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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 종류를 달리한 참깨 묵(고마도후)의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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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instead of arrowroot starch sesame mook(Gomadoufu) used in the manufacture of expensive sesame mook 
the quality of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commercialized for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replacement of other starch, 
propose. Potato starch RVA analysis was quick pasting temperature 70.3℃, peak viscosity 740 RVU, break down 579.9 final 
viscosity 433.8, set back 275.7 arrowroot starch than 4.5 times, sweet potato starch than 6.9 fold the highest value showed 
Japanese sesame results starch (Atarigoma) concentration increased, the measured starch, different kinds of manufacturing quality 
characteristics of sesame mook tended to increase the moisture content, texture measurements on the hardness and springiness, 
gumminess and chewiness was gradually decreased. Sesame mook in sensory evaluation, color and aroma, taste, texture and 
overall-acceptability, sweet potato starch, arrowroot starch 60% addition, 50% added, potato starch 40% group containing most 
symbols highest was,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used in the manufacture of arrowroot starch instead of expensive replace- 
ment of other starch is dee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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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묵(纆)은 세계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
식품으로써, 조선시대부터 제조되어온 우리 고유의 가공식
품으로 녹두나 메밀, 도토리 등을 갈아서 가라앉힌 앙금을
이용한 전분 겔 식품이다(윤서석 1974, Kim et al 1997). 우
리나라에서 묵을 먹기 시작한 역사는 상당히 깊다고 할 수

있으며, 포(泡) 또는 묵(纆)으로 불리고 있다. 최초의 묵의 원
료가 되는 도토리는 신석기 시대의 양산 오산리 주거지, 암
사동 주거지등 여러 유적에서많은도토리가출토되어 신석

기인의중요한식량원이었음을보여주고있다(윤서석 1998).
우리나라의 묵(纆)과 비슷한 일본요리의 고마도후(胡麻豆

腐)에서 도후(豆腐)는 중국(中國)에서 일본(日本)으로 전래된
것이고, 일본에 도후(豆腐)가 전해진 것은 원정말기(院政末期)
로, 승려의 손에 의하여 전래되었다. 나라(奈良 : 170∼194년)
지역에서많이만들어졌으며, 무로마치(室町 : 1338∼1573) 말
기가 되면서 기후가 맞는 교토(京都)의 명물이 되어 가공조
리 기술도 점차 개량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辻重光 1980). 

현재 서울시내 특급호텔 내의 일식당에서 인기 있는 고마도

후(胡麻豆腐)의 특징은 정진요리(精進料理)로 전승되어온 칡, 
깨 등이 주가 된 혼합 겔이며(佐藤恵美子 1998), 고마도후(胡
麻豆腐)의 제조 방법은 졸이는 법에 의해 만들어졌다(Emiko 
et al 2010). 이와 같이 일본요리(日本料理)인 고마도후(胡麻豆
腐)는 일본산 참깨(あたりごま)에 전분 중에서도 고가의 칡
전분을 섞은 다음 열을 가하여 호화시킨 다음 차갑게 냉각시

킨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묵(纆) 만드
는법과같은 의미로서 고마도후(胡麻豆腐)를참깨 묵으로표
현을 했다.
그 중에서 참깨(Sesamun indicum)는 독특한 향과 맛으로

한국인의 사랑을 받는 전통작물로 조미 식용유나 조미료로

이용되어 왔다. 참깨는 산지와 품종에 따라 일반 성분에 차
이가있지만, 약 50%의 기름과 20%의단백질이함유되어있
고, 비타민과무기질이풍부한것으로알려져있어, 식재료로
서의 영양적 가치가 크다(Ryu et al 2002)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고마도후(胡麻豆腐)의 맛은 부드럽고 찰기가 강하

면서 매끄러움 등의 질감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물리적 맛과

참깨자체의 향기와풍미등의 화학적인 맛이 조화롭게형성

되었다(佐藤恵美子 1998). 고마도후(胡麻豆腐)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눌린 자리가 탄력 있게 바로 올라오는 것이 좋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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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을 쑬 때는 전분에 첨가되는 물의 양에 따라 묵이 단단해

지거나 물러진다(윤서석 1998).
묵은 주재료에 부재료를 첨가하여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데, 근래에 들어서는 전분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여
러종류의묵에대한 연구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선행연
구로는 녹차가루 첨가에 의한 청포묵의 관능적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Kim et al 2002), 칡 전분을 이용한 칡 묵의 조리
과학적 연구(Lee et al 1999), 밤 전분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기계적 품질 특성에서 밤 묵 제조에 관한 연구(Kim et al 
1995), 옥수수 전분의 혼합에 따른 전분의 물리적 특성과 제
조된 묵의 관능검사에 관한 연구(Youn et al 2000), 저장에
따른 녹두전분 겔의 관능적, 기계적 품질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Choi & Oh 1999) 등이 있다.
전분은고분자물질로서, 포도당에서구성되는다당류로식

