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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떡볶이조리용양념조성물및이를포함하는즉석조리용떡볶이

요약

본 발명은 액상원료를 혼합, 가열한 후, 분말원료를 투입하고 혼합, 가열, 살균하여 제조되는 떡
볶이용 양념 조성물로서, 상기 액상원료가 고추장 8.0~45.0 중량부, 사골엑기스 0.2~3.0 중량부, 효모엑
기스 0.4~4.0 중량부, 소스풍미유 0.3~1.0 중량부, 연유 0.3~3.0 중량부 및 물 5.0~30 중량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분말원료가 트레할로스 2.0~4.0 중량부, 조미료 0.4~15 중량부, 전분 0.4~5.0 중량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선택적으로 상기 액상원료에 부가되는 짜장소스 10.0~81.0 중량부, 상기 분말원료
에 부가되는 치즈분말 5.0~15.0 중량부, 또는 이들 양 성분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떡볶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즉석 조리용 떡볶이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지금까지 떡볶이 양념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맛을 적용한 떡볶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과 가정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는 맛있는 즉석 조리용 떡볶이를 얻을 수 있
다.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떡볶이 조리에 사용될 수 있는 양념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특히 떡볶이를 보다 쉽고 <1>
간편하고 맛있게 요리할 수 있도록, 떡복이 요리에 필요한 모든 양념을 우수한 풍미와 장기간의 보존성을 
가지로록 배합, 조리하여 얻어지는 떡볶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과 이 양념 조성물을 포함하는 즉석 조리용 
떡볶이에 관한 것이다. 

떡볶이는 가래떡과 함께 옛부터 우리 민족의 고유의 음식으로서 자리 잡아 왔다.  명절 중 원단<2>
(元旦)에는 가래떡을 만들어 떡국을 끓여서 차례상에 올리고 정월 대보름까지 가래떡을 소재로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즐겨 먹었으며, 그 중 하나인 떡볶이는 지금까지도 대중화된 음식으로써 인기를 누리고 있
다.  그런데, 전통 떡볶이는 그 조리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차츰 퇴색되고 말았으며, 최근에는 간단
한 양념을 사용하여 조리하여 먹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것도 시중 분식점을 중심으로 그 명맥을 유지할 
뿐 가정에서는 소재의 준비와 조리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직접 조리하여 먹는 기회를 좀처럼 찾기 어려
운 실정이다.

전통 떡볶이는 흰떡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 쇠고기와 여러 가지 야채를 섞고 갖은 양념을 하여 볶<3>
은 음식으로, 흰떡은 4cm정도의 길이로 잘라 2~4갈래로 썰고 쇠고기는 잘게 채썰어서 양념에 재어 두고, 
파, 미나리, 당근은 떡과 같은 길이로 썰어 살짝 볶아놓고, 달걀은 흰자와 노른자로 나누어 지단을 부쳐 
느타리, 표고와 함께 마름모꼴로 각각 썬 후, 냄비에 양념한 고기와 버섯을 넣어 볶고 물을 조금 부어 간
을 맞춘 후 떡과 당근을 넣어 다시 볶고, 떡이 익으면서 간이 베면 미나리와 파를 넣고 잠깐 볶은 후 설
탕을 넣은 다음, 오목한 그릇에 담고 마름모꼴로 썬 달걀 지단을 얹고 실백을 뿌리거나 호두와 은행을 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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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조리하므로, 실제로 그 조리법이 매우 까다롭다(두산백과사전). 

