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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conducted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saccharified rice gruel prepared with
different cereal koji mold (rice, buckwheat, sorghum, adlay, or Italian millet koji). The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lipid, and crude ash content of rice, buckwheat, sorghum, adlay, and Italian millet showed a range of
11.12～12.85, 5.81～16.24, 0.56～4.36, and 0.28～1.93%, respectively. The proximate composition of saccharified
rice gruel prepared with different cereal koji was significantly (p<0.05) higher than unsaccharified rice gruel.
The pH, L, a, and b values of saccharified rice gruel ranged between 6.09～6.39, 60.38～78.25, -0.87～5.70, and
7.74～13.37, respectively. The viscosity of saccharified rice gruel prepared with different cereal koji was sig-
nificantly (p<0.05) lower than the unsaccharified rice gruel. After saccharification, the soluble solids, glucose,
and maltose content of saccharified rice gruel prepared with different cereal koji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range of 11.47～13.03oBrix, 0.60～1.44%, and 0.47～0.88%, respectively. A sensory evaluation indicated
that saccharified rice gruel was significantly (p<0.05) better than unsaccharified rice gruel. In conclusion, cereal
koji could be used as a gruel processing method to increase the sensory properties and nutritional values of
gr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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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죽이란 곡식을 많은 물과 함께 오래 끓여서

완전히 호화시킨 식품으로 섭취에 부담이 없고 소화가 매우

쉬운 식품으로 현재 일상식의 개념보다 이유식, 노인식, 환

자식이나 별미식 등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다(1,2). 죽은 쌀의

형태, 물 첨가량, 조리방법 등에 따라 400여종으로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쌀 입자크기에 따라 쌀알을 통으로 쑤는 옹

근죽, 동강나게 쑤는 원미죽, 곱게 갈아서 쑤는 무리죽으로

분류되고, 물 첨가량에 따라 된죽, 묽은죽, 미음으로 분류된

다(3,4). 죽은 주재료인 쌀과 함께 곡류, 어패류, 채소류, 열매

류, 약재류, 육류 등의 다양한 부재료를 기호와 용도에 맞추

어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최근 직장인의 아침식사

대용, 여성들의 간편식으로 죽의 소비 증가와 죽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죽이 완전 조리제품으로 가

공되어 시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을 취급하는 전문점들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5,6).

죽의 조리방법으로는 볶아서 즙을 내어 끓이는 방법, 반숙

하고 파쇄 하여 끓이는 방법, 파쇄 하여 체에 걸러서 끓이는

방법, 녹말을 내서 웃물을 붓고 쌀을 끓이다가 즙까지 끓이

는 방법, 1/3 가루내고 2/3는 호화시켜 끓이는 방법, 끓여

받쳐 다시 가열하는 방법, 쌀가루 낸 침전물들을 모두 끓이

는 방법, 파쇄 하여 끓인 죽에 소주를 첨가하는 방법, 원형대

로 끓이는 방법,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죽 쑤는 방법, 백설기

로 죽 쑤는 방법 및 식혜암죽 등 여러 가지가 전해지고 있다

(3). 죽에 관한 연구로는 쌀 입자크기 및 종류(7-9), 부재료의

종류 및 첨가비(5,6,10,11) 등에 따라 끓이거나 쑤는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죽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식혜암죽과 같이 당화과정을 거쳐 제조한 죽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잡곡은 식량작물 중 백미와 찹쌀을 제외한 보리, 밀, 콩,

조, 기장, 수수, 옥수수, 메밀 등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전통

적으로 쌀에 잡곡을 혼합하여 쌀에 부족한 영양소를 잡곡으

로부터 섭취하는 영양학적으로 바람직한 식생활을 해왔다.

