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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Frozen Korean traditional rice cakes (Sulgitteok and Garaetteok) were evaluated different conditions (-20°C and -10°C) 

freezing (magnetic resonance quick freezing and air blast freezing) to study differences in quality characteristics. Methods: 

Experiments analyze Korean rice cakes for water content, water activity, color, textural properties, and sensory characteristics. Results: 

Moisture content showed high value at -20°C freezing regardless of freezing method. Water activity was higher at -20°C than -10°C, 

and water activity higher magnetic resonance quick freezing than air blast freezing. The lightness values were higher -20°C freezing 

temperature compare to -10°C freezing temperature. Hardness and chewiness were the lowest -20°C magnetic resonance quick 

freezing. sensory evaluation both Sulgitteok and Garaetteok showed better overall acceptability at -20°C magnetic resonance quick 

freezing. Conclusion: Therefore, the -20°C magnetic resonance quick freezing method resulted in favorable textural properties and 

sensory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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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떡은 가장 오래된 전통식품의 한 종류로 형태 및 조리

법이 다양하고 약 190여 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의례 

식품이다(Lee CH & Maeng YS 1987, Yim KY & Kim 

SH 1988). 제조하는 방법에 따라 찐 떡, 친 떡, 지진 떡, 

삶은 떡으로 구분되어 진다. 찐 떡으로는 설기떡, 백설기, 

송편, 약식과 기주떡 등이 있고, 친 떡으로는 가래떡, 개

피떡, 인절미, 단자 등이 있다. 또한 지진 떡으로는 화전, 

부꾸미, 주악 등이 있으며, 삶은 떡으로는 경단 등이 있

다(Lee CH & Maeng YS 1987). 가래떡은 멥쌀가루에 물

을 내려 찐 다음 절구나 안반에 놓고 끈기가 나도록 쳐서 

둥글고 길게 만든 떡으로 예로부터 엄숙함과 청결함을 

의미하는 뜻에서 설날에 떡국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대중

에게는 인지도가 가장 높은 떡이다(Kang HJ 등 2012, 

Byun JI 2014). 설기떡은 물을 내리고 체에 쳐서 적당한 

수분과 공기를 혼입하여 균질화 한 다음 시루에 사뿐히 

안쳐 찌는 떡이다. 설기떡은 멥쌀가루만을 사용하여 만든 

백설기와 다양한 부재료를 첨가하여 만든 콩설기, 쑥설

기, 호박설기 등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떡 제조 시 다양

한 부재료의 사용은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어 영

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일 뿐만 아니라 재료로부터 오는 

색깔 및 형태도 다양하여 기호성이 우수한 식품이다(Park 

HY 등 2008). 다양한 떡은 우리 식생활 문화에서 큰 부

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웰빙과 전통 식품으로서의 떡이 

재조명되고 있다(Yoon SJ & Oh IS 2014). 그러나 떡은 

제조 후 시간이 지남에 따른 노화 현상으로 인해 쉽게 굳

어져 떡의 품질 및 상품성이 저하되고 이에 따른 떡의 유

통 및 판매 등의 성장 저해를 가져온다(Kim DH 1992). 

이에 따라 식미적 기호도가 급격히 떨어지므로 저장수명



Korean J Food Cook Sci 전기자장 냉동에 따른 떡의 품질 변화 149

http://www.ekfcs.org 2017; 33(2):148-154

이 짧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Lee HK 등 2010).

떡의 주재료인 쌀은 대부분이 전분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쌀전분은 아밀로오스 및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