이에 따라, 간단히 조리가 가능하도록 떡볶이용 양념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이<4>
어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대한민국 특허공개 제96-6570호에는 고추장, 짜장, 올리고당, 물엿 등의 원료
를 혼합 교반 한 후, 양념류를 가하고 살균처리하여 얻어지는 떡볶이 양념 조성물이 개시되어 있다.  그
러나, 이 양념 조성물은 단순히 시중 분식점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원료에 칼슘분말과 올리고당을 첨
가한 것으로, 원료의 신규성이 없고, 제조 공정 중에서는 맛을 숙성시키는 공정이 없이 혼합 후 바로 살
균함으로써 액상의 양념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어우러진 좋은 맛을 얻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양념 소재를 충분히 이용하면서 청소년 층이나 젊은 여성 층<5>
의 기호에 맞도록 새로운 양념 소재를 첨가함으로써 맛을 다양화 시킴과 동시에 장기 보존하여도 원래의 
풍미와 맛을 잃지 않는 떡볶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양념 조성물과 함께 별도 포장된 건더기 스프와 떡볶이용 떡을 함께 포장하<6>
여 제공함으로써 가정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조리 할 수 있는 맛있는 즉석 조리용 떡볶이를 제공하고
자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를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하면, 액상원료를 혼합, 가열한 후, 분말원료를 투입하고 혼합, 가열, <7>
살균하여  제조되는  떡볶이용  양념  조성물로서,  상기  액상원료가  고추장  8.0~45.0  중량부,  사골엑기스 
0.2~3.0  중량부, 효모엑기스 0.4~4.0  중량부, 소스풍미유 0.3~1.0  중량부, 연유 0.3~3.0  중량부 및 물 
5.0~30 중량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분말원료가 트레할로스 2.0~4.0 중량부, 조미료 0.4~15 중량
부, 전분 0.4~5.0 중량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떡볶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이 제공
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의하면, 상기 원료가, 상기 액상원료에 부가되는 짜장소스 10.0~81.0 <8>
중량부, 상기 분말원료에 부가되는 치즈분말 5.0~15.0 중량부, 또는 이들 양 성분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
어진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떡볶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에 의하면, 상기 액상원료가 참기름 0.3~4.0 중량부, 소고기엑기스 <9>
0.4~4.7 중량부, 매운맛 소스 0.1~1.0 중량부, 마늘 3.0~5.0 중량부, 파 3.0~5.0 중량부, 양파 3.0~5.0 
중량부, 간장 0.2~1.0 중량부, 물엿 0.5~10.0 중량부 및 파프리카 0.03~0.7 중량부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성분을 하나 이상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떡볶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에 의하면, 상기 분말원료가 난각칼슘 0.01~0.1 중량부 또는 멸치분<10>
말 0.5∼1.5 중량부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떡볶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이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A) 상기 양념 조성물 20~50 중량부; (B) 절단한 어포 20~40 중량%, 절<11>
단하여 건조한 양배추 25~40 중량%, 절단하여 건조한 양파 10~25 중량% 및 절단하여 건조한 파 5~20 중량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건더기 스프 조성물 3~20 중량부; 및 (C) 떡볶이용 떡 100~250 중량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즉석 조리용 떡볶이가 제공된다.

이하,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12>

본 발명의 떡볶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은 액상원료와 분말원료로부터 제조되며, 액상원료에는 기<13>
존의 기본 양념인 고추장, 참기름 이외에, 사골엑기스, 효모엑기스, 소스 풍미유, 연유 등이 사용되고, 
분말원료에는 트레할로스, 전분 등이 사용된다.

또한, 떡볶이 양념의 맛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짜장소스 및/또는 치즈분말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14>
수 있다.   

짜장소스는 두류, 곡류를 발효 숙성하여 만든 춘장에 돼지고기, 양파, 생강 등을 다져 함께 볶아 <15>
제조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 연령층에서 가장 선호하는 음식중에 하나이다.

치즈는 서양에서부터 전해져 우리나라에도 어린 연령층으로부터 매우 일반화 된 식품으로 특히 <16>
카제인 중에는 칼슘, 인, 황 등이 많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무기질이 좋은 공급원이 된다.  또한 비타민 
A, B 등의 미량 원소도 많아 보건, 미용, 어린이 및 성인용 식품으로 매우 적당하다.

본 발명에서는 양념의 맛을 구수하게 하기 위하여 사골엑기스, 효모엑기스가 액상원료로 첨가된<17>
다.  구수한 맛을 더 보강하고자 할 경우 소고기엑기스를 추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골엑기스는 소 뼈를 주 원료로 하여 가압, 추출, 정제한 것으로, 칼슘과 여러 가지 미네랄이 <18>
함유되어 있어 전통적으로 양공급과 원기회복용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현재 식품의 정미소재로 널
리 이용되고 있다.

효모엑기스는 맥주, 빵 효모를 자기 소화시켜 만든 것으로, 식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맛을 내는 <19>
정미소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아미노산, 펩타이드, 비타민, 무기염류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에너
지원으로서 좋은 소재로 알려져 있다.

