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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pssaltteok is a Korean dessert that consists of glutinous rice cakes filled with sweet bean paste. Emulsifiers 
and saccharides are used as anti-staling agents in the cakes to increase their shelf life. this is especially necessary 
for industrialized glutinous rice cakes, such as chapssaltteok. This study was conduvted to evaluate the suppression 
effects of retrogradation in chapssaltteok under various concentration of saccharides and emulsifiers (SP). Glutinous 
rice cake was manufactured with a multifunctional extruder, wrapped with polyethylene film, and stored at 4℃
for five days. The texture properties of the samples were assessed using a texture analyze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ddition of 0.5% SP, 15% sucrose, 20% low DE syrup, or 10% maltose effectively for delayed the retrogradation 
during the storag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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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떡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전통식품으로 옛날부터 제

례, 혼인, 회갑과 같은 의례음식으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명절음식으로도 전해져 왔다. 또한 계절에 따른 별식이나

손님 접대용으로 사용되는 등 한국인의 식생활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는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빵과 케익이 식생활의 일부로 자리잡는 대신

떡 소비는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1). 떡 문화의 전통

이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그 이용도가 줄어들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제조된 떡이 금방 굳고 냉동보

관해서 일일이 해동해 먹어야 되는 떡의 빠른 경화특성이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해, 떡은 케익이나 빵과

달리 쉽게 굳어지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의 식생활패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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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장 대중적인 떡 종류에 해

당하는 가래떡은 제조 후 5시간이 경과하면 굳어지기 시작

하여 하루가 지나면 그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해져

버린다(2). 찹쌀떡은 멥쌀떡에 비해서 전분의 노화속도가

느리지만 가공 후 1-2일이 지나면 호화도가 급격히 감소하

여 떡의 경도가 증가하여 딱딱하게 된다(3).

이러한 관점에서 떡의 경화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주성분

인 전분의 노화억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전분의 종류(4,5), 전분입자를 구성하는 amylose

와 amylopectin의 비율이나 구조(6,7), 전분 호화액의 농도

나 수분함량(8-10), 저장온도(11,12) 등에 따른 전분의 노화

억제에 관한 많은 연구(13,14)가 보고되었으며, 근래에는

전분에 첨가되는 당류(15-17), 효소류(18)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 전분 노화를 지연시키는 식품첨가

물로 Shin 등(19)은 당알코올류를, Kwon과 Kim(20)은 유지

류를, Kang 등(21)은 식이섬유류를, Mun 등(22)과 Ja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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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은 유화제를, Son 등(24)은 올리고당을 사용하였다. 특

히 지방산이나 유화제, 계면활성제 등은 amylose와 복합체

를 형성하여 amylose의 결정화를 막아 전분의 노화를 억제

시킨다고 알려져 있다(25,26). 찹쌀떡의 경화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찹쌀의 침지시간을 달리(27)하거나 유화제를 첨가

하여 품질에 미치는 영향(28)을 파악하는 등의 연구(3,29)

도 보고되었으나 실제 떡 산업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만

한 구체적인 연구는 진행된 바 없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유화제로 monoglyceride, lecithin, sugar

ester, sucrose fatty acid ester, polysorbate, sodium stearoyl

lactylate 등(2,22,23,28)이 전분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하였으나 실제 떡 산업에서는 제과제빵에서 기포형성제로

사용되고 있는 ‘에스피’라는 유화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분 노화 억제를 위한 당류로 설탕, 갈락토

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사이클로덱스트린, 트리할로

오스, 당알콜에 관한 연구(1,30,31)가 대부분이었으나 떡

생산업체에서는 이런 당류 외에 저감미당, 저당물엿으로도

불리워지는 저당이나 맥아당을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떡 생산업체에서 떡의 경화를 지연

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당류 및 유화제의 종류와 사용량을

사전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용빈도가 많은 당류

와 유화제를 선정하여 첨가농도에 따른 찹쌀떡을 제조하고

저장 중 물성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찹쌀떡의 저장성 개선에

효과가 있는 첨가물의 종류와 농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찹쌀은 구미 혜평농협 찹쌀을 사용