다. 전분을 충분한 수분과 함께 호화온도 이상으로 가열

하면 전분입자가 물을 흡수하여 팽윤(swelling)이 일어난

다. 이때 전분은 점성이 증가하고 선형고분자인 amylose

가 전분입자로부터 빠져나와 구조가 파괴되며 호화가 일

어난다(Wootton M & Bamunuarachchi A 1980). 호화 상

태의 전분이 저장기간 중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돌아가 

전분분자 간에 수소결합이 형성되어 재결정화가 일어나 

경도가 증가하고 syneresis가 생기는 노화현상이 발생하여 

전분을 함유한 식품의 조직감, 소화율 및 기호도에 영향

을 준다(Kum JS 등 1996). 떡에 관련된 연구로는 당류 첨

가(Baker LA & Rayas-Duarte P 1998, Kim SS & Chung 

HY 2007a), 식이섬유 첨가(Kang KJ 등 1997), 유화제 첨

가(Mun SH 등 1996, Kim SS & Chung HY 2007b), 효소 

첨가(Song JC & Park HJ 2003) 및 천연물질 첨가(Jung 

KM & An HJ 2012) 등으로 대부분 첨가물에 의한 떡의 

노화억제 연구가 대부분이다.

식품에서의 냉동은 열을 제거하여 식품 내의 수분을 

액상에서 고상으로 상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장기 보존시 

우수한 방법 중 하나이다(Kim YB 등 2013). 냉기에 유속

을 주어 공기와 시료 간에 열전달 계수를 크게 작용하여 

냉동시키는 방법을 송풍식 냉동법(air blast freezing)이라 

하며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방법이다(Li B & Sun 

DW 2002). 자장에서 에너지를 부가하여 물 분자를 진동

시켜 수분의 빙결정화를 억제하여 냉동하는 방법을 전기

자장 냉동법(magnetic resonance quick freezing)이라 한다. 

이러한 전기자장 냉동법은 피냉동물 내·외부를 동시에 냉

동하므로 식품의 냉동 시 물분자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세포 조직의 파괴가 거의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다(Iwasaka M 등 2011).

전통 식품인 떡을 인식의 전환으로 쉽고 간편하게 이

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떡 개발을 통한 

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떡의 다양화 및 수요

에 맞춰 품질 유지를 위한 저장방법 모색이 필요하나 냉

동 방법을 활용한 떡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냉동조건에 따른 떡의 품질특성 변화

를 평가하여 떡류의 효과적인 저장방법에 대한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및 떡의 제조

설기떡은 Kim KS(1987)의 제조방법으로 설기떡을 제조

하였고, 가래떡은 Park YK 등(2011)의 제조방법으로 가래

떡을 제조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설기떡의 제조는 

멥쌀(추청)을 3회 수세하여 3시간 침수 후 30분간 체에 밭

쳐 물기를 제거한 다음 분쇄기(JL-1000, Hibell, Hwaseong, 

Korea)를 이용하여 분쇄하였다. 분쇄한 쌀가루는 20 mesh 

체에 내린 후 떡 제조에 사용하였다. 1%의 천일염을 첨

가하여 물내리기 후 설탕을 첨가하여 20분간 찐 후, 불을 

끈 상태에서 10분간 뜸을 들였다. 가래떡의 제조는 쌀가

루에 물내리기 후 20분간 찐 후, 불을 끈 상태에서 10분

간 뜸을 들였다. 찐 떡 반죽을 사출기로 사출시켜 가래떡

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설기떡과 가래떡은 2시간 방냉 후 

0.2 mm PE film으로 포장하였다. 냉동 전 제조된 설기떡

의 수분함량 47.52%, 수분활성도 0.998, 색도(L, a, b)가 

87.27, -0.97, 8.55로 나타났다. 가래떡은 수분함량 48.52%, 

수분활성도 0.999, 색도(L, a, b)는 71.85, -1.72, 5.95로 측

정되었다. 방냉 후 전기자장 -20°C 및 -10°C 냉동고(KBL-  

126DY-4D, Panasonic, Osaka, Japan)와 송풍식 -20°C 및 

-10°C 냉동고(LD-1143R, Lassele, Ansan, Korea)에 7일간 

냉동보관 후 실험 재료로 사용하였다. 냉동고에 보관된 

떡은 전자레인지(RE-551B, 2450MHz, Samsung, Suwon, 

Korea)를 이용하여 마이크로파 해동(700 W)하여 1시간 

실온 방냉 후 이화학적 및 관능적 품질특성 평가를 수행

하였다.

2. 분석 항목 및 실험방법

본 실험은 떡을 3회 제조하여 7일간 냉동 후 각각 실

험 항목 별로 3회 이상 반복 실험하여 그 평균치를 구하

였고, 각각의 실험항목 별로 유의성 검증을 확인하여 조

사하였다.