소고기엑기스는 순수한 정육을 95∼100℃에서 2시간 정도 열수 추출한 후, 5∼7시간 동안 효소 <20>
분해하고 여과하여 농축한 것으로, 단백질, 지질, 무기질, 비타민 등의 양성분이 풍부하고 특히 유리아
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조미식품에서 구수한 맛을 내는 정미소재로 널리 이용된다.  

떡볶이는 강한 열에 볶아서 조리하기 때문에 열에 의해 특유의 구수한 풍미를 잃기 쉽다.  이를 <21>
방지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소스 풍미유를 일정량 첨가하며, 이로써 언제나 구수한 풍미를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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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소스풍미유는 식용 가능한 정제우지를 고온, 예를 들어 100∼150℃로 가열하면서 양파, 고추가루, 
마늘, 파 등을 투입하여 향기와 맛 성분을 추출하고 여과하여 얻을 수 있다.

고추장의 매운맛을 순화시키기 위하여 액상원료에 연유를 약간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액상원료에는 참기름, 매운맛소스, 파프리카 등을 0.3~4.0 중량부, 0.1~1.0 중량부, 0.03~0.7 중<23>
량부의 양으로 각각 첨가하여, 고소한 맛, 매운맛을 부여할 수 있으며, 특히 파프리카는 열에 변화되기 
쉬운 고추장의 색을 맛깔스럽게 유지해 준다.  또한, 여기에 마늘 3.0~5.0 중량부, 파 3.0~5.0 중량부, 
양파 3.0~5.0 중량부, 간장 0.2~1.0 중량부, 물엿 0.5~10.0 중량부 등을 더 첨가할 수 있다.

분말원료에는 트레할로스, 조미료, 전분 등이 사용된다. <24>

떡볶이의 주 양념 소재인 고추장은 강한 열에 장시간 볶으면 갈변 되어 검붉은 색으로 변하여 식<25>
감이 좋지 않게 되는데 이는 고추장에 있는 조청의 갈변에 기인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이를 방지하
기 위하여 트레할로스라는 비환원성인 이당류를 사용하여 고추장 본래의 좋은 식감이 유지되도록 한다.  
트레할로스(Trehalose)는  포도당 2분자가 α, α-1, 1로 결합한 비환원성 당질로서 감미도는 설탕의 45% 
수준이며, 비착색성, 내열, 내산성이 뛰어나고 단백질 변성 방지 효과도 좋아 소스의 색상유지와 식감 유
지에 우수한 효과가 있다.   다만, 떡볶이의 원료로 짜장소스가 사용되는 경우, 고추장 고유의 색상 유지
의 필요성이 감소하므로, 트레할로스를 적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조미료는 식염 0.2~1.0  중량부,  설탕  5∼12  중량부,  글루타민산나트륨 0.2~1.0  중량부,  핵산 <26>
0.003~0.02 중량부, 호박산 0.004~0.03 중량부 및 후추 0.04~0.3 중량부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성분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분은 떡볶이 양념으로서의 좋은 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첨가하며, 아세칠아디핀산 전분이 특<27>
히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분말원료에는 난각 칼슘이 0.01∼0.1 중량부 더 첨가될 수 있다.  칼슘은 인과의 <28>
비율이 1:1일때 인체 흡수율이 가장 좋은데 우골분이나 우유칼슘에는 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난각에
는 인의 함유량이 0.1%나 되어 인체 흡수율이 좋아 우수한 칼슘 공급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난각 칼
슘 대신 멸치분말 0.5∼1.5 중량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성물의 원료를 종래 기술에서와 같이 단순히 혼합만 하는 경우, 양념이 서로 어우러져 조화된 <29>
맛을 얻기가 어렵다.  본 발명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액상원료를 혼합, 가열하여 일정시간 숙성시키고, 
다시 분말원료를 가하고 가열하여 숙성시키는 시간을 갖는다.  가열처리는 30∼60℃에서 10∼30분간 행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혼합,  가열  숙성이  끝난  원료  조성물은  살균하여  최종  제품화  한다.   살균은 
80~100℃에서 15~60분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본 발명의 떡볶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은 배합비율에 의해 배합된 원료에 의하여 언제나 <30>
균일한 맛을 나타내므로, 본 발명의 조성물을 이용하여 맛과 풍미가 우수한 떡볶이를 재현성있게 조리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떡볶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은 즉석 조리용 떡볶이의 구성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31>
다.  