한동안 식생활 변화와 더불어 잡곡의 생산량 및 소비량이

크게 줄어 그 명맥만 유지하다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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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곡류의 다양한 기능성이 밝혀지면서 일부 잡곡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12-14). 잡곡에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이 쌀에 비해 2～3배 정도 풍부하여 쌀

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성분을 보충해줄 수 있으며, 여러 가

지 phytochemical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14,15) 새로운 웰빙

식품의 원료로서 이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죽 조리방법 중의 하나인

효소제 역할로 엿기름을 사용한 식혜암죽의 제조방법을 응

용한 것으로 전분분해력을 갖는 미생물 함유 곡류 코지를

활용하여 죽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쌀을 가수분해함으로써

소화하기 쉽고, 일정한 단맛을 지니게 되므로 유아식, 기호

식, 노인식 등 죽으로 활용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곡류 코지를 이용하여 당화과정을 거친 당화쌀죽의 품질 특

성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실험에 사용한 곡류는 쌀, 메밀, 수수, 율무 및 조 등 총

5종으로 경기도 수원시 대형유통업체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곡류 코지 제조에 사용한 곰팡이는 Aspergillus oryzae

((주)충무발효, Ulsan, Korea)를 사용하고, 유리당 분석을 위

한 glucose와 maltose 표준품은 Sigma(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밖에 사용된 추출용

매 및 시약은 analytical 및 HPLC 등급을 사용하였다.

곡류 코지 제조

곡류인 쌀, 메밀, 수수, 율무, 조 등은 각각 세척 후 1시간

수침하여 불린 다음 2시간 탈수하였다. 찜통에서 각각 1시간

찐 다음 잘 비벼서 덩어리를 없애고 40oC가 되었을 때

Aspergillus oryzae를 0.2%의 중량비로 접종하여 균일하게

혼합 후 36oC 제국기(Mini 15, Yaegaki Co., Hyogo, Japan)

에 넣었다. 쌀은 16시간 후, 잡곡은 17시간 후 1차 뒤집기를

실시하였고, 1차 뒤집기 5시간 후 2차 뒤집기를 하여 총 42시

간 배양 후 출국하여 50oC에서 24시간 건조 후 사용하였다.

당화쌀죽의 제조

쌀 250 g을 1시간 수침 후 물 300 mL을 가하여 전기압력밥

솥(CRP-K1060SR, CUCKOO HOMESYS Co., LTD, Seoul,

Korea)으로 취반하였다. 준비된 밥에 수침(6시간)한 각각의

곡류 코지 125 g과 미지근한 물 1 L를 혼합하여 60
o
C에서

6시간 당화시켰다. 당화 후 75oC에서 15분간 열처리하여 효

소를 불활성화 시키고 냉각시킨 후 분쇄기(HR-2870, Philips,

Amsterdam, Netherlands)로 분쇄하여 당화액을 완성하였

다. 당화액 250 g에 습식제분 쌀가루 20 g을 첨가하여 호화시

켜 당화쌀죽을 제조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대조구인 일반

쌀죽의 제조는 상기방법에서 코지를 제외하고 제조하였다.

원료와 당화쌀죽의 일반성분

죽 제조에 사용한 원료 및 당화쌀죽의 일반성분 분석은

AOAC법(16)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수분함량은 105
o
C 상압

가열법, 회분함량은 550oC 직접회화법, 조단백질은 semimicro-

Kjeldhl법으로 자동 단백질 분석기(Kjeltec 2400 AUT, Foss

Teacator, Eden Prairie, MN, USA)를 사용하였고, 조지방은

Soxhlet 추출기(Kjeltec 2400 AUT, Foss Teactor, Eden

Prairie, MN, USA)를 사용하였다.

원료와 당화쌀죽의 pH 및 색도

죽 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pH는 각 시료 1 g에 증류수 50

mL을 가하여 200 rpm, 3시간 진탕 추출한 후 Whatman No.

5 여과지로 여과하여 50 mL로 정용한 후 분석용 시료로 사

용하였고, 제조된 당화쌀죽의 pH는 죽 10 g에 증류수 90 mL

를 가하여 homogenizer(Ultra-Turrax T25, IKA Labortechnik

Co., Staufen, Germany)로 2분간 균질화한 다음 Whatman

No. 5 여과지로 여과하여 100 mL로 정용한 후 pH meter

(Orion 4 STAR, Thermo Scientific, Beverly, MA, USA)로

측정하였다(5). 색도는 색차계(Color and Color difference

meter, CR-300, Minolta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명

암도를 나타내는 L값(lightness),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

(redness),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yellowness)의 변화된 값

을 비교하였다.