하였고, 소금은 한주소금의 정제염을 사용하였다. 노화 억

제 목적으로 사용한 당류 및 유화제는 떡 생산업체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장 사용빈도가 높았던 설탕, 저

당, 맥아당 및 에스피를 사용하였다. 이때, 설탕 (정백당)은

TS대한제당 제품을, 저당 (DE 20.0 이상)과 맥아당은 (주)

신동방CP 제품을, 에스피는 (주)하이큐푸드 제품을 사용하

였다. 에스피는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유화제로써, 주요

성분은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소

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프로필렌글리콜, 폴리소르베이트

60, 주정 및 과당이었다.

찹쌀떡의 제조

찹쌀은 수돗물로 가볍게 3회 씻은 후 상온 (20℃)의 수돗

물에 8시간 동안수침시킨 후 체에밭쳐 1시간 동안물기를

빼고, roller mill을 이용하여 분쇄한 다음 18 mesh 표준체망

에 내려 찹쌀가루로 사용하였다. 찹쌀가루는 설탕을 넣지

않고 10%의 물과 1%의 소금만을 가하여 찹쌀떡 제조를

위한 기본재료로 사용하였다. 이 기본재료에 당류인 설탕,

저당 및 맥아당을, 식품첨가물인 유화제를 농도별로 첨가

하여 각각의 찹쌀떡을 제조하였다.

기본 찹쌀떡재료에 첨가한 당류 및 유화제 농도는 현재

떡 기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함량을 조사하여 적정량을

설정하였다. 즉, 설탕 농도는 5, 10, 15%로, 저당은 5, 10,

20%로, 맥아당은 10, 15, 20%로각각농도를 달리하여 첨가

하였고, 유화제는 0.1, 0.5, 1% 농도로 각각 첨가하였다.

이렇게 찹쌀가루, 물, 소금의 기본 재료에 설탕, 저당,

맥아당, 에스피를 각각 농도별로 첨가하여 잘 혼합한 뒤

30분간 찌고 실온에서 30분간 냉각시켜 찹쌀 반죽을 만들

었다. 찹쌀 반죽은 찹쌀떡 성형기에서 일정량의 앙금을 넣

어 5×5×2 cm 크기의 찹쌀떡으로 만든 뒤 폴리에틸렌 필름

으로 포장하였다.

완성된 찹쌀떡은 4℃ 냉장조건에서 5일간 저장하면서

각각의 물성을 측정하여 품질을 비교하였다. 이때, 첨가농

도별로 25개의 샘플을 동일하게 제조하여 5개씩 그룹을

나누어 0. 1, 2, 3, 5일째에 각각의 물성을 분석하였다.

물성 측정

찹쌀떡의 물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exture

analyzer (TA-XT2, Stable Micro System, England)를 사용하

여 조직감을 측정하였다. 측정 시료의 크기는 5×5×2 cm로

하여 2회 연속 압착하였을 때 얻어지는 force distance curve

로부터 sample의 texture profile analysis (TPA)를 5회 반복

측정한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물성은 경도 (hardness), 응

집성 (cohesiveness), 부착성(adhesiveness), 탄력성 (springiness),

검성 (gumminess), 씹힘성 (chewiness) 등으로 전형적인

TPA curve는 Fig. 1과 같았고, texture analyzer의 측정조건은

Table 1과 같았다.

Table 1. Instrumental condition of texture analyzer

Contents Conditions

Instrument TA-XT2, Stable Micro System, England

Sample height 20 mm

Test mode and option TPA

Pre test speed 2.0 mm/sec

Test speed 1.5 mm/sec

Post test speed 2.0 mm/sec

Compression 30.0% of sample thickness

Time 2.0 sec

Trigger type Auto

Trigger force 10 g

Probe 50 mm



Changes in Texture Properties of Glutinous Rice Cake under Various Concentrations of Saccharides and Emulsifiers during Storage 479

Hardness : Height of first peak (H)
Cohesiveness : Area of A2 / Area of A1
Adhesiveness : Area of A3
Springiness : distance of t2 / distance of t1
Gumminess : hardness × cohesiveness
Chewiness : hardness × cohesiveness × springiness

Fig. 1. Typical first and second bite compression curve for texture
profile analysis of each sample.

