처리하 다. 

4. 물성의 측정

찰옥수수분말첨가량을달리하여설기떡을제조하고, 5× 

5×4 ㎝의일정한크기로 단하여 texture 측정에시료로사

용하 다. Texture analyzer는 TA-XT2i Stable Micro Systems 

(Gadalming, UK)를사용하여각 시료의견고성(Hardness), 부

착성(Ad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 

성(Gumminess)을 5회 반복 측정하여 통계 처리하 다. 이

때 사용한 기기의 조건은 Table 2와 같았다.

5. 능검사

제조된 설기떡의기호도를 알아보기 하여, 훈련된식품

공학생 20명을 상으로 능검사를 2회반복실시하 다. 

능 품질의강도는 5 척도법을사용하여, 5 은 ‘매우좋

다’ 는 ‘매우강하다’, 1 은 ‘매우나쁘다’ 는 ‘매우약하

다’로 하여 정해진 특성의 강도를 표시하도록 하 다.

찰옥수수 설기떡의평가항목은 구수한 정도(Nutty taste), 

거친정도(Roughness), 한정도(Moisture), 부드러운 정도

Table 2. Instrumental condition of texture analyzer

Sample Condition

Test mode adoption

Probe

Pre test speed

Test speed

Post test speed

Distance

Time

Force

Acquisition speed

TPA

20 ㎜ diameter cylinder

5.0 ㎜/s

1.0 ㎜/s

5.0 ㎜/s

20.0 ㎜

5 sec

30 g

200,000 PPS

(Softness), 씹힘성(Chewiness) 등 4가지 역과최종 으로

체 인 기호도(Overall preference)를 표시하도록 하 다. 

6. 통계처리

자료분석은 SPSS 통계 로그램(ver. 10.0)을 이용하여평

균과표 편차를구했으며, ANOVA test를실시한후 5% 유의

수 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사후검증을실시하

다. 한 Pearson's correlation에의하여각특성들간의상

계를분석하 으며, 다회귀분석을실시하여 반 인기호

도에 미치는 각 특성의 향력을 추정하 다.

결과 고찰

1. 수분함량

찰옥수수분말첨가량을달리한설기떡의수분함량의측정

결과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았다.  

본실험의결과, 조군의수분함량은 42.15%로나타나황

과김
16)
의도라지분말을첨가한설기떡 조군의수분함량이

43.51%라는 보고와 유사하 다. 찰옥수수 분말 첨가량에따

라 유의 으로 감소하여 윤 등
11)
의 노루궁뎅이버섯, 정

17)
의

백년 가루, 조등24)
의표고버섯가루첨가량증가에따른수

분함량이 유의 인 차이가 없다는 보고와는 차이를 보 다. 

그러나 등25)의설기떡의경우타피오카분말첨가량이증가

함에따라수분함량이유의 으로감소한다는결과와동일한

경향임을알수있었는데, 이는 가루에비하여수분함량이

낮은 찰옥수수분말의첨가로 인하여 설기떡의수분함량이

낮아지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able 3. Moisture content of Sulgidduk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 of glutinous corn flour

Sample Moisture content(%)

C01) 42.15±0.465)a

C52) 41.18±0.36b6)

C10
3)

41.05±039
b

C154) 40.66±0.59b

C205) 39.39±0.48c

1) C0: control,
2) C5: glutinous corn Sulgidduk with 5%  glutinous corn flour,
3) C10: glutinous corn Sulgidduk with 10% glutinous corn flour, 
4) C15: glutinous corn Sulgidduk with 15% glutinous corn flour,
5) C20: glutinous corn Sulgidduk with 20% glutinous corn flour,
6) Mean±SD,
7) Values with the same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 

0.001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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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도

찰옥수수분말의첨가량을달리하여제조한찰옥수수설기

떡에 한 색도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조군의명도는 86.80이었으며, 찰옥수수분말첨가량증

가에따라유의 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유

등
14)
이민들 분말의첨가량이많을수록설기떡의명도가감

소되어 조군에 비하여 다소 어둡다는 결과와 일치하 다. 

그밖에도조와홍
15)
의다시마분말을첨가한설기떡과홍등

의
12) 구연산을첨가한오디설기떡의연구에서와같이부재료

의첨가량이증가될수록명도가낮아진다는결과와도동일한

경향을 보 다. 

색도의경우는 조군이－0.97을나타내었으며, 찰옥수

수분말첨가량증가에따라유의 으로수치가증가하는것

으로나타났다. 황색도의경우는 조군이 6.80으로 가장 낮

은값을보 으며, 찰옥수수분말의첨가량증가에따라유의

으로 차증가하는경향을나타냈다. 찰옥수수분말의색

이황색을나타내므로, 분말첨가량증가에따라설기떡이제

조된후에설기떡의황색도가증가하는것으로보인다. 한, 

윤등
11)
의노루궁뎅이버섯분말을첨가한설기떡과박등

26)
의

클로 라분말을첨가한설기떡에서부재료의첨가량증가에

따라 색도와 황색도가 증가하 다는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물성특성

찰옥수분말첨가량을달리하여제조한찰옥수수설기떡에

Table 4. Hunter's values of Sulgidduk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 of glutinous corn flour