즉석 조리용 떡볶이는 (A) 떡볶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 (B) 건더기 스프 및 (C) 떡볶이용 떡으로 <32>
구성될 수 있으며, (A) 20~50 중량부, (B) 3~20 중량부, (C) 100~250 중량부의 비율로 별도 포장하여 제
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더기  스프는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건조한  어포  20~40  중량%,  양배추 
25~40 중량%, 양파 10~25 중량% 및 파 5~20 중량%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떡복이용 떡은 상온 보존 가능
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의한 즉석 조리용 떡볶이 재료를 혼합, 가열함으로써, 다양한 풍미의 떡복이를 간편하<33>
게 조리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떡볶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과 즉석 조리용 떡볶이의 제조 공정을 보다 상세히 설<34>
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공정 : 원료의 전처리 <35>

마늘, 양파, 파는 물로 잘 세척하여 각각 1~10mm크기로 잘 쵸핑(Chopping)하여 냉장보관 하여 둔<36>
다.

제 2 공정 : 난각칼슘의 제조<37>

난각을 단백질 소성로에서 1000℃로 3시간 동안 소성 시킨 후 물로 세척하고 뜨거운 물에서 난각<38>
막을 제거한 후 100℃에서 건조한다.  이를 400메쉬로 미분세 하여 살균하고 포장하여 별도 보관하면서 
사용한다. 

제 3 공정 : 짜장소스의 제조<39>

제조 탱크에서 돈육을 볶으면서 채종유를 투입하여 가열한다.  여기에 양파와 양배추를 넣어 계<40>
속 볶은 것을 원료 A로 한다.

다음은 채종유, 돈지를 가열하면서 춘장을 투입하여 볶는다.  여기에 양파, 마늘, 생강을 투입하<41>
여 계속 볶고, 전분을 넣어 가열하여 호화 시킨 것을 원료 B로한다.

원료  A와  원료  B를  혼합하여  95℃에서  20~60분간  살균하여  포장  보관하면서  짜장소스로 <42>
사용한다. 

제 4 공정 : 소스풍미유의 제조<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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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가능한 정제우지를 140℃로 가열하여 양파, 고추가루, 마늘, 파 등을 투입하여 향기와 맛 <44>
성분을 추출한후 여과하고 냉각하여 냉장 보관 하면서 원료로 사용한다.

제 5 공정 : 분말원료의 혼합 공정<45>

트레할로스 및 전분과, 선택적으로 제 2 공정에서 제조한 난각칼슘 또는 멸치분말, 식염, 설탕, <46>
글루타민산나트륨, 핵산, 호박산, 후추 및/또는 치즈분말을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무중력 혼합기에 넣
고 혼합한다.

제 6 공정 : 가온 혼합 공정<47>

제조탱크에, 고추장, 사골엑기스, 효모엑기스, 제4공정에서 얻은 원료, 연유 및 물과, 선택적으<48>
로 참기름, 연유, 파프리카, 물과, 선택적으로 제1공정, 제2공정, 제3공정에서 제조한 각 원료 성분, 소
고기엑기스, 매운맛소스 및/또는 파프리카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투입하여 회전날개를 40rpm으로 회
전하면서 30∼60℃에서 10∼30분간 가온 교반하여 맛을 숙성시킨다.  여기에 제5공정에서 얻은 분말원료
를 투입하고 온도를 계속 유지 하면서 10∼20분간 완전히 혼합한다.

제 7 공정 : 살균공정<49>

제6공정이 완료 되면 제조 탱크를 밀폐한 후 80~100℃에서 30~60분간 살균한다.<50>

제 8 공정 : 포장 및 냉각공정<51>

제 7공정이 완료 되면 밀폐된 관을 통해 포장탱크로 이송하며, 포장 탱크는 항상 50~80℃의 온도<52>
를 유지하게 하며 1식당 25~50g으로 포장한다.  포장시의 품온은 50~75℃를 유지하여 공중 낙하균의 오염
을 방지한다.  포장된 제품은 고온의 잠열에 의한 제품열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온으로 급냉하여 떡볶이 
조리용 양념을 완성한다.