통계처리

찹쌀떡의 물성 변화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

고, 각 실험군의 결과는 SPSS package program (12.0

version)을 이용하여 two-way ANOVA로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각 군간의 유의적 차이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해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유화제 첨가에 따른 물성 변화

제과제빵에서 기포 안정성 및 전분의 노화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유화제 에스피를 일부 떡 제조업체에서도 사용하

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유화제 첨가농도에 따른 찹쌀떡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즉, 기본 찹쌀떡 재료에

에스피를 각각 0.1, 0.5 및 1.0% 첨가하여 찹쌀떡을 제조한

뒤 4℃에 저장하면서 저장기간에 따른 물성변화를 측정하

였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찹쌀떡의 경도 변화는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체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유화제 첨가량에 따라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다. 유화제 0.1% 첨가군및 1.0% 첨가군은

찹쌀떡 제조 후 24시간 만에 급격한 경도 증가가 유의적으

로 나타났으며 저장 3일째에는 떡의 표면이너무딱딱해져

서 경도를 측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반면, 유화제

0.5% 첨가군은 저장 2일째와 3일째에 경도가 650.6 g/cm
2
에

서 7,420.7 g/cm
2
와 10,006.8 g/cm

2
으로 완만한 유의적 증가

경향을 나타내었고, 저장 5일째가 되어서야 경도를 측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는 유화제로 사용되는 에스피가

0.1, 0.5, 1%로 소량 첨가하여도 경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스피 0.5% 첨가시에 찹쌀떡의

노화를 지연시켜 저장성이 연장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화제 첨가농도에 따른 응집성, 부착성, 탄력성, 검성

및씹힘성은 0.1% 및 1.0% 첨가군에서 저장 3일째부터 노화

정도가 심하여 texture analyzer로 측정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유화제 0.5% 첨가군에서는 저장 5일째가 되어야

표면이단단하게 경화되어 물성 측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등 혼합 유화제로 구성된 에스피는 첨가농도를 달리 하여

찹쌀떡을 제조하였을 때, 첨가농도에 따른 농도 상관성은

없었으나 에스피 0.5% 첨가시에 찹쌀떡의 응집성, 부착성

및 탄력성이 완만하게 변화되고, 경도, 검성 및 씹힘성의

물성 변화가 개선되어 저장기간이 길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와관련하여식품첨가물에의한노화억제연구(2,22,23,28)

에서 지방산, 계면활성제, 유화제 등은 amylose-amylopectin

complex 생성을 억제하고 첨가물 성분이 amylose나

amylopectin과 일부 결합하여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전분

내 수분의 분포 변화를 가져와 전분 노화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물질이 첨가 수준에 농도

의존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sucrose fatty acid ester는 첨가량이 많을수록 노화 억제효과

가 크다고 보고 되었으나 저장 1일 이후에는 첨가수준에

따른 차이가뚜렷하지않았다거나 저장온도에 따라 첨가농

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고(22)되었다. Shin 등(28)

은 찹쌀 분말에 sugar ester 첨가가 호화전분의 점성을 높이

고 노화를 지연하는 효과가 있으나 과량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점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에스피의 구성성분인 자당지방산에스테르, 글리

세린지방산에스테르와 같은 유화제 사용은 가래떡의 노화

억제에도 효과가 있었고 그중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첨

가가 열적특성 결과로 볼때 가장 효과적인것으로 보고되

기도 하였다(2). Sucrose fatty acid 및 sodium stearoyl

lactylate에 의한 노화 억제 연구(22,23)에서도 유화제가 첨

가된 시료가 포함되지 않은 시료 보다 노화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에 의한 열적특성을

