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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소 블랑코 치즈를 첨가한 설기떡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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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lgidduk samples were prepared with substitutions of 5, 10, 15, and 20% Queso blanco cheese powder (QBCP)
to rice flour basic formulation, along with a control, were then compared in terms of quality characteristics
including moisture content, external surface appearance, color, textural characteristics, and sensory analysis,
in order to determine the optimal ratio of formulation. Moisture content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ulgidduk samples. For external surface appearance, as QBCP content increased, darkness and yellowness
increased. With regard to color, lightness decreased with increasing QBCP content, while redness and yellowness
increased. In terms of textural characteristics, hardness, gumminess, and springiness increased as QBCP content
increased. The control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fracturability than the QBCP samples. Adhesiveness was
highest at the 5% QBCP substitution level, while lowest at the 20% level. Cohesiveness was minimal the 10%
QBCP sampl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QBCP samples. Chewiness and resilience were not sig-
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QBCP samples. In sensory evaluation, color, flavor, and overall acceptability de-
creased, while softnes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QBCP samples. Cheese flavor, saltness, milk fat
taste, moistness and off-flavor increased with increasing QBCP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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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즈(cheese)는 우유가 응고될 때 형성되는 반고체 물질

인 응유(curd)를 주성분으로 제조한 식품이다(1). 현재 우리

나라에서 제조되는 치즈는 5백여 종에 이르며, 국민소득의

증가와 서구화된 식생활로 국내 치즈의 소비량은 빠른 속도

로 증가하고 있다. 원유 10으로 치즈 1이 만들어지므로 치즈

에는 10배의 우유가 농축되어 있으며, 우유의 영양 성분 중

칼슘의 70%, 단백질 75%, 지방 90%와 비타민 대부분이 치

즈 쪽으로 옮겨진다(2). 치즈에는 동양인에게 설사를 유발하

는 유당이 적어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안심하고 섭취

할 수 있다. 그중 카이소 블랑코(Queso blanco) 치즈는 누구

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치즈로 신선하고 약간의 소금기가 있

는 우유 치즈(3)로 열과 산에 의한 침전치즈이며(4), 약간의

산미와 slice 형태의 잘 갈라지는 성질을 가진 부드러운 향미

의 치즈이다(5). 카이소 블랑코 치즈의 성분조성은 수분 52

～53%, 단백질 22～24%, 지방 16～18%, 유당 2～3%, 염분

2.5%, pH 5.3～5.5이다.

전통음식중 하나인 떡은 그 종류가 200여 종으로 매우 다

양하며 조리법 또한 발달되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품이

다(6). 떡은 단순히 곡물을 증숙하던 것에서 다른 식물 등을

섞음으로서 다양하게 변화되었다(7). 이중 설기떡의 명칭은

규합총서에서 ‘하얗게 쪄낸 음식’을 백설기라 하였으며 삼칠

일 백일 첫돌과 삼신고사 등의 의례에 쓰였다. 백설기는 섞

는 재료에 따라 완두콩설기, 쑥설기, 호박설기 등 이름이 달

라지며 다양한 견과류나 채소를 첨가하여 제조할 수 있다

(8). 백설기에 관한 연구는 백설기의 제조 배합비(9), 녹차 및

홍차 추출액(10), 파래 분말(11), 적갈색 유색미(12), 곶감 추

출물(13), 살구즙(14), 다시마(15), 당절임 유자(16), 떫은 감

농축액(17), 대추가루와 설탕의 혼합비율에 따른 설기떡의

품질특성(18), 생고구마(19) 등을 첨가한 연구가 있다. 반면

동물성 식품을 첨가한 설기떡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패스트 식품의 소비가 늘어가고 서양화되어지는 입

맛으로 인하여 쌀 소비가 감소되고, 전통식품인 떡의 이용율

또한 낮아지는 추세이다. 설기떡의 주재료인 쌀의 연간 양곡

소비량은 약 2 kg씩 줄어들고 있으며 1인당 일일 소비량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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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for Sulgidduk added with Queso blanco
cheese powder

Ingredients (g)
Queso blanco cheese powder (%)

0 5 10 15 20

Rice flour
Sugar
Water
Salt
Cheese powder

1)

1000
100
200
10
0

950
100
216.17
10
33.84

900
100
232.33
10
67.67

850
100
248.5
10
101.51

800
100
264.66
10
135.34

1)
Moisture content of Queso blanco cheese powder=1.08%.