물체 내에서합성된 것으로 세포 중에 전분 입자로서존재하

고 있으며, 전분 입자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크기 및 모양이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감자, 고구마, 칡, 옥수수
등의 전분질 식품을 가루로 만들어 구황식품으로 이용해 왔

다(Jung & Kim  2001). 전분은 고등동물의 열량원으로써 중
요한물질이며(신말식 2001), 전분의구조는아밀로오스와아
밀로펙틴이란 2종의전분 분자로 형성되어 있다. 아밀로오스
와아밀로펙틱은모두포도당이결합되어만들어졌으므로, 가
수분해되면 100% 포도당이 생성된다. 전분의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의함량을보면고구마는아밀로오스 20%, 아밀로
펙틴 80%이고, 감자전분은아밀로오스가 23%, 아밀로펙틴이 
77%로 구성되어져 있고(모 등 2007), 칡 전분은 아밀로오스
가 21%, 아밀로펙틴이 79%로되어있다(심등 2001). 전분에 
관한 연구로는 옥수수, 고구마, 감자, 소맥, 녹두전분의 이화
학적성질비교연구(Jung et al 1991), 전분종류를달리한살
구편의품질특성에관한연구(Park et al 1999), 전분종류및 
첨가량에 따른 복분자 과편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Kang 
YJ 2004), 칡 전분을 이용한 칡 묵의 조리과학적 연구(Lee et 
al 1999) 등여러묵과전분에관한연구는있으나, 참깨묵(고
마도후)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된 바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깨 묵(ごまどふ) 제조에 사용되는

고가의 칡 전분 대신 고구마 전분과 감자 전분의 대체 가능

성을 알아보고, 식재료 대체 효과로 인한 원가 절감과 본 실
험을 통해서 나타난 전분 종류를 달리한 참깨 묵의 최적의

비율로 최상의 품질과 맛의 조건을 찾아 참깨 묵(ごまどふ)의
품질 특성에 대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일본산 참깨(胡麻や, 日本)는 2011년 9월
일본 전문 수입 식자재 회사인 일본 아토(ア-ト)에서 아타리
고마(볶은 참깨 가루)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국내산 칡 전
분(100% 칡 전분)은 강원도 영월군에서 제조한 2011년산 칡
전분, 국내산 고구마 전분(뚜레반-100% 고구마 전분), 국내
산 감자 전분(뚜레반-100% 감자 전분)과 꽃소금(CJ)을 사용
하였다.

2. 참깨 묵(고마도후)의 제조
전분의종류와첨가비율을달리한참깨묵(ごまどふ)의제

조는 서울시내 특급호텔 내의 일식당(Japanese restaurant)에
서사용되는 레시피를 기준으로참깨 묵(ごまどふ) 제조 배합
비와참깨묵에대한문헌(Youn et al 2000)을기준으로 여러
차례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전분 첨가 비율을 달리하여
만든 참깨 묵(ごまどふ)의 배합비는 Table 1과 같으며, 제조
방법은 Fig. 1과같다. 물 100 mL에참깨 10%와전분 10%를
기준으로 20%를 대조구로 했으며, 묵의 텍스쳐 질감에 있어
서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 두 분획이 알맞은 비율로 배합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묵이 될 수 있다는 연구(Kim & Ahn 
1997)와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진 아밀로펙틴이 칡과 고
구마 전분보다 감자 전분이 낮기 때문에, 일본산 참깨(あたり
ごま)에 대한 전분의 최적 비율을 찾기 위해서 일본산 참깨
(あたりごま) 대비칡, 고구마전분은첨가량을각각 40%, 50%, 
60%, 70%로, 감자 전분은 30%, 40%, 50%, 60%로각각의 첨
가량을 달리하여 물 100 mL에 소금 0.5 g을 넣어 만든 현탄
액을 잘 저어 풀어 녹인 다음, 이것을 다시 고운체(50 mesh)
로 내린 후 IH인덕션 쿠커(C21-p H06 - W290× H65× D365 
mm)에서 내부 온도가 85℃로 6분간 잘 저어주고, 불을 60℃
로 낮추어 2∼3분간 뜸을 들이면서 참깨 묵을 제조하였다.

3. 실험 방법

1) 전분의 특성 분석

(1) 일반 성분 분석
시료의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은 AOAC(AOAC 

1999)의 방법에 의해 실시하여 수분은 105℃ 상압가열 건조
법, 조단백질은 Micro Kjeldahl 질소정량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 조회분은 550℃ 건식회화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은 3회 반복하여 실험한 후 평균값으로 구하였다.