1) 수분함량 측정

수분함량은 AOAC법(AOAC 2000)에 따라 시료 1 g을 

취하여 105°C 상압건조법(SW-90D, Sang Woo Scientific 

Co., Bucheon, Korea)으로 분석하였다.

2) 수분활성도(aw) 측정

시료를 절단한 후 측정용 원형 disc에 넣어 수분활성도 

측정기(Novasina, Labmaster-aw, Lachen, Switzerland)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3) 색도 측정

시료 표면을 colorimeter(CR-210, Minolta, Osaka, Japan)

를 사용하여 명도(lightness)를 나타내는 CIE L값, 적색도

(redness)를 나타내는 CIE a값과 황색도(yellowness)를 나

타내는 CIE b값을 각각 3회 측정하였다(illuminant C). 이

때의 표준색은 L값이 97.83, a값이 -0.43, b값이 +1.98인 

calibration plate를 표준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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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resonance quick freezing Air blast freezing

-20°C -10°C -20°C -10°C

Sulgitteok
Moisture contents (%) 46.96±1.69 45.44±1.39 47.20±0.55 45.02±0.03

aw 0.997±0.001
A

0.986±0.003
B

0.995±0.002
A

0.988±0.001
B

Garaetteok
Moisture contents (%) 48.30±0.12

A
47.63±0.31

B
48.51±0.23

A
48.79±0.31

A

aw 0.996±0.002 0.992±0.001 0.995±0.005 0.991±0.001

All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es.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1. Change in the moisture contents (%) and water activity (aw) of Korean rice cakes (Sulgitteok and Garaetteok) according

to freezing conditions

4) 물성 측정

시료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후 texture analyzer(TA-  

XT2i, Stable Micro Systems Ltd., Surrey, England)를 이용

하여 물성을 측정하였다. 일정한 두께의 시료를 plate 중앙

에 평행하게 올려놓고 two-bite compression test를 이용하

고 분석 계산하여 경도(hardness, kg), 점착성(ad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 및 씹힘성(chewiness, 

kg) 등을 구하였다. 이때의 분석 조건은 maximum load 2 

kg, head speed 2.0 mm/sec, probe(φ20 mm cylinder probe), 

distance 40% 8.0 mm, force 5 g으로 설정하였다.

5) 관능검사

관능적 품질특성은 15명의 패널요원을 선발하여 시료

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용어, 평가기준 등을 훈련시킨 후 

평가를 실시하였다(Kim SI 등 1993). 평가 대상인 떡은 2 

× 2 × 2 cm의 크기로 제공하였다. 기호도 조사 평가 항

목은 외관, 촉촉함, 맛, 조직감 및 전체적인 기호도에 대

하여 기호도 조사를 하였다. 차이식별 조사 항목은 촉촉

함 및 조직감에 대한 강도로 모든 항목은 9점 척도법에 

의해 평균치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이때 정도 및 강도에 

관한 항목은 ‘1점=매우 건조하다 및 단단하다, 9점=매우 

촉촉하다 및 부드럽다’이며 기호도에 관한 항목은 ‘1점=

매우 나쁘다, 9점=매우 좋다’로 설정하여 관능검사를 실

시하였다.

6) 통계분석

본 실험은 떡을 각각 실험 항목 별로 3회 이상 반복 실험

하여 그 평균치를 구하였고, 각각의 실험항목 별로 유의성 

검증을 확인하여 조사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Program(ver. 