Steeping in 10 hr at 20oC

⇓
Draining for 1 hr

⇓
Milling

⇓
Mixing with other ingredients

⇓
Passing through 20 mash seive

⇓
Steaming at 100

o
C to 20 min

⇓
Stop heating and leave

undisturbed for 5 min on steamer

⇓ 
Sulgidduk with cheese powder

Fig. 1. Flow chart of Sulgidduk added with Queso blanco
cheese powder.

시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나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쌀 소비 증대와 쌀에 부족한 영양성

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타민과 무기질, 동물성 단백질을

함유한 카이소 블랑코 치즈를 첨가한 설기떡을 제조하여 수

분함량, 색도, 외관관찰, 조직감, 관능검사를 측정하여 치즈

설기떡의 최적 배합비를 결정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쌀(참조은쌀, 다시농협미곡처리장, 2008년), 설탕(백설

2008년) 소금(샘표, 2008년)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카이

소 블랑코 치즈는 순천대학교 동물자원학과 유과학 실험실

에서 제조하여 이용하였다.

쌀가루의 제조 방법

실험에 사용한 멥쌀가루는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농협 미

곡처리장에서 생산된 참조은 쌀(일반계 2009년산)을 구입하

여 자동 세미기에서 25분간 세미한 후 10시간 수침하여 체에

건져 1시간 물기를 뺀다. Roller mill을 이용하여 2번 분쇄하

여 20 mesh standard sieve에 3회 내렸다. 체에 내린 쌀가루

는 retort pouch에 1 kg씩 진공포장 하여 -25oC에서 냉동보

관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쌀가루는 냉장고에서 12시간 동

안 해동 후 사용하였으며, 이 쌀가루의 수분함량은 33.01%

±0.11이었다.

카이소 블랑코 치즈분말의 제조 방법

실험에 사용한 카이소 블랑코 치즈분말(Queso blanco

cheese powder)은 동결 건조된 치즈를 Roller mill을 이용하

여 1번 분쇄하여 20 mesh standard sieve에 1회 내려 500

g씩 진공포장 후 냉동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카이소

블랑코 치즈 분말의 수분함량은 1.08±0.05%였다.

설기떡의 제조 방법

설기떡의 재료 배합비는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설기떡

의 제조 공정 Fig. 1과 같다. 쌀가루 1 kg, 소금 10 g, 설탕

100 g, 치즈분말, 물을 혼합하여 20 mesh체에 3회에 걸쳐

체에 내린 후 쌀가루 1 kg에 대한 예비 실험을 통해 제조

비율 및 방법을 결정하였다. 치즈분말은 쌀가루 건물 당 5%,

10%, 15%, 20%의 비율로 첨가하였고, 수분함량을 동일하게

조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의 양도 조정하였다. 재료의 혼합

과 시간은 대조군과 치즈분말 첨가군에 동일하게 적용하였

다. 혼합된 시료는 스테인리스 이중 찜기에 스테인리스 사각

틀(22.5 cm×22.5 cm×4.5 cm)을 얹은 후 떡가루를 25 조각

낸 후 젖은 천을 위에 덮었다. 98～99
o
C에서 20분간 예열된

찜기에서 20분 동안 찐 후, 뚜껑을 덮은 채 5분간 뜸을 들였

다. 제조된 설기떡은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면보를 덮은 채로

식힌 후, 랩으로 싸서 20
o
C에서 저장하면서 실험재료로 사용

하였다.

카이소 블랑코 치즈분말의 일반성분 분석

치즈 분말의 조회분은 직접회화법으로 분석하였고, 조지

방과 조단백질은 원소분석기(EA1110, Thermo Quest, Milan,

Italy)로 분석하였다. 탄수화물은 시료 전체 무게에서 수분,

조회분, 조지방, 조단백질을 뺀 나머지 값을 %로 표시하였다

카이소 블랑코 치즈를 첨가한 설기떡의 품질 특성

수분함량: 설기떡의 수분함량은 중심부 3 g을 취하여 상

압가열건조법으로 5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나타

내었다.