(2) 호화와 노화도 측정
시료를 3.5 g씩 취하여 증류수 25 mL를 정평하여 알루미

늄캔(aluminum can)에 넣고 잘혼합한 다음, 최초가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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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ng arrow 
root starch

Adding sweet
potato starch 

Adding potato
starch

↓ ↓ ↓

Japanese sesame(Atarigoma)

↓

Adding water & 0.5% salt

↓

Mixing

↓

Sieving(50 mesh)

↓

Boiling(85℃) 6min

↓

Steaming(60℃) 2∼3min

↓

Cooling(1 hr)

↓

Sesame Mook(Gomadoufu)

Fig. 1. Flow sheet for preparation of sesame mook added 
arrowroot, sweet potato and potato starch.

50℃에서시작하여 가열 속도를 10℃/min 상승으로 95℃까지
가열하여 3.5분간 유지시켜준 후 50℃까지 냉각시켰다. 그리
고 RVA analysis의 모식도에 따라 호화 개시 온도(pasting 
temperature), 최고점도(peak viscosity)와최저점도(holding vis- 
cosity) 및 50℃에서의 점도(viscosity at 50℃)를 조사하였다.

2) 전분 종류를 달리한 참깨 묵(ごまどふ)의 품질 특성

(1) 수분 함량 분석
수분 함량은 적외선 수분측정기(Moisture determination 

balance FD-610, Kett Electric laboratory, Japan)를 이용하여
105℃에서 3회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2) pH 측정
시료의 pH는 각각의 시료 5 g을 취한 후에 각 시료 10배

분량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멸균 팩(Whirl-Pak, Nasco, USA)
에 담아 Bag Mixer에 Speed 9분, Time 60초 희석하여 얻은
액으로 pH meter(Mettler toledo, S20K, Switchland)로 측정하
였다. 이와같은방법으로 3회반복측정한평균값을구하였다.

Table 1. Formulas of sesame mook with added various 
levels of arrowroot starch, sweet potato starch, potato starch

Samples1) Water(mL) Starch(g) Japanese 
sesame(g) Salt(g)

AJ 0 100 20  0 0.5

AJ 40 100 12  8 0.5

AJ 50 100 10 10 0.5

AJ 60 100  8 12 0.5

AJ 70 100  6 14 0.5

SJ 0 100 20  0 0.5

SJ 40 100 12  8 0.5

SJ 50 100 10 10 0.5

SJ 60 100  8 12 0.5

SJ 70 100  6 14 0.5

PJ 0 100 20  0 0.5

PJ 30 100 14  6 0.5

PJ 40 100 12  8 0.5

PJ 50 100 10 10 0.5

PJ 60 100  8 12 0.5

1) AJ 0 : Arrowroot starch 100%, Control.
AJ 40 : Arrowroot starch 60%, Japanese sesame(Atarigoma) 40%.
AJ 50 : Arrowroot starch 50%, Japanese sesame(Atarigoma) 50%.
AJ 60 : Arrowroot starch 40%, Japanese sesame(Atarigoma) 60%.
AJ 70 : Arrowroot starch 30%, Japanese sesame(Atarigoma) 70%.
SJ 0 : Sweet potato starch 100%, Control.
SJ 40 : Sweet potato starch 60%, Japanese sesame(Atarigoma) 40%.
SJ 50 : Sweet potato starch 50%, Japanese sesame(Atarigoma) 50%.
SJ 60 : Sweet potato starch 40%, Japanese sesame(Atarigoma) 60%.
SJ 70 : Sweet potato starch 30%, Japanese sesame(Atarigoma) 70%.
PJ 0 : Potato starch 100%, Control.
PJ 30 : Potato starch 70%, Japanese sesame(Atarigoma) 30%.
PJ 40 : Potato starch 60%, Japanese sesame(Atarigoma) 40%.
PJ 50 : Potato starch 50%, Japanese sesame(Atarigoma) 50%.
PJ 60 : Potato starch 40%, AJapanese sesame(Atarigoma) 60%.

(3) 색도 측정
색도는 색차색도계(Chroma meter CR-200 Minolta, Japan)

를 사용하여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값을 측정하였으며, 3회 측정값의 평균값으로 나
타내었다. 이때 사용된 calibration plate는 L값이 94.50, a값
이 0.3032, b값이 0.3193이었다.

(4) 기계적 품질 특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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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ximate composition of characteristics of starches (Unit : %)

Item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at Crude ash

Arrowroot starch 16.31±3.12b 0.26±0.03a 0.22±0.09a 0.23±0.02a

Potato starch 17.24±2.22a 0.15±0.06b 0.18±0.06b 0.20±0.07b

Sweet potato starch 15.63±6.53c 0.16±0.04b 0.26±0.02a 0.22±0.02a

F-value 22.87*** 53.43*** 7.43*** 63.48***

1) Mean±S.D. *** p<0.001.
a∼c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시료의 texture 측정은 texture analyzer(Model TA-XT2i, 
England)를 사용하여 Table 2와 같은 조건하에서 경도(hard- 
ness), 응집성(co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점착성(gu- 
mminess), 씹힘성(chewiness)을 측정하였다. 이 때 실험의 오
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각각의 시료들의 순서를 바꾸어

3회 측정하여 높은 수치와 낮은 수치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
값을 계산하였다.