제 9 공정 : 떡복이 조리용 건더기 스프의 포장<53>

복원 가능한 어포를 일정한 크기, 예를 들어 가로 25mm, 세로 10mm, 두께 0.2mm로 절단한다.  또<54>
한, 양배추, 파, 양파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후 열풍건조한다.  예를 들어, 양배추는 가로 20mm, 세로 
20mm, 양파는 가로 10mm, 세로 10mm, 파는 10mm 크기로 절단할 수 있다. 

건조된 중량을 기준으로 어포 20~40%, 양배추 25~40%, 양파 10~25%, 파 5~20%가 되도록 혼합하여 <55>
떡볶이 조리용 건더기 스프를 완성한다.  1식당 포장 중량은 5~20g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10 공정 : 완제품 포장<56>

제8공정에서  제조한  떡볶이  조리용  양념과  제9공정에서  제조한  건더기  스프와  떡볶이용  떡 <57>
100~250g을 함께 포장하여 일인분의 즉석 조리용 떡볶이 제품을 완성한다.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에 의하여 설명한다.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58>
해 제공하는 것일 뿐, 본 발명이 이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에서 %는 특별한 언급이 없
는 한 중량%를 의미한다.

실시예 1<59>

떡볶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의 제조<60>

식염 1%, 글루타민산나트륨 1%, 핵산 0.015%, 호박산 0.022%, 설탕 11%, 전분 2.2%, 후추 0.22%, <61>
난각칼슘 0.02% 및 트레할로스 2%를 무중력 혼합기에 넣고 10분간 혼합하여 분말원료를 제조하 다.  제
조탱크에 사골엑기스 2중량%, 효모엑기스 2중량%, 소고기엑기스 4.4중량%, 소스풍미유 0.7중량%, 연유 2
중량%, 고추장 28.5중량%, 참기름 1.3중량%, 파프리카 0.7중량%, 매운맛소스 0.7중량%, 생마늘 3.7중량%, 
생양파 3.2중량%, 물엿 4.4중량%, 짜장소스 10중량%, 치즈분말 7중량% 및 물 11.923중량%을 투입하여 혼
합하면서 가온하 다.  이때 제조탱크의 펠러를 40rpm으로 회전시키면서 60℃에서 20분동안 혼합하 다.  
혼합이 완료된 후, 미리 혼합하여 둔 분말원료를 모두 제조탱크에 투입하여 동일한 온도에서 20분간 완전 
혼합하면서 맛을 숙성시켰다. 

혼합이 완료된 후, 제조 탱크의 펠러 회전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온도를   95℃까지 올려 30분<62>
간 살균하 다.  살균 완료시점까지 고형분 함량이 65%이상이 되지 않도록 제조탱크내의 수분증발에 주의
한다.  살균이 완료 되면 제조탱크내의 제품 품온을 80℃까지 냉각하여 포장탱크로 이송하 다.  포장탱
크에서는 품온을 75℃로 유지하면서 포장투입 순간의 품온을 7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 1인분량의 떡
볶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을 40g씩 포장하 다.  포장 후 포장된 제품의 품온을 상온으로 급냉한 후 박스
에 담아 적재함으로써 고추장 맛을 주로하는 떡볶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을 완성하 다.

떡볶이 조리용 건더기 스프 제조<63>

건조 어포를 41.7%, 건조 양배추 33.3%, 건조 양파 16.7%, 건조 파 8.3%를 혼합하여 6g중량으로 <64>
포장하여 떡볶이 조리용 건더기 스프를 제조하 다.

완제품 포장 <65>

상온 보존한 떡볶이용 떡을 160g중량으로 포장한 것과 떡볶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 1식, 건더기 <66>
스프 1식을 함께 포장하여 즉석 조리용 떡볶이 제품을 완성하 다.  

관능검사<67>

실시예 1의 떡볶이 양념과 물, 떡볶이 떡, 건더기 스프의 비율 중량비로 1 : 2.5 : 4 : 0.15이 <68>
되도록 혼합하여 떡볶이를 조리한 다음,  전문업소(신당동 떡볶이,  신당동 소재)의 떡볶이 요리(비교예 
1)와 선호도를 비교하기 위해 20~30세 성인 여성그룹과 10~13세의 초등학생 그룹, 14~19세의 중·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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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40명씩 총 120명을 대상으로 5점 척도법으로 관능검사를 실시 하 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떡볶이의 선호도 평가 I<69>

초등학생 그룹 중고등학생 그룹 성인 여성 그룹

실시예 1 비교예 1 실시예 1 비교예 1 실시예 1 비교예 1

전체적인 맛 4.22 3.32 3.85 3.21 3.95 3.12

매운맛 정도 3.53 3.21 3.75 3.33 4.23 3.51

식감/색상 4.45 2.78 4.25 3.46 3.68 3.23

조리 간편성 4.88 1.25 4.76 2.45 4.58 2.11

비 고 5점:매우 좋다. 4점:좋다. 3점:보통이다. 