색도 측정: 색도는 Geon(20)의 방법에 준하여 직경 2 cm,

높이 1 cm의 cell에 넣어 색차계(Chroma Meter, CR-200b,

Minolta, Osaka, Japan)를 사용하여 L(명도), a(+적색도/-녹

색도), +b(황색도)값으로 나타내었다. 사용된 표준색판은

L=97.10, a=+0.13, b=+1.88이었고, 실험에 사용된 쌀가루의

색도는 L=55.09, a=-0.29, b=+2.53이었으며, 치즈 분말의 색

도는 L=64.12, a=-1.26, b=+12.52로 나타났다.

외관 관찰: 외관 관찰은 디지털카메라(C-4040zoom, Olym-

pus,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설기떡의 외관을 플래시가

터지지 않도록 하여 검은 배경을 무대로 하여 촬영하였다.

이때 샘플과 카메라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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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peration condition of texture analyzer for Sulgidduk
added with Queso blanco cheese powder

Mode Measure force in compression

Option
Sample size
Load cell
Pre-test speed
Test speed
Post-test speed
Distance
Time
Trigger type
Data acquisition rate
Probe

TPA
4×4×4.5 cm
25 kg
2.0 mm/s
1.0 mm/s
1.0 mm/s
30%
3 sec

Auto-10 g
200 pps

100 mm compression plate

Table 3. Moisture content of Sulgidduk added with Queso blanco cheese powder

Queso blanco cheese powder (%)

0 5 10 15 20

Moisture content (%) 39.15±1.24NS 39.54±3.76 39.98±1.13 39.40±3.05 39.83±0.87
Mean±SD (n=15).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0% 5% 10% 15% 20%

Fig. 2. External appearance of Sulgidduk added with Queso
blanco cheese powder.

조직감: 조직감은 Kim과 Lee(21)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texture analyzer(TA-XT2i, Stable Micro Systems, Godal-

ming, England)에 100 mm compression plate를 장착하고

시료를 2회 연속적으로 침입시켰을 때 얻어지는 force-time

curve로부터 견고성(hardness), 부서짐성(fracturability), 부

착성(adhesiveness), 응집성(cohesiveness), 탄력성(springi-

ness), 점착성(gumminess), 씹힘성(chewiness) 및 복원성

(resilience)을 측정하였으며, 분석 조건은 Table 2와 같다.

관능검사: 소비자 기호도와 특성강도 검사는 순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생을 선정하여 9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였다.

소비자 기호도의 평가 항목은 색(color), 향미(flavor), 부드

러움(softness), 종합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로서

대단히 좋아한다(강하다)는 9점, 좋지도 싫지도 않다는 5점,

대단히 싫어한다(약하다)는 1점으로 나타내었고, 품질특성

강도는 치즈향(cheese flavor), 짠맛(salty taste), 유지방 맛

(lipid taste), 촉촉한 정도(moistness), 부적합한 향미(off-

flavor)를 아주 심하다: 9점, 전혀 없다: 1점으로 나타내었다.

시료는 설기떡을 제조하여 1인분을 15 g으로 정하여 흰 플라

스틱 접시에 담아서 제공하였다. 선별된 패널은 나이·성별

등을 기록하고 각 시료는 물컵, 시료를 뱉는 컵과 정수기에

서 받은 물을 시료 사이에 제공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SPSS 프로그램(SPSS 12.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

을 실시하였고, 각 측정 평균값간의 유의성은 p<0.05 수준으

로 Duncan의 다중범위시험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카이소 블랑코 치즈 분말의 일반성분

설기떡에 대체한 치즈 분말의 일반성분은 수분 6.846%,

조회분 5.003%, 조지방 38.800%, 단백질 40.748%, 탄수화물

8.603%이었다.

카이소 블랑코 치즈를 첨가한 설기떡의 품질 특성

수분함량: 카이소 블랑코 치즈 분말 대체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설기떡의 수분함량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수분함

량은 대조군이 39.15%로 가장 낮았고, 치즈 분말 대체군들

은 39.54～39.98%이었으며 대조군과 실험군들 간에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다. 이는 토마토 분말(22), 타피오카 분말(23),

노루궁뎅이 버섯 분말(24)을 첨가한 설기떡의 결과와 유사

하였다.