Glutinous corn flour content(%)

0 5 10 15 20

L(Lightness)  86.80±0.421)a  85.97±0.21b2)  85.41±0.25bc  85.38±0.44bc  85.02±0.68c

a(Rredness) －0.97±0.58c
－0.95±0.82c

－0.94±0.75bc
－0.84±0.96b

－0.76±0.89a

b(Ylowness)   6.80±0.99e   7.77±0.25d   8.69±0.34c   9.31±0.45b  10.18±0.38a

1) Mean±SD,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Textural characteristics of Sulgidduk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 of glutinous corn flour

Textural

characteristics

Glutinous corn flour content(%)

0 5 10 15 20

Hardness  1638.23±97.391)c  1752.59±104.33bc2)  1863.89±104.18ab  1879.60±154.12ab  1959.79±98.55a

Adhesiveness －340.81±43.61c －395.77± 62.05c －352.79± 35.57c －228.26± 66.24b －154.50± 53.32a

Springiness     0.66± 0.01c     0.69±  0.05b     0.70±  0.02b     0.74±  0.04a     0.72± 0.03ab

Cohesiveness     0.41± 0.01a     0.38±  0.01b     0.36±  0.01b     0.32±  0.03c     0.27± 0.01d

Gumminess   712.46±54.52a   661.50± 50.14ab   671.70± 59.54ab   604.70± 93.53b   503.30±39.31c

1) Mean±SD,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한 물성 특성의 결과는 Table 5와 같았다.  

견고성의경우는 조군이 1,638.97로가장낮게나타났으

며, 찰옥수수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 으로 증가하

는경향을보여주었다. 이러한결과는찰옥수수분말이 가

루보다 수분함량이 낮으므로 찰옥수수 분말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단단한질감을나타내는것으로보인다. 이는섬유

질의 함량이 높은 도라지분말을첨가하여 설기떡을제조한

황등16) 실험결과 감잎차분말의첨가량이많을수록견고

성이 증가하 다는 김
27)
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

다.

부착성은 찰옥수수 분말을 5%와 10%를 첨가한 경우에는

조군과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 으나, 15%와 20% 첨가군

에서는 첨가량에 따라 유의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차수수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설기떡의 부착성이

증가한다는 채 등
21)
의 연구결과 찰보리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설기떡의부착성이증가하 다는이등20)의결과와유사

한경향으로찰옥수수에함유된 amylopectin의 향력에의한

상으로 사료된다.  

탄력성은 찰옥수수분말 15%의 경우가 가장 높게나타났

으며, 찰옥수수분말의첨가에따라유의 으로다소증가하

는경향을보여주었다. 이는민들 잎의첨가량을증가시킴

에따라설기떡의탄력성이증가하 다는유등
14)
의연구

도라지 분말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탄력성이 증가하 다는

황 등16)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응집성의경우는찰옥수수분말첨가량에따라 조군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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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 첨가시 0.27로유의 으로감소하 으며, 이는유

색미첨가량이증가함에따라설기떡의응집성이감소하 다

는이등
28)
의연구 콩가루나검은콩가루를첨가량증가에

따라응집성이감소한다는이등20)의연구와일치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검성은 조군보다찰옥수수분말의첨가량이증가할수록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마 분말

을첨가한경우첨가량증가에따라 성이낮아진다는조등
15)
의연구와표고버섯가루첨가량이증가할수록 착성이낮

아진다는 조 등
24)
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2) 능 특성

찰옥수수분말첨가량을달리하여제조한찰옥수수설기떡

에 한 능 특성 결과는 Table 6과 같았다. 

찰옥수수설기떡에 한 능검사결과, 구수한정도(Nutty 

taste)의 경우 찰옥수수 분말을 15%와 20%를 첨가한 군에서

조군보다다소 낮게나타났다. 거친정도(Roughness)는

조군이가장낮았으며, 찰옥수수분말의첨가량이증가됨에따

라 유의 으로증가되었다. 이는차수수가루첨가량의증가

에 따라 거친 정도가 유의 으로 증가했다는 연구
21)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 정도(Moisture)는 조군이 가장

높은값을보 고, 찰옥수수분말의첨가량이증가됨에따라

Table 6. Sensory characteristics of Sulgidduk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 of glutinous corn flour

Textural

characteristics

Glutinous corn flour content(%)

0 5 10 15 20

Nutty taste 3.09±0.901)ab 3.52±1.04a2) 3.50±0.78a 2.83±0.64b 2.88±0.90b

Roughness 2.13±0.80a 2.75±0.94b 2.75±0.79b 3.54±0.83c 3.96±0.86c

Moisture 3.83±0.92a 3.71±0.95ab 3.22±0.90b 2.25±0.74c 2.26±0.86c

Softness 3.96±0.86a 3.67±0.96ab 3.30±0.97b 2.42±0.65c 2.17±0.78c

Chewiness 4.25±0.61a 3.88±0.80a 3.88±0.74a 2.50±0.66b 2.58±0.83b

Overall reference 4.00±0.88a 3.76±0.93a 3.67±0.64a 2.38±0.88b 2.25±0.85b

1) Mean±SD,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sensory characteristics 

Nutty taste Roughness Moisture Softness Chewiness Overall reference

Nutty taste  1.000

Roughness －.226  1.000

Moisture  0.363*** －.524*** 1.000

Softness  0.311* －5.97***  .810*** 1.000

Chewiness  0.326*** －.568***  .665***  .668*** 1.000

Overall reference  0.409*** －.574***  .703***  .785***  .794*** 1.000

* p<0.05, *** p<0.001.