2점:나쁘다. 1점:매우나쁘다.

표 1에서의 관능검사 결과를 보면, 실시예 1의 제품을 조리한 떡볶이가 전문업소의 떡볶이보다 <70>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떡볶이 조리의 간편성에서는 월등히 편리하다고 하 다.

실시예 2<71>

실시예 1의 분말원료의 조성비를 식염 0.7%, 글루타민산나트륨 1%, 핵산 0.012%, 호박산 0.020%, <72>
설탕 15%, 전분 2.5%, 후추 0.17%, 칼슘 0.03%, 트레할로스 2.3%, 치즈분말 12%로 하고, 실시예 1의 액상
원료의 조성비에서 파프리카, 매운맛 소스, 짜장소스를 제외한 사골엑기스 2.5%, 효모엑기스 2.5%, 소고
기엑기스 4.0%,  소스풍미유 0.9%,  연유 3%,  고추장 28%,  참기름 4%,  생마늘 2.5%,  생양파 2.9%,  물엿 
5.0%, 물 10.968%로 하여, 실시예1과 동일한 공정으로 치즈맛을 주로 하는 떡볶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을 
제조하 다.  실시예 1에서와 같이 건더기 스프와 상온 보존 가능한 떡볶이용 떡을 포장하여 떡볶이 제품
을 완성하 다. 

실시예 3<73>

실시예 1의 분말원료의 조성에서 치즈 분말을 제외하고, 식염 1.0%, 글루타민산나트륨 1.0%, 핵<74>
산 0.015%, 호박산 0.02%, 설탕 11%, 전분 1.0%, 후추 0.3%, 칼슘 0.03%, 트레할로스 2.0%로 하고, 실시
예1의 액상원료에서 짜장소스를 제외하고, 사골엑기스 2.5%, 효모엑기스 2.5%, 소고기엑기스 3.1%, 소스
풍미유0.9%, 연유 2.5%, 고추장 38.5%, 참기름 1.4%, 생마늘 6.0%, 생양파 6.0%, 물엿 10%, 매운맛 소스 
1.0%, 파프리카 0.5%, 산분해 아미노산 간장 1.0%, 물 7.755%로 하여, 실시예1과 동일한 공정으로 고추장 
맛을 주로 하는 떡볶이 조리용 양념조성물을 제조하 다.  실시예 1에서와 같이 건더기 스프와 상온 보존 
가능한 떡볶이용 떡을 포장하여 떡볶이 제품을 완성하 다.

실시예 4<75>

실시예 1의 분말원료에서 치즈분말, 칼슘분말, 트레할로스를 제외하고, 조성비를 식염 0.6%, 글<76>
루타민산나트륨 0.6%, 핵산 0.01%, 호박산 0.013%, 설탕 6.6%, 전분 1.3%, 후추 0.13%, 멸치분말 1.04%로 
하고, 실시예1의 액상원료에서 파프리카를 제외하고, 조성비를 사골엑기스 0.6%, 효모엑기스 1.3%, 소고
기엑기스 2.6%, 소스풍미유 0.4%, 연유 1.3%, 고추장 26.3%, 참기름 0.8%, 생마늘 2.2%, 생양파 1.9%, 물
엿 2.6%, 매운맛 소스 0.4%, 짜장소스 40%, 물 9.307%로 하여 실시예1과 동일한 공정으로 짜장맛을 주로
하면서 고추장 맛을 가미한 떡볶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을 제조하 다.  실시예 1과 같이 건더기 스프와 
상온 보존 가능한 떡볶이용 떡을 포장하여 떡볶이 제품을 완성하 다.