외관 관찰: 치즈 분말 대체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설기떡

의 외관은 Fig. 2에 나타내었다. 외부색은 치즈 분말 대체량

이 증가할수록 어둡고 노란색이 진해졌으며, 이는 치즈 분말

의 carotenoids 색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되었다

색도: 카이소 블랑코 치즈분말 설기떡의 색도는 Table 4

에 나타내었다. L, a, b값은 카이소 블랑코 치즈분말 첨가량

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대

조군의 L값이 61.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즈분말

20% 첨가에서 L값은 56.63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어

카이소 블랑코 치즈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은 감소하

여 진한색을 나타내었다. 이는 죽순분말(25), 어성초 분말

(26)을 첨가한 설기떡의 연구와 같은 경향으로 첨가한 부재

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가 감소하는 선행 연구와의

색도 측정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a값은 20% 첨가

군이 -2.26으로 가장 낮았고 대조군이 -1.52로 가장 높았으

며 다른 모든 첨가군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5). 가루녹차를 첨가한 설기떡(27)의 연구에서도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b값은 대조

군이 5.47로 가장 낮았고 치즈분말 첨가량이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냈으며, 20%와 15% 첨가군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

다. 알로에 원액을 첨가한 설기떡(28) 연구에서도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b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조직감: 카이소 블랑코 치즈 분말 대체량을 달리하여 제

조한 설기떡의 조직감은 Table 5와 같았다. 견고성은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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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unter's value of Sulgidduk added with Queso
blanco cheese powder

Cheese
powder (%)

L a b

0
5
10
15
20

61.73±2.26a
60.40±1.63b
58.93±1.14c
59.91±2.54b
56.63±2.36d

-1.52±0.06a
-1.76±0.04b
-1.96±0.12c
-2.03±0.13d
-2.26±0.05e

5.47±0.15d
6.05±0.77c
6.82±0.46b
7.90±0.58a
8.09±0.67a

Mean±SD (n=36).
Means with different small character superscripts in each col-
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5. Texture of Sulgidduk added with Queso blanco cheese powder

Queso blanco cheese powder (%)

0 5 10 15 20

Hardness
Fracturability
Adhesiveness
Springiness
Cohesiveness
Gummines
Chewiness
Resilience

238.66±23.01d
10.34±0.13a
6.21±3.74b
0.78±0.04bc
0.70±0.02a

166.94±18.36d
486.87±335.18NS
0.39±0.03NS

263.10±37.62c
10.28±0.13ab
14.90±14.17a
0.79±0.03b
0.69±0.02a
182.93±29.92cd
637.84±153.55
0.38±0.02

288.69±30.14b
10.26±0.18ab
11.83±10.89ab
0.76±0.03c
0.67±0.02b
194.00±22.44bc
595.57±230.70
0.36±0.01

291.27±31.30b
10.31±0.23a
8.45±11.95ab
0.80±0.03ab
0.69±0.02a
201.87±24.14b
598.44±286.85
0.38±0.02

316.72±26.92a
10.17±0.07b
4.64±5.80b
0.82±0.03a
0.70±0.02a
221.54±24.49a
668.80±356.32
0.39±0.02

Mean±SD (n=12).
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each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6. Sensory characteristics of Sulgidduk added with Queso blanco cheese powder

Sensory attributes
Queso blanco cheese powder (%)

0 5 10 15 20

Cheese flavor
Saltness
Milk fat taste
Moistness
Off-flavor
Color
Flavor
Softness
Overall acceptability

1.71±1.20e
2.13±1.55d
2.16±1.43e
3.95±1.79c
1.98±1.41d
6.92±1.32a
6.09±1.48a
5.85±1.61NS
6.14±1.52a

3.76±1.89d
2.61±1.54cd
3.95±1.88d
4.43±1.83bc
2.79±1.63cd
6.44±1.31b
5.39±1.49b
5.92±1.41
5.56±1.51bc

4.56±1.81c
3.11±1.66c
4.67±1.63c
4.90±1.76ab
3.24±1.71bc
5.91±1.39c
5.46±1.51b
6.05±1.53
5.67±1.54b

5.41±1.92b
3.92±1.98b
5.42±1.77b
4.93±1.82ab
3.66±1.82ab
5.45±1.48d
5.06±1.71bc
5.75±1.55
5.17±1.67cd

6.04±1.88a
4.50±2.18a
6.01±1.91a
5.27±2.01a
4.03±2.20a
5.02±1.64e
4.86±0.77c
5.64±1.59
4.99±1.68d

Mean±SD (n=100).
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each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이 238.66±23.01로 가장 낮았고, 카이소블랑코 치즈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0.05). 신선초(29), 뽕잎(30)을 첨가한 설기떡 연구에서도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견고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