9.1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의 GLM(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를 통하여 분석하였고, 처리구간의 

평균간 비교는 Duncan의 다중검정을 통하여 유의성 검정

(p<0.05)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냉동방법에 따른 떡의 수분함량 및 수분활성도 비교

냉동방법에 따른 떡의 수분함량 및 수분활성도 측정 결

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설기떡의 수분함량은 45.02-  

47.20%로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냉동온도

에 따라 -20°C에 비해 -10°C 냉동 시 수분함량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래떡의 경우 -10°C 전기자장 냉동 시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수분함량을 보였다(p<0.05). 수분

함량은 전기자장 냉동 및 송풍식 냉동법에 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온도에 따라 -20°C 냉동 시 떡의 수분 감소를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Park YM(2014)의 

연구에 따르면 인절미의 경우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수분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Koh BK(1999)의 

설기떡의 저장방법에 따른 연구에서는 실온 저장에 비

해 냉동한 떡의 수분함량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전분겔의 저장 중 수분은 plasticizer로서 작용하여 수

분함량이 높으면 유리전이온도를 낮추므로 재결정화가 

일어나는 온도를 더 낮출 수 있으므로 수분함량이 저장

온도에 따른 노화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Biliaderis C 199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냉동저장이 떡

의 수분함량 유지에 효과적이며 특히 냉동 온도가 낮을

수록 수분함량 유지에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떡의 

저장 중 품질 유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분활성도(aw) 측정 결과 설기떡은 0.988-0.997의 범

위로 저장온도에 따라 -20°C 냉동 시 유의적으로 높은 수

분활성도를 보였다(p<0.05)(Table 1). 냉동방법에 따라 

송풍식 냉동법에 비해 전기자장 냉동법을 이용 시 수분

활성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가래떡의 수분활성도는 

0.991-0.996의 범위로 모든 처리구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C 전기자장 냉동법을 이용 시 수분

활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Kim MY & Chun SS(2009)

의 연구에 따르면 호밀-밀 혼합빵의 수분활성도와 조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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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resonance quick freezing Air blast freezing

-20°C -10°C -20°C -10°C

Sulgitteok

L-value 85.66±0.69
AB

84.29±2.42
B

86.42±0.51
A

84.09±0.18
B

a-value -0.94±0.02
B

-0.86±0.11
A

-0.94±0.04
B

-0.94±0.01
B

b-value 9.14±0.22
B

9.68±0.65
A

9.14±0.43
B

9.87±0.07
A

Garaetteok

L-value 71.25±1.15
A

70.70±0.81
AB

71.00±1.05
AB

69.78±0.92
B

a-value 0.63±0.16
A

0.85±0.08
A

0.53±0.12
B

0.78±0.29
A

b-value 5.17±0.95 5.10±0.20 4.83±0.44 4.92±0.32

All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es.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Change in color values of Korean rice cakes (Sulgitteok and Garaetteok) according to freezing conditions

이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

라서 전기자장 냉동방법의 수분활성도가 높게 유지되어 

냉동 전의 떡과 가장 유사하게 촉촉함을 유지하는데 효

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냉동방법에 따른 떡의 색도 비교

Table 2는 냉동방법에 따른 떡의 표면색도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설기떡은 -10°C 냉동에 비해 -20°C 냉동 시 

명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냉동방법에 따른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설기떡 적색도의 경우 -10°C 전기자장 냉

동 시 -0.86으로 가장 높은 적색도를 보였다. 설기떡의 황

색도는 명도와 반대의 경향으로 -10°C 냉동 시 9.68 및 

9.87로 -20°C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수치으로 나타났다

(p<0.05). 가래떡은 -20°C 전기자장 냉동 시 71.25로 가장 

높은 명도 수치를 보였다(p<0.05). 가래떡의 적색도는 냉

동 온도에 따라 -10°C 냉동 시 높게 나타났고 냉동방법에 

따라 전기자장 냉동법 이용 시 송풍식 냉동법에 비해 높

은 적색도를 보였다. 가래떡의 황색도에서는 냉동 온도에 

따른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냉동방법에 따라 전기자

장 냉동법이 5.10-5.17로 송풍식 냉동법 4.83-4.92보다 높

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Kim BW 등(2005)은 설기떡을 

20°C에서 36시간 저장하였을 때 명도는 차이가 크게 나

타나지 않았고 적색도와 황색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고

하였다. Lee JW 등(2013)은 4°C에서 3일간 냉장 저장한 

가래떡은 저장 전의 가래떡에 비해 명도의 감소, 적색도

의 증가 및 황색도의 감소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Lee CH 등(1995)은 냉동 저장 유무에 따라 조리한 가래