당화쌀죽의 점도

제조된 당화쌀죽의 점도특성은 점도계(RVT DV-Ⅱ,

Brookfield Co., Middleboro, M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죽 100 g를 중탕으로 65oC까지 가열시킨 후 실온에서

방냉하여 60oC일 때 1분간 작동시켜 측정하였다. 이때 점도

계의 spindle은 No. 6을 사용하였으며, 회전속도는 20 rpm으

로 3회 반복 측정하였다(5).

당화쌀죽의 가용성 고형분 및 유리당 함량

제조된 당화쌀죽의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죽 10 g에 증류

수 90 mL을 첨가하여 homogenizer로 10,000 rpm, 2분간 균

질화한 다음 10,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후 굴절당도

계(PR-101α, ATAGO Co., LTD, Tokyo, Japan)로 측정하여
o
Brix으로 나타내었다. 유리당 분석은 죽 10 g에 80% etha-

nol 90 mL를 가하여 200 rpm, 3시간 진탕 추출한 후 What-

man No. 5 여과지로 여과하고 100 mL로 정용하였다. 추출

물 20 mL를 농축하여 증류수 2 mL에 재용해한 후 0.2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Agilent Technologies 1200

series HPLC systems(Palo Alto, CA, USA)로 분석하였다.

HPLC 분석조건은 column으로 carbohydrate column(4.6× 
150 mm, 5 μm, Agilent Technologies)를 사용하였고, 검출

기는 RID를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은 acetonitrile : water(70:

30, %(v/v))를 1.2 mL/min 속도로 흘려주었고 10 μL를 주입

하여 분석하였다(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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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ximate compositions of raw materials and saccharified rice gruel prepared with different cereal kojis

Sample Moisture (%) Crude protein (%) Crude fat (%) Crude ash (%)

Rice
Buckwheat
Sorghum
Adlay
Italian millet

12.85±0.151)
11.12±0.77
11.84±0.30
11.25±0.60
12.64±0.17

5.81±0.14
15.11±0.02
10.00±0.13
16.24±0.30
9.46±0.06

0.56±0.01
3.16±0.16
2.89±0.18
4.36±0.12
3.29±0.19

0.28±0.08
1.93±0.10
1.57±0.07
1.23±0.34
1.28±0.13

Rice gruel (Control)
Rice gruel saccharified by the rice koji
Rice gruel saccharified by the buckwheat koji
Rice gruel saccharified by the sorghum koji
Rice gruel saccharified by the adlay koji
Rice gruel saccharified by the Italian millet koji

81.22±2.73b2)
79.09±0.09ab
77.76±0.13a
80.35±1.00b
79.20±0.18a
77.98±0.38a

1.33±0.04a
1.58±0.04b
1.92±0.00d
1.89±0.02d
2.27±0.02e
1.79±0.01c

0.02±0.00a
0.10±0.03b
0.25±0.01e
0.15±0.04cd
0.19±0.02d
0.12±0.02bc

0.05±0.01a
0.06±0.00a
0.17±0.01c
0.15±0.02c
0.11±0.06b
0.10±0.10b

1)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SD expressed.
2)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당화쌀죽의 관능평가

제조된 당화쌀죽의 관능평가는 농촌진흥청 농식품자원부

연구원 10명 대상으로 실험목적,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

해 충분하게 인지하도록 설명한 다음 3회 평가를 실시한 다

음 기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료는 색과 향이 없는 흰색

접시에 담고 수저와 같이 제공하였으며, 관능적 특성 항목은

향, 색, 맛, 조직감, 점도, 전반적기호도에 대하여 9점 척도법

(1점=아주 나쁘다, 5점=보통이다, 9점=아주 좋다)으로 평가

하였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8.1, SAS Institute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각