(5) 관능적 품질 특성
관능검사는 J호텔 일식당 조리사 20명(평균 연령 : 30∼40

대, 남 : 18명, 여 : 2명)을 선정하여, 본 실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능검사 방법과 평가 특성을 교육시킨후에실시
하였으며, 평가 항목은 색(color), 향미(aroma), 맛(taste), 질감
(texture) 및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acceptability) 5가지 항목
에 대해 9점 리커트척도법(9점 대단히 좋다에서 1점 대단히
싫다)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3) 통계 처리
실험 결과는 SPSS 17.0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험하였다. 평균과 표
준편차 및 분산 분석(ANOVA)을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각시료간의 통계적인 유의적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Table 2. Measurement condition for texture analyzer

Classification Qualification

Test speed 100 mm/min

Sample compressed 70%

Trigger 0.005 kgf

Sample height 10.0mm

Calibrate probe P/10

1. 전분의 특성

1) 일반 성분
전분의일반성분을측정한결과는 Table 3과같다. 수분함

량은칡전분 16.31%, 감자전분 17.24%, 고구마전분 15.63%
로감자 전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칡 전분, 고
구마 전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 Ahn(1994)의 연구
에서 전분의 수분 함량에서 감자 전분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조단
백질은 칡 전분이 0.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감자 전분과 고구마 전분이 각각 0.15%, 0.16%로 나타났다
(p<0.001). 조지방 함량은 고구마 전분과 칡 전분이 각각

0.26%, 0.22%로나타났으며, 감자 전분이 0.18%로 나타났다. 
또한 총 함량 중 조회분 함량은 칡 전분과 고구마 전분이 높

게 나타났으며, 감자 전분이 0.20%로 나타났다. 이는 Kim et 
al(1984)이 보고한 칡 전분의 수분 12.3%와 조지방 0.11%, 
조회분 0.11%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조단백질 0.72%보다
는낮게 나타났다. 또한 Jung et al(1991)이보고한고구마전
분과 감자 전분의 조지방 0.10%, 0.06%보다는 높게 나타났
으나, 조회분은 0.37%와 0.40%보다낮게나타나다소차이를 
보였으나, 이는 칡, 고구마와 감자의 채취 시기, 종류 및 재
배 방법 기후 조건과 전분 제조 과정 중의 변화로 인한 차이

로 사료된다.

2) 호화와 노화도
전분의 호화와 노화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분의 호화 양상은전분입자의팽윤정도와 팽윤된 입자의

열및 전단에 의한 안정성, 입자의 크기와 모양, 입자들의 배
열과 결합력,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의 구성비 및 구조 차
이 등에 의해 결정된다(Kim KE 2009).
호화 개시 온도(intial pasting temp)는 각전분간의차이를

나타내었는데, 감자 전분이 70.3℃에서 일어나고, 칡 전분이
72.4℃, 고구마 전분이 74.4℃로 호화개시 온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Amylograph 상에서 호화 개시 온도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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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VA data on the starches(arrowroot, potato, sweet potato) (Unit : RVU)

Samples
Initial pasting 

temp. Peak viscosity Holding 
strength Break down Final viscosity Set back

(℃) RVU Time(min.) RVU RVU RVU RVU

Arrowroot starch 72.4±0.6b1) 567.4±6.2c 4.0±0.0a 209.3±0.5b 358.1±5.7b 289.7±0.8b  80.4±19.3b

Potato starch 70.3±0.0c 740.0±3.1a 3.2±0.1b 158.0±10.8c 579.9±15.6a 433.8±14.0a 275.7±1.4a

Sweet potato starch 74.4±0.0a 624.8±4.4b 4.2±0.0a 277.0±2.7a 347.8±1.3b 320.0±1.9b  43.0±0.8b

F-value 61.35** 468.60*** 68.43** 59.19** 190.38** 70.70** 56.11**

1) Mean±S.D. ** p<0.01, *** p<0.001.
a∼c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가열에 의해 현탄액의 점도가 10 B.U. 증가했을 때의 온도로
나타내며(Medcalf & Gilles 1965), 본 연구에서의 칡 전분 호
화 개시 온도는 Lee et al (1999)의 연구에서 칡 전분 호화
개시 온도 67.5℃로 나타난데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냈
다. 최고점도(Peak viscosity)는 감자 전분이 740.0 RVU로 가
장 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구마전분이 624.8 RVU, 칡
전분이 567.4 RVU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점도(Holding 
strength)는고구마전분이 277.0 RVU, 칡전분이 209.3 RVU, 
감자전분이 158.0 RVU로고구마 전분이가장높은값을 나
타내었다. 전분 입자의 파괴 정도(Break down)는 감자 전분
이 579.9 RVU, 칡 전분이 358.1 RVU, 고구마 전분이 347.8 
RVU로감자전분이가장높게나타났다. 최종점도(Final visco- 
sity)는 감자 전분이 433.8 RVU, 고구마 전분이 320.0 RVU, 
칡 전분이 289.7 RVU로감자 전분이 가장 높은 값을나타내
었다.
전분의 노화 정도(set back)은 감자 전분이 275.7 RVU, 칡