유의 으로 감소하 다. 이는 떡의 수분함량에 의한 것으로

찰옥수수설기떡의수분함량측정결과와일치하는것으로보

인다. 

부드러운정도(Softness) 역시 조군이가장높았으며, 찰

옥수수분말의첨가량이증가됨에따라유의 으로감소되었

는데, 이는설기떡에찰옥수수분말을첨가하는경우건조찰

옥수수에함유된섬유소함량이 100 g당 3.90 g이며, 건조백미

의섬유소함량은 0.3 g6)으로차이가나는것에기인하는것으

로사료된다. 씹힘성(Chewiness)의경우, 조군에서가장높

은값을나타냈으며, 찰옥수수분말 5% 첨가군과 10% 첨가군

에서는커다란차이를보이지않았으나, 15% 이상의첨가군

에서는유의 으로감소하 다. 이는설기떡에서차수수가루

첨가가증가할수록씹힘성이약하게평가되었다는채와홍
21)

에 의한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따라서 찰옥수수분말을 첨가하여 설기떡을 제조할 경우, 

5～10% 범 에서첨가하면섬유소첨가효과를볼뿐아니라

구수한맛이있으면서, 거친느낌이 고, 하며부드러운

질감을 주면서, 씹힘성이 좋은 제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능평가 검사의 세부 항목들 에서 찰옥수수 설기떡의

체 인기호도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원인을알아보

기 하여 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는 Table 8과같다.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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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on the 

overall acceptability

b β t-value

Chewiness 0.497 0.456 7.195***

Softness 0.458 0.442 6.980***

Nutty taste 0.156 0.123 2.471*

Constant=3.869, F=115.941, R2=0.756, * p<0.05, *** p<0.001.

수 95%에서 설기떡의 기호도에 가장 향을 미치는 것은

씹힘성이었으며, 이어서부드러운맛그리고구수한맛의순

으로나타났다. 즉, 씹힘성이커질수록 반 인기호도를향

상시키는가장큰원인이되었으며, 그다음으로는부드러운

맛과구수한 맛이설기떡의 기호도에양의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요약 결론

찰옥수수설기떡의개발가능성을알아보고자찰옥수수분

말을 5%, 10%, 15%, 20%를첨가하여설기떡을제조하고, 찰

옥수수 분말 첨가량에 따른 수분함량, 색도, texture 측정

능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설기떡의수분함량은 조군이 42.15%로나타났으며, 찰

옥수수분말첨가량에따라유의 으로감소하여 41.18～ 

39.39%의 분포를 보 다.

2. 설기떡의 명도는 조군이 86.80이었으며, 찰옥수수 분

말첨가량증가에따라유의 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

타났고, 색도의경우는 조군이－0.97을나타내었으

며, 찰옥수수분말첨가량증가에따라유의 으로수치

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황색도의경우는 조군

의경우가 6.80으로가장낮은값을보 으며, 찰옥수수

분말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유의 으로 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3. 견고성의경우는 조군이가장낮게나타났으며, 찰옥

수수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부착성은 찰옥수수 분말을 5%와

10%를 첨가한 경우에는 조군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 으나, 15%와 20% 첨가군에서는 첨가량에 따라 유

의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탄력성은 찰옥수수

분말 15%의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찰옥수수분

말의첨가에따라유의 으로다소증가하는경향을보

여주었다. 응집성의경우는찰옥수수분말첨가량에따

라 유의 으로 감소하 으며, 검성은 조군보다 찰옥

수수분말의첨가량이증가할수록유의 으로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4. 능검사 결과, 구수한 정도(Nutty taste)의 경우 찰옥수

수가루를 15%와 20%를첨가한경우에 조군보다다소

낮게 나타났다. 거친 정도(Roughness)는 조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찰옥수수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됨에

따라 유의 으로 증가되었다. 한 정도(Moisture)와

부드러운정도(Softness) 씹힘성(Chewiness)의경우는

조군이가장높은값을보 고, 찰옥수수분말의첨가

량이 증가됨에 따라 유의 으로 감소되었다. 반 인

기호도는 조군과찰옥수수분말을 5% 는 10% 첨가

한설기떡이유의 인차이없이유사한것으로평가되

었다.  

이상의결과로볼때찰옥수수 분말을첨가하여설기떡을

제조할 경우 5～10% 범 에서 첨가하면 구수한 맛이 있고, 

부드러운 질감을 보이는 쫄깃한 맛의 제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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