측정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처리간의 차이 유무를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tion)로 분석한 뒤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원료와 당화쌀죽의 일반성분

죽 제조의 원료로 사용한 쌀, 메밀, 수수, 율무, 조의 일반성

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수분 함량의 경우 11.12

～12.85% 범위로 일반 곡류 저장에 적합한 함량을 나타냈

다. 쌀의 조단백질, 조지방 및 조회분 함량은 각각 5.81%,

0.56% 및 0.28%였고, 잡곡의 경우 각각 9.46(조)～16.24%

(율무), 2.89(수수)～4.36%(율무) 및 1.23(율무)～1.93%(메

밀) 범위로 쌀에 비해 조단백질 함량은 약 1.6～2.8배, 조지방

함량은 약 4.8～7.7배, 조회분 함량은 약 4.4～6.9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등(15)의 한국산 잡곡류의 일반성

분 및 무기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였고, 식품성분

표(18)와도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곡류 코지를 달리하여 제조한 당화쌀죽의 일반성분을 분

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곡류 코지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쌀죽의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및 조회분 함량은 각각

81.22, 1.33, 0.02 및 0.05%였고, 쌀과 잡곡의 곡류 코지를 이

용한 당화쌀죽의 수분 함량은 77.76～83.35% 범위로 나타났

으며, 조단백질, 조지방 및 조회분 함량은 각각 1.58～2.27%,

0.10～0.25% 및 0.06～0.15% 범위로 곡류 코지별 당화쌀죽

이 일반 쌀죽보다 높은 함량을 보였다. 또한, 곡류 코지별

당화쌀죽의 일반성분을 볼 때 쌀 코지로 제조한 당화쌀죽에

비해 잡곡코지로 제조한 당화쌀죽의 조단백질, 조지방 및

조회분 함량이 유의적으로(p<0.05)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각각의 당화쌀죽 제조에 사용한 원료특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원료와 당화쌀죽의 pH 및 색도

원료 및 제조한 당화쌀죽의 pH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원료의 pH는 6.15(조)～6.97(수수) 범위로 나타났

다. 일반 쌀죽의 pH는 6.51이었고, 곡류 코지를 이용하여 제

조한 당화쌀죽의 pH는 6.09～6.39 범위로 코지 종류에 따라

유의적인(p<0.05) 차이를 보였다. 또한, 원료의 pH에 비해

죽 제조 후 pH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일반 쌀죽보다

당화쌀죽에서 pH의 변화량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죽 제조

에 사용된 원료의 pH 차이와 코지 제조 균으로 사용한

Aspergillus oryzae가 당화과정 중 생성하는 유기산에 기인

한 것으로 생각된다.

색은 식품의 기호성, 신선도, 성숙도, 품질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색도는 시각적 기호도의 척도로

이용된다. 최근 천연색소가 기능적, 관능적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천연색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원료 및 제조한 당화쌀죽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원료의 명도(L), 적색도(a) 및 황색도(b)는 각각

74.88(수수)～87.94(쌀), 0.04(쌀)～6.54(수수) 및 8.96(쌀)～

11.39(조) 범위로 나타났다. 일반 쌀죽의 L, a 및 b값은 각각

78.39, -2.06 및 2.69이었다. 제조한 당화쌀죽의 L값은 60.38

～78.25 범위로 수수코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당화쌀죽이 가

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a값은 -0.87～5.70 범위로 수수코지

를 이용하여 제조한 당화쌀죽이 수수의 붉은 색소로 인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b값은 7.74～13.37 범위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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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 and Hunter’s color values of saccharified rice gruel prepared with different cereal kojis