전분이 80.4 RVU, 고구마 전분이 43.0 RVU로 감자 전분이
칡 전분보다 약 4.5배, 고구마 전분보다 약 6.9배 가량 높은
값을나타내어유의적인차이가있었다(p<0.01). Kim HS(1994)
은 감자 전분의 호화는 70℃에서 완전히 호화된다고 보고하
였으며, 전분의 호화는 전분 입자의 호화 양상과 관련이 있
으며, 호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전분 입자의 크기와 형
태, 아밀로오스 함량, 아밀로펙틴의 결정 강도 및 사슬 길이, 
지질의 함량, 전분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의 함량 등
이다(Choi CR 2002). 또한 Kim HS(1994)의 연구 결과에서는
감자 전분의 시차 주사 열량계 흡열 곡선은 첫 번째 피크 다

음에 두 번째 피크가 뒤따른다고 하였으며, 전분 입자 내에
수분이 흡수되는 것은 비결정영역에 의한 것이고, 여기에 흡
수된 수분은 가열시 결정부분을 불안정화 시켜서 호화가 일

어나는 것을 촉진시키므로, 전분의 호화는 수분에 의해서 촉
진되는 나선 코일(helix coil) 전환이라고 알려져 있다(Ghiasi 
et al 1982). 결과적으로 감자 전분이 호화된 후에 재배열이
잘 일어나고, 겔 형성이 다른 전분에 비해서 잘 일어나기 때

문이라 생각된다.

2. 전분 종류를 달리한 참깨 묵(ごまどふ)의 품질 특성

1) 수분 함량 및 pH
전분 종류를 달리하여 제조한 참깨 묵(ごまどふ)의 수분

함량 및 pH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수분 함량을
살펴보면, 칡 전분을 첨가한 참깨 묵은 일본산 참깨의 함량
이 증가할수록 수분 함량은 높게 나타났으며, 대조군과 유의
적인차이가있었다. 고구마전분의첨가량을달리한참깨묵
은 일본산 참깨의 첨가량에 따라 대조군 보다 낮게 또는 높

게나타났으나, 각첨가군간에유의적인차이는나타나지않
았으며, 감자 전분의 첨가량을 달리한 참깨 묵 또한 일본산
참깨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수분 함량이 40% 첨가군 부터높
게 나타났다. 이는 수분-열처리에 의하여 감자 또는 감자 전
분을 가열하면 아밀로오스 함량, 팽윤력, 용해도는 감소하고, 
전분의 물 결합 능력은 증가하였으며, 그 정도는 고구마 전
분이 더 현저하여 전분의 첨가량이 감소할수록 수분의 함량

은 증가했다는 결과(Kim et al 1987)와 같은 경향을 나타냈
다. 또한 Kim & Ahn(1994)은 감자 전분의 물 결합 능력은
고구마 전분보다는 낮고, 칡 전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감
자 전분의 용해도는 다른 전분과 비슷하지만, 팽화력이 현저
하게 컸다고 보고하였다. Medcalf & Gilles(1965)는 전분에
결합된 물은 입자에침투된것과입자표면에 흡착된 것으로

서, 같은 종류의 전분은 비슷한 물 결합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전분 종류를 달리하여 제조한 참깨 묵(ごまどふ)의 pH는

칡 전분 첨가 참깨 묵은 대조군이 6.52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산 참깨 첨가군이 낮게 나타났다. 고구마 전분과 감자
전분을 첨가한 참깨 묵(ごまどふ)에서 pH는 대조군에서 각각
6.28과 6.41로 나타났으며 각 첨가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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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s in moisture contents and pH of sesame 
mook by different starches

Samples Moisture contents(%) pH

AJ 0  17.05±0.12b1) 6.52±0.49

AJ 40 17.77±0.23a 6.26±0.87

AJ 50 17.81±0.44a 6.25±0.46

AJ 60 18.12±0.32a 6.27±0.55

AJ 70 18.21±0.16a 6.21±0.69

F-value 39.67* 1.94

SJ 0 17.91±0.74a 6.28±0.12

SJ 40 17.70±0.53a 6.26±0.33

SJ 50 17.92±0.44a 6.32±0.85

SJ 60 18.08±0.54a 6.19±0.25

SJ 70 18.02±0.46a 6.27±0.43

F-value 20.28 0.87

PJ 0 17.57±0.23b 6.41±0.83

PJ 30 17.16±0.64b 6.27±0.24

PJ 40 17.65±0.58b 6.15±0.54

PJ 50 17.61±0.37b 6.26±0.23

PJ 60 18.15±0.66a 6.26±0.64

F-value 81.08*** 1.12

1) Mean±S.D. * p<0.05, *** p<0.001.
a∼c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 