중심으로 한 결과이며, 첨가 유화제의 농도별에 따른 영향

이나 조직감의 특성변화는 보고되지 않았다. 유화제 첨가

가 찹쌀떡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28)에서도

monoglyceride, lecithin 및 sugar ester 사용시 호화도, 수분활

성도, softness 등을 분석한 결과, 유화제 첨가시에 찹쌀떡

노화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에스피와 같은 혼합

유화제에 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

는 찹쌀떡을 대량 생산하는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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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texture of glutinous rice cake added emulsifier SP

Texture Contents
(%)

Storage period (days)
F-value

0 1 2 3 5

Hardness

0.1 689.4±98.4Aa 7012.4±1314.0Cb 26928.4±6268.2Bc - - 68.6

0.5 650.6±261.8
Aa

1318.7±203.4
Aa

7420.7±1621.2
Ab

10006.8±6074.4
b

- 11.9

1.0 671.2±114.0Aa 4514.9±713.9Bb 21546.4±3634.0Bc - - 134.9

Cohesiveness

0.1 0.67±0.00
Ab

0.78±0.03
Bb

0.38±0.25
Aa

- - 9.49

0.5 0.74±0.02Bb 0.79±0.01Bb 0.79±0.02Bb 0.42±0.29a - 7.99

1.0 0.68±0.05
Aa

0.70±0.04
Aa

0.54±0.35
ABa

- - 0.88

Adhesiveness

0.1 -0.46±0.78Ab -0.80±0.67Bb -4.11±1.69Aa - - 15.47

0.5 1.49±1.25
Bb

0.31±0.73
Bb

0.24±0.68
Bb

-1.69±1.36
a

- 7.11

1.0 -0.66±1.46Ab -10.4±5.90Aa -0.25±2.58Bb - - 11.24

Springiness

0.1 0.72±0.03
Aa

0.90±0.04
Bb

0.74±0.14
Aa

- - 6.36

0.5 0.82±0.09Aa 0.84±0.02Aa 0.94±0.02Bb 0.89±0.07ab - 4.55

1.0 0.77±0.08
Aa

0.88±0.03
Ba

0.79±0.19
ABa

- - 1.12

Gumminess

0.1 459.9±66.9Aa 5495.1±1176.4Cab 10513.3±7843.7Ab - - 6.0

0.5 483.0±204.3
Aa

1041.8±161.2
Aa

5821.7±1153.5
Ab

3914.9±2810.4
b

- 15.9

1.0 460.2±103.6Aa 3174.9±555.1Ba 11226.2±7332.1Ab - - 8.7

Chewiness

0.1 332.0±53.3
Aa

4954.7±1247.2
Cab

8450.7±4049.0
Ab

- - 3.8

0.5 409.5±215.5Aa 872.5±125.9Aa 5487.9±1050.8Ab 3598.6±2877.4b - 14.3

1.0 359.1±116.2
Aa

2795.1±535.5
Ba

9907.6±7584.3
Ab

- - 6.4
1)Each value represents mean ± S.D.
2)abec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experimental sample (row). ABC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storage time (column).

Table 3. Changes in texture of glutinous rice cake added sucrose

Texture Contents(%)
Storage period (days)

F-value
0 1 2 3 5

Hardness

5 951.0±128.5
ABa

6388.2±871.4
Cb

27188.5±4110.5
Cc

- - 162.8

10 1048.9±63.8Ba 3813.5±323.2Ba 15273.0±1324.8Bb 18676.8±5764.3b 27724.0±3409.8c 62.2