Samples pH
Hunter’s color values

L a b

Rice
Buckwheat
Sorghum
Adlay
Italian millet

6.54±0.041)b2)
6.85±0.05c
6.97±0.01d
6.88±0.01c
6.15±0.03a

87.94±0.23e
86.66±0.01d
74.88±0.01a
83.52±0.01c
76.15±0.02b

0.04±0.02a
0.33±0.01b
6.54±0.02e
1.02±0.01d
0.38±0.01c

8.96±0.29a
9.36±0.02b
11.36±0.01d
10.26±0.01c
11.39±0.01d

Rice gruel (Control)
Rice gruel saccharified by the rice koji
Rice gruel saccharified by the buckwheat koji
Rice gruel saccharified by the sorghum koji
Rice gruel saccharified by the adlay koji
Rice gruel saccharified by the Italian millet koji

6.51±0.02e
6.15±0.02b
6.24±0.05c
6.39±0.03d
6.38±0.01d
6.09±0.02a

78.39±0.33e
78.25±0.21e
68.64±0.11c
60.38±0.02a
72.11±0.10d
65.30±0.07b

-2.06±0.03a
-0.87±0.11b
2.25±0.09e
5.70±0.05f
0.31±0.03d
-0.03±0.02c

2.69±0.06a
7.74±0.11b
11.44±0.20d
9.61±0.01c
12.16±0.06e
13.37±0.04f

1)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SD expressed.
2)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Viscosity,
o
Brix and free sugar contents of saccharified rice gruel prepared with different cereal kojis

Samples Viscosity (cP) oBrix
Free sugar (%)

Glucose Maltose

Rice gruel (Control)
Rice gruel saccharified by the rice koji
Rice gruel saccharified by the buckwheat koji
Rice gruel saccharified by the sorghum koji
Rice gruel saccharified by the adlay koji
Rice gruel saccharified by the Italian millet koji

27,266.67±2119.751)c2)
15,600.00±1311.49a
14,733.33±1890.33a
17,800.00±1928.73ab
19,600.00±1200.00b
16,133.33±1171.89a

8.55±0.55a
12.48±0.59c
11.47±0.55b
13.03±0.53c
12.75±0.08c
11.58±0.53b

0.06±0.01a
1.44±0.03e
1.06±0.01c
0.60±0.03b
1.22±0.01d
1.18±0.08d

ND
3)

0.88±0.02e
0.77±0.01d
0.47±0.03a
0.57±0.03b
0.68±0.02c

1)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SD expressed.
2)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Not detected.

코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당화쌀죽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죽의 색도는 pH, 당의 종류와 양, 온도 등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19), 본 연구에서는 죽의 색도는 각 곡류의 고유

색소성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화쌀죽의 점도

죽의 점도는 곡물의 입자크기, 부재료의 종류 및 첨가량,

고형물함량과 죽의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곡류 코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당화쌀죽의

점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일반 쌀죽

의 겉보기 점도는 27,266 centipoise(cP)였으며, 곡류 코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당화쌀죽의 겉보기 점도는 15,600～19,600

cP로 일반 쌀죽에 비해 유의적으로(p<0.05)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당화제로 사용한 곡류코지에 전분 가수분

해 효소인 amylase가 포함에 되어 있어 당화과정 중 원료의

전분이 가수분해 되어 당화쌀죽의 점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20). 또한, 코지별 당화쌀죽의 점도차이는 각 곡류

코지의 α-amylase, glucoamylase 효소 활성 차이 및 원료의

전분질 함량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당화쌀죽의 가용성 고형분 및 유리당 함량

곡류 코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당화쌀죽의 가용성 고형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일반 쌀죽의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8.55oBrix였고, 곡류 코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당화쌀죽의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메밀코지를 이용하여 제

조한 당화쌀죽 11.47oBrix에서 수수코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당화쌀죽 13.03
o
Brix 범위로 일반 쌀죽에 비해 약 1.3～1.5배

높게 나타났다. 당화쌀죽의 가용성 고형분의 증가는 코지

내에 존재하는 amylase 작용에 의한 것으로, Kim 등(20)의

누룩에 의한 쌀죽발효액 제조에 관한 연구에서도 누룩에 존

재하는 α-amylase에 의해 발효 온도 및 시간에 따라 초기

10oBrix에서 14oBrix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한, 곡류 코지 종류에 따라 가용성 고형분 함량 차이를 보였