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색도
전분 종류를 달리하여 제조한 참깨 묵(ごまどふ)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명도 L값은 칡 전분, 고구마 전분, 감자 전분을 첨가한 참

깨 묵에서 일본산 참깨(あたりごま)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모
든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본산 참깨를 첨가하
지 않은 칡 전분 묵이 38.52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일본산 참깨를 첨가하지 않은 고구마 전분 묵이 43.63, 감자
전분 묵이 45.12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일본산 참
깨의 함량을 60%로 실험하였을 때에는 고구마 전분을 첨가
한 참깨 묵, 칡 전분을 첨가한 참깨 묵, 감자 전분을 첨가한
참깨 묵이 73.82, 73.36, 79.29로 감자 전분 묵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적색도 a값은 고구마 전분 묵이 —1.47, 감자 전분 묵이 —

1.41, 칡 전분 묵이 —0.89로 나타났으며, 칡 전분, 고구마 전

분, 감자 전분을 첨가한 참깨 묵 모두 일본산 참깨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그 값 또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황색도 b값은일본산참깨를첨가하지않은묵 0%에서
감자 전분 묵이 —10.61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고
구마 전분 묵, 칡 전분 묵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황색도 b
값은 칡 전분, 고구마 전분, 감자 전분을 첨가한 참깨 묵 모
두에서 일본산 참깨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칡 전분 증가에 따라 L, a, b값은 감소하였고, 참깨 함량

증가에따라 L, a, b값이증가하였으며, 칡전분첨가칡묵의
경우, 칡 전분의 첨가량에 따라 L, a, b값이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다는 Lee et al(1999)의 보고와 다른 경향을 나타냈으나, 
이는 일본산 참깨(あたりごま)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명도가
밝아지는 것은 아주 미세하게 정제를 해서 참기름에 가까운

농축액이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진다.

Table 6. Changes in Hunter's color value of sesame mook 
by different starches

Samples
Hunter's color value

L a b

AJ 0 38.52±0.19e1) —0.89±0.04e —3.52±0.01e

AJ 40 65.79±1.08d —0.67±0.01d   8.28±0.06d

AJ 50 70.62±0.47c —0.33±0.01c   10.87±0.14c

AJ 60 73.36±0.60b —0.17±0.02b   11.66±0.05b

AJ 70 75.12±0.27a   0.77±0.05a   14.73±0.06a

F-value 1,213.90*** 796.21*** 1,712.28***

SJ 0 43.63±0.62d —1.47±0.00e —6.63±0.00e

SJ 40 65.49±0.68c —1.10±0.01d   7.12±0.09d

SJ 50 70.03±0.28b —0.84±0.02c   9.19±0.05c

SJ 60 73.82±0.30a —0.41±0.07b  12.82±0.15b

SJ 70 74.62±0.58a   0.09±0.01a  13.27±0.06a

F-value 1,200.19*** 642.84*** 1,782.43***

PJ 0 45.12±0.10d —1.41±0.01d —10.61±0.02d

PJ 30 72.87±1.36c —1.06±0.13c    8.06±0.15c

PJ 40 75.87±0.77ab —0.83±0.00b   11.27±0.04b

PJ 50 76.56±1.79b —0.75±0.02b   11.40±0.59b

PJ 60 79.29±0.38a —0.16±0.01a   13.03±0.02a

F-value 341.30*** 123.87*** 2,605.23***

1) Mean±S.D. *** p<0.001.
a∼e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 

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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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exure properties of sesame mook with different starches

Samples Hardness(g/cm2) Cohesiveness(kgf) Springiness(mm) Gumminess(kgf) Chewiness(kgf.mm)