15 895.9±62.5
Aa

2812.2±267.8
Aa

3728.5±2079.9
Aa

10329.2±5567.6
b

18327.0±5938.4
c

18.1

Cohesiveness

5 0.39±0.02Aa 0.66±0.06Bb 0.58±0.14Ab - - 12.42

10 0.40±0.01
Aa

0.59±0.02
Ac

0.71±0.03
Ba

0.55±0.09
c

0.48±0.01
b

42.51

15 0.38±0.02Aa 0.56±0.06Ab 0.63±0.06ABc 0.70±0.02d 0.70±0.02d 49.55

Adhesiveness

5 -1.63±2.11
Aa

-5.31±2.65
Aa

-6.84±7.58
Aa

- - 1.56

10 -2.53±0.86Aa -8.22±6.74Aa -4.97±4.84Aa -12.66±7.78a -8.19±11.59a 1.52

15 -1.51±0.76
Aa

-6.41±4.50
Aa

-1.49±2.79
Aa

-4.35±6.82
a

-8.52±7.57
a

1.78

Springness

5 0.44±0.06Aa 1.01±0.22Bb 0.89±0.09ABb - - 22.66

10 0.48±0.06
Aa

0.76±0.06
Ab

0.93±0.05
Bbc

1.05±0.25
c

0.87±0.12
b

14.69

15 0.44±0.07Aa 0.74±0.06Ab 0.79±0.09Abc 0.94±0.05d 0.87±0.05cd 39.96

Gumminess

5 373.4±68.2
ABa

4208.1±616.8
Ca

15860.1±5160.9
Cb

- - 36.1

10 414.4±15.6Ba 2249.0±181.9Bb 10917.3±1322.3Bc 9860.2±1926.6c 13190.4±1764.3d 95.8

15 338.1±30.2
Aa

1570.1±244.4
Aa

2410.4±1528.9
Aa

7299.2±4052.8
b

12893.6±4197.9
c

18.5

Chewiness

5 165.6±52.9Aa 4308.0±1505.1Ba 14176.1±5400.1Bb - - 24.7

10 198.5±17.1
Aa

1702.7±203.7
Ab

10146.7±864.2
Bc

10032.6±365.0
c

11457.3±2546.5
c

128.8

15 150.6±36.5Aa 1171.8±260.9Aa 1990.6±1387.7Aa 7030.9±4102.9b 11230.4±3555.8c 17.4
1)Each value represents mean ± S.D.
2)abec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experimental sample (row). ABC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storage time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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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in texture of waxy rice cake added low DE syrup

Texture Contents(%)
Storage period (days)

F-value
0 1 2 3 5

Hardness

5 1271.2±290.5Aa 2688.4±341.6Ba 16569.9±4285.9b 22409.0±2714.1c - 69.2

10 1195.3±169.4A 2137.3±392.4A - - - 24.3

20 1184.8±112.5Aa 2953.5±366.9Bb 7083.9±1254.6c 14504.3±812.5d - 294.6

Cohesiveness

5 0.38±0.00
Ba

0.64±0.02
Cb

0.74±0.05
b

0.72±0.17
b

- 25.89

10 0.28±0.03
A

0.52±0.04
A

- - - 117.58

20 0.49±0.05
Ca

0.57±0.01
Bb

0.74±0.03
c

0.77±0.04
c

- 60.76

Adhesiveness

5 -1.72±2.96
Aab

-0.07±1.42
Ab

-2.29±1.71
ab

-4.52±2.55
a

- 2.63

10 -9.83±12.90
A

-1.66±4.14
A

- - - 1.79

20 -1.61±0.84
Aa

-1.87±3.81
Aa

-0.18±0.96
a

-1.22±1.06
a

- 0.64

Springiness

5 0.54±0.07Ba 1.01±0.45Ab 0.86±0.09ab 0.89±0.00ab - 3.19

10 0.42±0.10A 0.68±0.09A - - - 19.17

20 0.56±0.06Ba 0.67±0.06Aab 0.82±0.13bc 0.95±0.23c - 7.50

Gumminess

5 477.6±111.6Ba 1741.3±188.5Ba 12201.8±2886.8b 16252.4±5229.1c - 39.2

10 334.4±65.6A 1097.5±176.8A - - - 81.9

20 580.0±102.7Ba 1674.0±196.0Ba 5242.4±1135.2b 11130.9±1222.6c - 159.5

Chewiness

5 258.7±74.4
Ba

1407.4±140.3
Ca

10605.2±3146.3 14440.1±4643.3
c

- 33.2

10 142.1±44.8
A

743.7±121.5
A

- - - 107.9

20 326.5±±83.6
Ba

1128.0±224.9
Ba

4377.4±1422.4
b

10478.2±2240.4
c

- 59.9
1)Each value represents mean ± S.D.
2)abec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experimental sample (row). ABC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storage time (column).