으며, 이는 죽의 원료의 전분질 함량 차이와 각 코지의 전분

분해 효소의 활성에 차이가 있게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곡물 전분을 분해하여 제조한 유형의 죽은 조선요리학, 간편

조선요리법 및 무쌍신식요리에서 식혜암죽이라 하여 효소

에 의해 전분이 이당류나 단당류로 분해된 것을 아기에게

먹이면 소화도 잘 되고 약간의 단맛도 있어 아기가 먹기에

좋은 죽으로 소개된 바 있다(3). 일반적으로 죽의 당도는 죽

의 제조방법과 부재료 첨가 종류와 첨가량에 따라 상이하지

만, Yang 등(21)의 연구에서는 고형분 농도에 따라 제조된

죽의 당도는 1.30～1.55oBrix 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

하였고, Kim과 Sung(5)은 대조구 죽의 당도는 4.77oBrix에

서 키위농축액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4.87～7.50
o
Brix로 당도

가 증가하였고, Min과 Cho(22)의 구기자흑임자 죽의 당도는

7.50oBrix에서 흑임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당도는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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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nsory characteristics of saccharified rice gruel prepared with different cereal kojis

Samples Flavor Color Taste Texture Viscosity
Overall

acceptability

Rice gruel (Control)
Rice gruel saccharified by the rice koji
Rice gruel saccharified by the buckwheat koji
Rice gruel saccharified by the sorghum koji
Rice gruel saccharified by the adlay koji
Rice gruel saccharified by the Italian millet koji

5.00±0.001)b2)
6.40±0.55a
6.20±0.45a
5.80±0.84ab
5.20±0.45b
5.80±0.84ab

6.40±1.14a
5.40±0.55b
6.80±0.45a
6.40±0.55a
6.20±0.84ab
6.40±1.14a

5.20±1.30b
7.40±0.55a
6.20±1.30ab
5.20±0.84b
5.20±0.84b
6.20±1.10ab

4.20±1.09b
6.60±0.89a
5.80±0.84a
5.40±0.55a
6.20±0.84a
5.80±0.84a

4.60±1.34b
6.20±0.45a
5.40±0.55ab
5.40±0.55ab
5.80±0.84ab
5.40±0.55ab

5.00±0.70b
7.00±0.00a
5.60±0.89b
5.20±1.30b
6.00±0.71ab
5.20±0.84b

1)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SD expressed.
2)
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것에 비해 곡류 코지를 이

용하여 제조한 당화쌀죽의 가용성 고형분 함량이 높게 나타

났다.

곡류 코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당화쌀죽의 유리당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일반 쌀죽의 유리당으로는

glucose(0.06%)만 검출되었고, 곡류 코지를 이용하여 제조

한 당화쌀죽에서는 glucose와 maltose가 검출되었으며, 각

각 0.60～1.44 및 0.47～0.88% 범위로 일반 쌀죽에 비해 유의

적으로(p<0.05) 함량이 증가하였다. 특히, 쌀 코지 당화쌀죽

에서 glucose와 maltose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곡류 코지

종류에 따라 유리당 함량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코지 내

에 존재하는 α-amylase와 glucoamylase가 당화과정 중 원

료의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주로 maltose와 glucose를 생성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20). 또한 곡류 코지별 유리

당 함량의 차이는 원료의 전분질 함량 차이와 각 코지의 전

분분해 효소의 활성에 차이가 있게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곡류 코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당화쌀죽은 효소

에 의한 자연당의 생성으로 무가당 죽의 제조가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당화쌀죽의 관능평가

당화죽의 향, 색, 맛, 조직감, 점도, 전반적기호도 등의 평

가항목으로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나타

났다. 일반 쌀죽의 향, 색, 맛, 조직감, 점도, 전반적기호도는

각각 5.00, 6.40, 5.20, 4.20, 4.60 및 5.00이었다. 각각의 코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당화쌀죽의 경우 향은 5.20～6.40 범위였으