AJ 0 357.85±90.46a1) 0.57±0.23a 2.64±0.12 0.22±0.12a 0.58±0.34a

AJ 40 179.68±30.34b 0.49±0.03b 2.55±0.12 0.09±0.02b 0.22±0.03b

AJ 50 176.34±25.07b 0.57±0.07a 2.51±0.09 0.10±0.02b 0.25±0.07b

AJ 60 128.73±10.08bc 0.47±0.02b 2.43±0.03 0.06±0.01b 0.15±0.02b

AJ 70  67.17±1.29c 0.35±0.08c 2.41±0.08 0.02±0.01b 0.06±0.02b

F-value 17.92*** 21.85*** 2.98 4.59* 4.83*

SJ 0 583.02±47.26a 0.54±0.03bc 2.74±0.04a 0.32±0.04a 0.87±0.10a

SJ 40 276.00±25.23b 0.48±0.02c 2.59±0.05ab 0.11±0.00cd 0.28±0.01c

SJ 50 225.03±17.95c 0.67±0.04a 2.68±0.04a 0.19±0.02b 0.50±0.06b

SJ 60 196.69±15.24c 0.59±0.05ab 2.36±0.11c 0.12±0.01c 0.27±0.02c

SJ 70 148.35±5.10d 0.50±0.09bc 2.44±0.14bc 0.07±0.01d 0.18±0.04c

F-value 129.31*** 6.43** 10.04** 69.51*** 67.32***

PJ 0 448.62±135.00a 0.58±0.05a 2.72±0.21 0.26±0.09a 0.72±0.30a

PJ 30 310.23±14.29b 0.56±0.03ab 2.77±0.08 0.17±0.01b 0.48±0.03ab

PJ 40 285.08±70.62b 0.50±0.04ab 2.66±0.17 0.14±0.04bc 0.38±0.12b

PJ 50 143.85±6.58c 0.59±0.08a 2.51±0.02 0.08±0.01c 0.21±0.04b

PJ 60 108.77±6.36c 0.47±0.04b 2.47±0.15 0.05±0.01c 0.13±0.01c

F-value 111.98*** 2.89* 2.51 9.46** 7.56**

1) Mean±S.D. * p<0.05, ** p<0.01, *** p<0.001.
a∼d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기계적 품질 특성
전분 종류를 달리하여 제조한 참깨 묵(ごまどふ)의 texture

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경도(hardness)는 칡 전분
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참깨 묵에서 일본산 참깨(あた
りごま)의 함량이 0%일 때는 357.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40%가 179.68, 50%가 176.34, 60%가 128.73으로 첨가량
의 증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값이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

다(p<0.001). 고구마 전분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참깨
묵또한 0%가 583.02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첨가량의증가
에 따라경도는낮아져 40%에서 276.00으로, 50%에서 225.03
으로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로 70%에서 148.35로 가장
낮은값을 나타냈다(p<0.001). 감자 전분을 첨가한 참깨 묵은
0%일 때 448.62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첨가량의 증
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60% 첨가군
에서 108.7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p<0.001). 이와 같은
결과는 겔(gel)의 투명도, 조직, 맛은 전분의 종류에 따라 다
르며, 전분 겔(gel)의 굳어지는 정도는 그 전분의 농도, 종류
가열 시의 온도와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의 비율에 영향

을 받는다고 하였다(Choi CR 2002).
응집성(cohesiveness)은 분자 간의 결합력을 나타내는 것

으로 묵의 형태를 이루는 내부 결합의 강도로서, 칡 전분을
첨가한참깨묵에서 0% 첨가군에서 0.57로나타났고, 40% 첨
가군에서는 0.49로 감소하였다가 50% 첨가군에서 0.57로 증
가하고는, 60% 첨가군에서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70% 첨가군에서 0.35로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칡전분을
이용한 칡 묵의 조리과학적 연구(Lee et al 1999)와 같은 결
과를 나타냈으며, 전분의 호화 특성상 칡 전분은 붕괴 점도
(Break down)가 다른 전분에 비해서는 크지 않지만, 일정한
첨가량 이하일 때는 결합력이 약하고, 입자가 커서 응집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고구마 전분을 첨가한 참깨 묵에
서는 50% 첨가군이 0.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 첨가
군이 0.4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감자 전분을 첨가한 참깨
묵에서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탄력성(springiness)은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말하는

데, 칡 전분을 첨가한 참깨 묵은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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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ean preference scores1) of sesame mook with different starches

Samples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AJ 0 4.10±1.02c2) 4.45±1.23d 4.75±1.33c 5.90±1.12a 3.65±0.88d