Table 5. Changes in texture of waxy rice cake added maltose

Texture Contents(%)
Storage period (days)

F-value
0 1 2 3 5

Hardness

10 924.7±171.3Aa 1939.6±397.8Aa 2906.2±734.5a 11060.5±3173.0b - 39.9

15 1597.3±212.8B 16232.2±1642.8B - - - 390.3

20 2035.7±189.7
C

7240.4±1792.3
C

- - - 41.7

Cohesiveness

10
B
0.65±0.06

b
0.69±0.03

Ab
0.71±0.02

b
0.51±0.14

a
- 6.00

15 0.54±0.02
A

0.74±0.09
A

- - - 23.94

20 0.59±0.03A 0.68±0.03A - - - 21.22

Adhesiveness

10 -3.05±2.56Aa -10.41±7.02Aa -17.02±19.49a -4.48±4.61a - 1.78

15 -4.89±1.83A -1.83±0.53B - - - 12.87

20 -3.97±0.49
A

-2.89±2.80
B

- - - 0.73

Springiness

10 0.71±0.06
Ba

0.75±0.08
Aab

0.84±0.06
b

0.77±0.09
ab

- 2.46

15 0.58±0.04
A

0.84±0.07
A

- - - 51.44

20 0.68±0.13AB 0.80±0.09A - - - 2.71

Gumminess

10 597.1±119.0Aa 1336.6±281.1Ab 2043.3±459.6c 5332.1±684.2d - 112.9

15 857.5±95.7B 12081.9±2324.6C - - - 116.4

20 1210.1±172.9
C

4934.8±1262.9
B

- - - 42.7

Chewiness

10 429.9±112.8
Aa

1003.1±256.7
Ab

1716.9±412.2
c

4059.8±332.2
d

- 141.7

15 495.7±85.1
A

10283.9±2498.1
C

- - - 76.7

20 843.5±275.5B 4046.3±1482.8B - - - 22.6
1)Each value represents mean ± S.D.
2)abec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experimental sample (row). ABC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storage time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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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에스피를 사용함으로써 떡 생산업체에서 보다 직접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설탕 첨가에 따른 물성 변화

설탕을 일정 비율로 첨가하여 제조한 찹쌀떡의 물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설탕의 첨가농도를

5, 10 및 15%로 달리 하였을 때,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첨가 농도에 따른 유의적인 물성 변화가 있었다.

즉, 5% 설탕 첨가군은 저장 1일째와 2일째에걸쳐경도가

급격히 증가하고검성과씹힘성의 변화가두드러지게 증가

되더니 저장 3일째에는 찹쌀떡이 너무 딱딱해져서 경도,

응집성, 부착성, 탄력성, 검성 및 씹힘성을 모두 측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10% 및 15% 설탕 첨가군에서

는 저장 5일째까지도모든물성을 측정할 수 있었으며 경도,

검성 및 씹힘성의 변화도 완만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설탕이 물과 상호작용하여 비결정성 영역

에흡수된 자유수가 감소하고 결정부분이안정화되어겔화

가 일어나는것을 지연시켜전분의 노화를 막는다는김(32)

의 보고를 고려할 때, 설탕 첨가량이 많을수록 찹쌀떡의

저장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설탕의 첨가농도는

10-15%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경도를 기준으

로볼때, 5% 설탕 첨가군은 저장 2일째에 경도가 951.0에서

277,188.5 g/cm
2
였고, 10% 설탕 첨가군은 저장 5일째에 경

도가 27,724.0 g/cm2인데 반해 15% 설탕첨가군은 저장 2일

째까지도 유의적인 경도 증가가 없었으며, 저장 3일과 저장

5일째의 경도가 10,329.2 및 18,327.0 g/cm
2
으로 크게 증가

하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찹쌀떡의 경화 억제에는 설탕

15% 첨가가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저당 첨가에 따른 물성 변화

떡 대량 생산업체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는 저당이 찹쌀

떡의 노화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저당을 일정비

율로 첨가하여 찹쌀떡 제조 후, 4℃에서 5일간 저장하면서

물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때 저당의 첨가농도는 떡 생산

업체에서 사용빈도가 높았던 5, 10 및 20%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Table 4와 같이 저당 5% 첨가군과 20% 첨가군은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찹쌀떡의 물성이 전체적으로