떡의 색도를 측정하였을 때 냉동 저장 후 조리한 가래떡

은 냉동저장 없이 조리한 가래떡과 비교하여 낮은 명도

를 나타내었다. Park YM(2014)의 연구에 의하면 인절미

의 경우 냉동 저장 1일 후 명도와 황색도는 각각 72.95에

서 72.00, 14.19에서 13.75로 낮아지고 적색도는 -3.56에

서 -2.21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났다. 이를 통해 냉장 및 

냉동 보관, 저장기간에 의해 색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냉동 전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와 비교하여 냉동온도가 낮은 -20°C에서 변화가 

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색도의 변화는 온

도에 의한 영향으로 냉동저장 시 떡을 저장할 경우 저장

온도가 낮을수록 품질 유지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

단되었다.

3. 냉동방법에 따른 떡의 물성특성 비교

냉동방법에 따른 떡의 물성 특성으로는 경도, 점착성, 

탄력성, 응집성 및 씹힘성을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설기떡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냉동방법에 따른 경향성을 나타

내었다. 경도 측정 결과 -20°C 전기자장 냉동 시 설기떡

의 경도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냉동온도에 따라 -20°C 

냉동 시 -10°C 조건에 비해 낮은 경도값을 나타냈으며 냉

동방법에 따라 전기자장 냉동법이 송풍식 냉동법 보다 

낮게 나타났다. 씹힘성의 경우 -20°C 전기자장 냉동 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가래떡의 경우 냉동방법에 따라 

유의적인 물성의 차이를 보였다. 경도 0.81 kg, 탄력성 

0.91 및 씹힘성 0.67 kg으로 -20°C 전기자장 냉동한 가래

떡이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한

편, Kim BW 등(2005)과 Lee JW 등(2013)의 연구에서 설

기떡과 가래떡의 경도, 씹힘성 및 점착성이 저장기간 경

과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YM(2014)의 

연구 결과, 인절미 냉동 저장 1일 경과 후 경도가 유의적

인 증가를 보였고 점착성과 검성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노화에 의한 영향으로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냉동에 의해 떡의 품질이 저

하되지만 냉동조건에 따라 품질 저하를 지연시킬 수 있

으며 냉동온도가 낮을수록, 전기자장 냉동 조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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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resonance quick freezing Air blast freezing

-20°C -10°C -20°C -10°C

Sulgitteok

Apparence 7.89±0.60 7.78±0.67 7.67±0.50 7.56±0.53

Moistness 7.89±0.78
A

7.22±0.44
B

7.89±0.78
A

7.22±0.44
B

Taste 8.44±0.53
A

7.44±0.53
B

7.67±0.71
B

7.44±0.53
B

Tenderness 8.22±0.44
A

7.78±0.44
AB

7.67±0.50
B

7.67±0.50
B

Overall acceptability 8.33±0.71
A

7.67±0.50
B

7.89±0.60
AB

7.56±0.53
B

Moistness (degree) 7.67±0.50
AB

7.33±0.71
AB

7.78±0.44
A

7.11±0.60
B

Tenderness (degree) 8.11±0.60 7.67±0.50 7.78±0.44 7.67±0.50

Garaetteok

Apparence 8.33±0.50
A

8.00±0.50
AB

7.67±0.50
B

7.56±0.53
B

Moistness 7.78±0.44 7.89±0.33 7.78±0.44 7.67±0.50

Taste 8.33±0.50
A

7.67±0.50
B

7.67±0.50
B

7.89±0.60
B

Tenderness 8.22±0.67
A

7.78±0.44
AB

7.67±0.71
AB

7.89±0.33
B

Overall acceptability 8.33±0.50
A

7.67±0.50
B

7.56±0.53
B

7.44±0.53
B

Moistness (degree) 7.89±0.33
A

7.67±0.50
AB

7.56±0.53
AB

7.67±0.50
B

Tenderness (degree) 7.89±0.33 7.67±0.50 7.56±0.53 7.44±0.53

All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es.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Change in sensory characteristics of Korean rice cakes (Sulgitteok and Garaetteok) according to freezing conditions