며 쌀 코지와 메밀코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당화쌀죽에서 유

의적으로(p<0.05)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색의 경우 5.40～6.80

범위로 메밀코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당화쌀죽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맛은 5.20～7.40으로 쌀 코지를 이용하여 제

조한 당화쌀죽이 유의적으로(p<0.05)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곡류 코지별 당화쌀죽의 조직감은 5.40～6.60으로 일반 쌀죽

의 4.20에 비해 유의적으로(p<0.05) 높게 평가되었고, 곡류

코지 종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점도의 경우 일

반 쌀죽은 4.60이었고, 당화쌀죽은 5.40～6.20으로 쌀 코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당화쌀죽이 유의적으로(p<0.05) 높게 나타

났다. 전반적 기호도는 당화쌀죽이 5.20～7.00으로 일반 쌀

죽의 5.00에 비해 높았으며, 쌀 코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당화

쌀죽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곡류 코지를 이용하여 제

조한 당화쌀죽이 일반 쌀죽에 비해 모든 관능평가 항목에서

대체적으로 우수한 관능적 특성을 나타냈으며, 특히 쌀 코지

와 메밀코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당화쌀죽이 높게 평가되었

다. 최근 죽 제조 시 키위(5), 새우(11), 마(23), 연잎분말(24),

은행분말(10) 등의 다양한 부재료의 첨가는 죽의 관능특성

및 기능성 등 죽의 품질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반 쌀죽에 비해 당화쌀죽

에서 우수한 관능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

당화쌀죽을 모체로 하여 죽의 기호성, 관능특성 및 기능성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부재료 첨가에 따른 죽의 품질 특성

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쌀, 메밀, 수수, 율무 및 조 등의 곡류 코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당화쌀죽의 이화학적 특성 및 관능 특성을

검토하였다. 원료로 사용한 쌀, 메밀, 수수, 율무, 조의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및 조회분 함량은 각각 11.12～12.85, 5.81

～16.24, 0.56～4.36 및 0.28～1.93% 범위였다. 일반 쌀죽의

조단백질, 조지방 및 조회분 함량 1.33, 0.02 및 0.05%였고,

곡류 코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당화쌀죽의 경우 1.33～2.27

%, 0.02～0.25% 및 0.05～0.15% 범위로 일반 쌀죽보다 유의

적으로(p<0.05) 높은 함량을 보였다. 원료 및 당화쌀죽의 pH

는 각각 6.15～6.97 및 6.09～6.39 범위로 당화쌀죽 제조 후

pH는 감소하였다. 원료의 L, a 및 b값은 각각 74.88～87.94,

0.04～6.54 및 8.96～11.39 범위였고, 일반쌀죽은 78.39, -2.06

및 2.69였으며, 당화쌀죽의 경우 각각 60.38～78.25, -0.87～

5.70 및 7.74～13.37 범위로 원료의 고유 색소성분에 의해 죽

의 색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류 코지를 이용

하여 제조한 당화쌀죽의 점도는 15,600～19,600 cP로 일반

쌀죽의 27,266 cP에 비해 유의적으로(p<0.05) 감소하였다.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일반 쌀죽의 경우 8.55oBrix였고, 곡류

코지를 이용하여 제조할 경우 11.47～13.03oBrix로 약 1.3～

1.5배 높게 나타났다. 일반쌀죽의 유리당으로는 glucose

(0.06%)만 검출되었고, 곡류 코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당화

쌀죽에서는 glucose와 maltose가 각각 0.60～1.44 및 0.47～

0.88% 범위로 일반쌀죽에 비해 유의적으로(p<0.05)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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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죽의 관능평가 결과 일반쌀죽에 비해 곡류 코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당화쌀죽이 향, 맛, 조직감, 점도 및 전반적

기호도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우수한 관능특

성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엿기름을 이용한 전통식

혜얌죽의 소화하기 편하고 적절한 단맛을 죽을 제공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이를 응용한 죽 제조 시 전분분해력을

갖는 곡류 코지를 이용한 당화방법의 적용은 무가당 죽의 제

조가 가능하며, 또한 죽의 관능특성 및 영양학적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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