유의적인 증가 경향을 보였으나 저장 3일째까지는 물성

측정이 가능하였다. 저당 10% 첨가군은 저장 1일째부터

표면이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하더니 저장 2일째부터는

같은 조건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찹쌀떡의 경화가

심해져 모든 물성 항목을 측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저장 3일째까지 물성 측정이 가능했던 저당 5% 첨가군과

20% 첨가군에서도 저장기간에 따른 경도, 탄력성, 검성,

응집성, 씹힘성 등의 변화가 20% 첨가군에서 완만하였다.

특히 경도의 변화에 있어서 5% 첨가군은 저장 0일에

1,271.2 g/cm
2
이던 경도가 저장 2일과 3일째에 16,569.9와

22,409.0 g/cm
2
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 첨가군은 저장

2일째와 3일째에도 7,083.9와 14,504.3 g/cm
2
으로 훨씬 낮은

경도 변화를 보였다. 따라서 찹쌀떡 저장 중 물성 변화를

토대로 볼때, 저당은 20% 첨가군에서 물성 변화가 가장

적어 찹쌀떡의 노화 및 경화를 어느 정도 지연시키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맥아당 첨가에 따른 물성 변화

맥아당을 일정비율로 첨가하여 제조한 찹쌀떡의 물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았다.

맥아당 첨가량에 따른 물성 변화는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맥아당 15%

및 20% 첨가군은 저장 1일째까지만 물성 측정이 가능하였

고 저장 2일째부터는 떡이 너무 단단해져서 물성을 측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10% 맥아당 첨가군에서는 저장

3일째까지도 물성 측정이 가능하였으며, 저장 2일째까지

유의적인 경도 증가가 나타나지않았고, 저장 3일째에 유의

적인 경도 증가를 보였다. 또한 10% 첨가군에서는 저장

3일째까지 부착성의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검성이나씹힘성의 변화도완만하게 증가하는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당류 중 맥아당은 15% 및 20% 첨가 보다는 10%

첨가가 찹쌀떡의 경화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분의 수분함량은 45～50% 범위에서 분자 유동성이

커 재결정화가 가장 잘 일어나 전분의 노화가 일어난다는

Slade(33)와 Billiaderis(34) 등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맥아

당 첨가량에 따른 물성 변화는 찹쌀떡 내의 수분함량과

관계가 있는것으로 생각된다. 즉, 높은 경도 변화를 보여준

15% 맥아당 첨가군의 수분함량은 40-43%였던 반면 경도

증가가낮았던 10% 맥아당 첨가군의 수분함량은 39-40%였

던 것(data not shown)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찹쌀떡의 경화 억제 및 저장성 개선을 위하여 대규모

떡 생산업체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당류 및 유화제를

이용하여 저장 중 물성 변화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때

유화제 및 당류의 첨가농도는 떡 생산업체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농도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즉, 찹쌀떡에 첨가한

유화제는 에스피로 0.1, 0.5, 1%로 첨가하였고, 당류로는

설탕을 5, 10, 15%, 저당을 5, 10, 20%, 맥아당을 10, 15,

20%로 각각 첨가하여 찹쌀떡을 제조한 뒤 4℃에 저장하면

서 물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에스피 첨가농도는 0.5%

일때, 설탕 첨가농도는 15% 일때, 저당 첨가농도는 20%

일때, 맥아당 첨가농도는 10% 일때 저장기간에 따른 물성

변화가완만하게 일어나고 찹쌀떡의 경화 억제에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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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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