Magnetic resonance quick freezing Air blast freezing

-20°C -10°C -20°C -10°C

Sulgitteok

Hardness (kg) 0.59±0.05 0.68±0.01 0.66±0.01 0.73±0.18

Adhesiveness -305.68±117.54 -327.70±230.34 -312.18±230.34 -267.38±155.95

Springiness 0.93±0.02 0.94±0.02 0.92±0.02 0.95±0.02

Cohesiveness 0.82±0.02 0.81±0.01 0.81±0.01 0.80±0.02

Chewiness (kg) 0.45±0.05 0.49±0.0.08 0.49±0.08 0.55±0.13

Garaetteok

Hardness (kg) 0.81±0.04
B

1.19±0.13
A

1.14±0.17
A

1.12±0.05
A

Adhesiveness -650.19±156.58 -714.16±226.45 -637.06±216.81 -483.71±79.24

Springiness 0.91±0.02
B

0.92±0.01
B

0.93±0.02
AB

0.95±0.01
A

Cohesiveness 0.92±0.01 0.92±0.01 0.92±0.01 0.91±0.01

Chewiness (kg) 0.67±0.03
B

1.00±0.11
A

0.97±0.13
A

0.96±0.04
A

All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es.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Change in texture properties of Korean rice cakes (Sulgitteok and Garaetteok) according to freezing conditions

떡 노화 지연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4. 냉동방법에 따른 떡의 관능적 특성 비교

Table 4는 냉동방법에 따른 떡의 관능적 특성을 기호도 

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설기떡은 냉동방법 및 온도

에 따른 외관 및 조직감에 대한 기호적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기호도에서는 -20°C 전기자장 냉동

한 설기떡이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 촉촉함은 강도 

및 기호도 평가하였으며 촉촉함의 강도는 냉동방법에 따

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냉동 온도에 따라 -20°C에서 

냉동한 떡이 가장 촉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촉촉함에 대

한 기호도에서는 촉촉함의 강도가 높게 평가될수록 기호

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조직감도 강도 및 

기호도를 평가하였으며 강도 평가 결과 유의적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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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았으나 기호도에서는 -20°C 전기자장 냉동한 설기

떡이 가장 높은 기호도로 평가되었다(p<0.05). 가래떡은 외

관에서 냉동 온도가 낮을수록, 냉동 방법에 따라 전기자장 

냉동법 이용 시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맛에 대한 기호도의 경우 -20°C 전기자장 냉동한 가래떡

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 냉동한 가래떡

의 전반적인 기호도는 -20°C 전기자장 냉동 시 다른 처리

구(7.44-7.67점)에 비해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기호를 보였

다. 촉촉함은 강도 및 기호도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냉

동방법 및 냉동 온도에 따른 강도 및 기호도 모두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직감 강도의 경우 처리구별 차이

는 없었으나 기호도의 경우 -20°C 전기자장 냉동법이 8.22

점으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인 반면 -10°C 송풍식 냉동

법은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기호를 나타내었다(p<0.05). 따

라서 떡의 경우 냉동 저장 시 품질 유지를 위해 온도가 낮

은 -20°C가 가장 우수하였으며 냉동 방법에 따라 전기자

장 냉동법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냉동방법(전기자장식 냉동 및 송풍식 

냉동)의 조건(-20°C 및 -10°C)을 달리한 냉동떡의 품질특

성 차이를 평가하였다. 수분함량은 냉동방법에 관계없이 

-20°C 냉동 시 높은 수분함량을 나타냈으며 수분활성도

의 경우 냉동온도가 낮을수록 높았으며, 송풍식 냉동에 

비해 전기자장식 냉동법으로 냉동 할 경우 높은 활성도

를 보였다. 물성 측정 결과는 설기떡과 가래떡 모두 경도 

및 씹힘성이 -20°C 전기자장 냉동법을 이용하였을 때 가

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관능적 특성 검사에서는 

-20°C 전기자장 냉동한 떡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좋은 것

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낮은 온도의 전기자장 냉동법

이 물리적 및 관능적 품질특성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떡의 냉동 저장방법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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