서짐성은 대조군이 10.34±0.13으로 가장 높았고, 5, 10, 15%

는 대조군과 비슷하였으나 20% 10.17±0.07로 가장 낮은 값

을 나타내었다. 부착성은 5% 첨가군이 14.90±14.17로 부착

성이 가장 높았고, 10, 15%는 5%와 비슷하였으나 대조군과

20% 첨가군은 각각 6.21±3.74, 4.64±5.80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탄력성은 10% 첨가군까

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5%, 20% 첨가군은 증가하여

20% 첨가군이 0.82±0.03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

며, 10% 첨가군이 0.76으로 탄력성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

었다(p<0.05). 백봉령 가루(31), 누에 동충하초 분말(32)을

첨가한 연구에서는 탄력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

와 차이를 보였다. 점착성은 대조군이 166.94±18.36으로 가

장 낮았고, 치즈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오가피 열매 가루(33), 느티잎

가루(34)를 첨가한 연구에서도 첨가량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응집성, 씹힘성과 복원성은 대조군과 치

즈 분말 첨가군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관능검사: 카이소 블랑코 치즈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설기떡의 소비자 기호도 검사 결과는 Table 6과 같았다. 색

은 대조군이 6.92로 가장 높았고, 카이소 블랑코 치즈분말

첨가군 5%일 때 6.44, 10% 첨가군은 5.91, 15% 첨가군은

5.45, 20% 첨가군은 5.02로 점점 낮아졌으나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어린 보리가루(35)첨가 설기떡의 연구에서

도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

를 보였다. 향미는 대조군이 6.25로 가장 높았고, 5% 대체군

은 5.39이고, 10% 대체군은 5.39, 15% 첨가군은 5.06, 20%

첨가군은 4.86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부드러움은

10% 첨가군이 6.05로 가장 높았으나 대조군과 첨가군 사이

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복분자가루(36), 도라

지가루(37)를 첨가한 연구에서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부드

러움이 좋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합적인 기호도는 대

조군이 6.14로 가장 높았고, 첨가군들 중에서는 10% 첨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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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67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각 항목마

다 치즈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p<0.05). 소비자 기호도는 20% 첨가군에서 향

미, 종합적인 기호도를 제외하고는 첨가군 모두가 보통 이상

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치즈분말 첨가군 중에서는 치즈분말

을 10% 첨가한 설기떡이 가장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었다.

요 약

동물성 단백질을 함유한 카이소 블랑코 치즈를 첨가함으

로써 영양적인 가치를 높인 치즈 설기떡을 개발하고자 치즈

분말을 5%, 10%, 15%, 20% 첨가한 설기떡을 제조하여 수분

함량, 색도, 외관 관찰, 조직감을 측정하고 관능검사를 실시

하였다. 설기떡의 수분함량은 대조군이 39.15%로 가장 낮았

고, 치즈 분말 첨가군들은 39.54～39.83%로 대조군과 첨가

군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외관 관찰 결과 카이소

블랑코 치즈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어둡고 노란색이 진

해졌다. 색도는 치즈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명도)은

감소하여 어두운 색을 나타내었고, a(적색도)는 치즈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b(녹색도)

는 치즈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부착성은 5% 대체군이 14.90으로 부착성이 가

장 높았고, 탄력성은 20% 대체군이 0.82로 탄력성이 가장

높았다. 점착성은 대조군이 가장 낮았고, 치즈 분말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

0.05). 응집성, 씹힘성과 복원성은 대조군과 치즈 분말 첨가

군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특성강도 검사에서는

치즈향, 짠맛, 유지방 맛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왔

으며, 20% 첨가군에서는 다소 강하게 나타났다. 촉촉한 정

도, 이취에서는 대조군이 가장 낮았고, 첨가군들은 모두 유

의적으로 높았다. 소비자 기호도 검사에서는 색, 향미는 대

조군이 가장 높았고, 카이소 블랑코 치즈 분말 첨가군은 보

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부드러움은 10% 첨가군이 6.05로

가장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종합적인

기호도는 대조군 6.14로 가장 높았으며, 치즈 분말 첨가군

중에서는 10% 첨가군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치즈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 제조 시

기호도를 고려한 치즈 분말 10% 첨가가 적합한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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