실시예 5<77>

실시예 1의  분말원료에서 조성비를 식염 1.0%,  글루타민산나트륨 1.0%,  핵산  0.014%,  호박산 <78>
0.02%, 설탕 10%, 전분 2.0%, 후추 0.21%, 난각칼슘 0.02, 치즈분말 8.1%,트레할로스 2.7%로 하고, 실시
예  1의  액상원료에서  짜장소스를  제외한  조성비를  사골엑기스  1.0%,  효모엑기스  2.0%,  소고기엑기스 
4.7%, 소스풍미유 0.6%, 연유 2.0%, 고추장 40.3%, 참기름 1.2%, 생마늘 3.4%, 생양파 3.0%, 물엿 4.0%, 
매운맛 소스 0.6, 파프리카 0.05, 물 12.086%로 하여 실시예 1과 동일한 공정으로 치즈 맛을 주로하는 떡
볶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을 제조하 다.  실시예 1과 같이 건더기 스프와 상온 보존 가능한 떡볶이용 떡
을 포장하여 떡볶이 제품을 완성하 다.

실시예 6<79>

실시예 1의 분말원료에서 치즈분말, 트레할로스를 제외하고, 조성비를 식염 0.2%, 글루타민산나<80>
트륨 0.2%, 핵산 0.003%, 호박산 0.004%, 설탕 2.2%, 전분 0.4%, 후추 0.04%, 칼슘분말 0.03%로 하고, 실
시예1의 액상원료에서 파프리카를 제외하고, 조성비를 사골엑기스 0.2%, 효모엑기스 0.4%, 소고기엑기스 
0.4%, 소스풍미유 0.3%, 연유 0.4%, 고추장 9.423%, 참기름 0.3%, 생마늘 0.7%, 생양파 0.6%, 물엿 0.9%, 
매운맛 소스 0.1, 짜장소스 79.8%, 물 3.4%로 하여 실시예1과 동일한 공정으로 짜장맛을 주로 하는 떡볶
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을 제조하 다.  실시예 1과 같이 건더기 스프와 상온 보존 가능한 떡볶이용 떡을 
포장하여 떡볶이 제품을 완성하 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지금까지 떡볶이 양념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맛을 적용한 떡볶이 조리용 <81>
양념 조성물과 가정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는 맛있는 즉석 조리용 떡볶이를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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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액상원료를 혼합, 가열한 후, 분말원료를 투입하고 혼합, 가열, 살균하여 제조되는 떡볶이용 양
념 조성물로서,

상기 액상원료가 고추장 8.0~45.0 중량부, 사골엑기스 0.2~3.0 중량부, 효모엑기스 0.4~4.0 중량
부, 소스풍미유 0.3~1.0 중량부, 연유 0.3~3.0 중량부 및 물 5.0~30 중량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분말원료가 트레할로스 2.0~4.0 중량부, 조미료 0.4~15 중량부, 전분 0.4~5.0 중량부를 포
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떡볶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원료가, 상기 액상원료에 부가되는 짜장소스 10.0~81.0 중량부, 상기 분말원료에 부가되는 
치즈분말 5.0~15.0 중량부, 또는 이들 양 성분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떡볶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상원료가 참기름 0.3~4.0 중량부, 소고기엑기스 0.4~4.7 중량부, 매운맛 소스 0.1~1.0 중
량부,  마늘  3.0~5.0  중량부,  파  3.0~5.0  중량부,  양파  3.0~5.0  중량부,  간장  0.2~1.0  중량부,  물엿 
0.5~10.0 중량부 및 파프리카 0.03~0.7 중량부로 이루어진 그룹중 선택된 1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을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떡볶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분말원료가 난각칼슘 0.01~0.1 중량부 또는 멸치분말 0.5∼1.5 중량부를 더 포함하여 이루
어지는 떡볶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각 원료의 가열을 30∼60℃에서 10∼30분간 행하고, 상기 살균을 80~100℃에서 15~60분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떡볶이 조리용 양념 조성물.

청구항 6 

(A)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따른 양념 조성물 20~50 중량부;

(B) 절단 건조한 어포 20~40 중량%, 양배추 25~40 중량%, 양파 10~25 중량% 및 파 5~20 중량%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건더기 스프 조성물 3~20 중량부; 및 

(C) 떡볶이용 떡 100~250 중량부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즉석 조리용 떡볶이.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A), (B), (C) 각 성분이 분리 포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즉석 
조리용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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