AJ 40 5.30±1.17b 5.40±1.27c 5.05±0.76c 4.95±1.23b 5.00±0.73bc

AJ 50 6.00±1.03b 6.30±0.98ab 5.90±1.07ab 5.85±1.23a 5.50±0.89c

AJ 60 7.00±0.92a 7.00±0.97a 6.25±1.21a 5.90±0.80a 6.90±1.02a

AJ 70 5.70±1.22b 5.95±1.28bc 5.35±1.23bc 5.70±1.13a 5.75±0.85b

F-value 19.26*** 13.82*** 25.81*** 12.39*** 36.37***

SJ 0 5.15±1.39c 4.10±0.85b 4.45±1.23b 5.35±1.23c 3.65±0.88c

SJ 40 5.60±0.94bc 5.45±0.94a 5.00±0.73ab 5.75±0.85bc 5.30±1.17b

SJ 50 6.90±0.85a 6.05±1.00a 6.90±1.02a 7.00±0.92a 7.00±0.97a

SJ 60 6.00±1.08b 5.60±0.88a 5.70±1.13a 6.30±0.98b 5.85±1.23b

SJ 70 5.75±0.85bc 5.60±1.47a 5.70±1.22ab 5.90±1.12bc 5.70±1.26b

F-value 7.77*** 9.87*** 14.44*** 7.42*** 24.16***

PJ 0 4.45±1.23c 4.45±1.35c 4.10±1.02c 4.12±1.32c 4.75±1.33b

PJ 30 5.70±0.80b 5.60±0.94b 5.30±1.17b 5.20±1.24b 5.00±0.73b

PJ 40 6.90±0.85a 7.00±1.32a 7.00±0.64a 6.00±1.24a 6.03±2.32a

PJ 50 5.95±1.28b 6.90±1.02a 7.00±0.97a 5.90±1.07a 5.30±1.17b

PJ 60 5.75±0.85b 6.00±1.08b 5.85±1.18b 5.70±0.80ab 5.05±0.76b

F-value 14.56*** 19.68*** 26.30*** 11.20*** 24.30***

1) Hedonic scales(1 : extremely dislike, 5 : neither like nor dislike, 9 : extremely like).
2) Mean±S.D., *** p<0.001.
a～d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구마 전분을 첨가한 참깨 묵에서는
첨가량의 증가에따라감소, 증가를반복하였으며, 60% 첨가
군에서 2.36으로가장 낮게나타났다. 또한감자전분을첨가
한 참깨 묵에서는 30% 첨가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점착성
(gumminess)은칡 전분, 고구마 전분, 감자 전분을첨가한참
깨 묵에서 일본산 참깨(あたりごま)의 함량이 0%일 때 각각
0.22, 0.32, 0.26으로높게 나타났으며, 칡 전분 첨가군은 0.22
∼0.02, 고구마 전분 첨가군은 0.32∼0.07, 감자 전분 첨가군
은 0.26∼0.05로나타났다. 씹힘성(chewiness)은점착성(gummi- 
ness)과같은결과로칡전분과고구마전분첨가참깨묵에서
는 0%일 때 0.58과 0.87로 높게 나타났으며, 감자 전분을 첨
가한 참깨 묵에서는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었고, 이는 감자 전분의 물 결합 능력은 고구마 전분
보다는 낮고, 칡 전분 보다높게나타났으며, 감자전분의용
해도는 다른 전분과 비슷하지만, 팽화력이 현저하게 컸다는
보고(Kim & Ahn 1994)와 같이 전분의 물 결합 능력이 다르
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본연구에서경도, 탄력성과 점착성에서칡 전분을 첨가한
참깨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분 입자의 결정 구조에
따라 A, B 및 C형으로 분류하여 볼 때(Hizukuri et al 1961), 
쌀, 녹두, 옥수수와 같은 곡류 전분은 A형, 감자와 같은괴경
과 열매 전분은 B형, 그 외 고구마와 같은 근경과 두류 전분
은 C형으로 나누었는데, 점도의 변화는 B형인 감자 전분에
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Kang YJ 2004) 결과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4) 관능적 품질 특성
전분 종류와 일본산 참깨(あたりごま)에 첨가량을 달리한

참깨 묵의 기호도 검사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전분 종류와
일본산 참깨(あたりごま)에 첨가량을 달리한 참깨 묵의 색도
평가에서 명도는 칡 전분, 고구마 전분과 감자 전분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밝게 나타났으나, 기호도 검사에서 색에 대
한평가는칡전분첨가참깨묵은 60% 첨가군에서 7.00으로
가장높게나타났으며, 고구마 전분첨가 참깨묵에서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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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군이 6.90으로, 감자전분에서는 40% 첨가군이 6.90으로
나타났다. 감자와같은괴경류전분은호화되었을때더투명
하기 때문(장명숙 2000)에 칡 전분보다는 감자 전분을 첨가
한 참깨묵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향미와 맛에 대한 평가에서는 칡의 쓴맛과 풍미 및 칡 냄

새가유의적으로강하게나타나, 칡전분을첨가한참깨묵에
서 칡 전분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기호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향미와 맛은 60% 첨가군에서 각각 7.00, 6.25로 기호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칡 전분을 이용한 칡 묵의 조리과
학적 연구(Lee et al 1999)에서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질감에 대한 평가에서칡 전분을첨가한 참깨묵에서 40% 

첨가군에서 4.95로 낮게 나타났고, 다른첨가군에서는 5.70∼
5.90으로나타났다. 고구마전분을첨가한참깨묵에서는 50% 
첨가군이 7.00, 감자 전분을 첨가한 참깨 묵에서는 40%와
50% 첨가군이 5.90, 6.00으로 칡 전분 첨가 참깨 묵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각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묵의 구조와 텍스쳐에서 감자, 고구마 겔과 텍
스쳐 면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는 보고(Bae et al 
1984)와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전체적인 기호도에서 칡 전분 첨가 참깨 묵은 3.65∼6.90, 

고구마전분첨가참깨묵은 3.65∼7.00, 감자전분첨가참깨
묵은 4.75∼6.03으로 나타났으며, 칡 전분에서 참깨 60% 첨
가군이 6.90, 고구마전분에서 참깨 50% 첨가군이 7.00, 감자
전분에서 참깨 40% 첨가군이 6.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Table 6의 색도 결과처럼, 칡 전분 첨가보다는 고구

마 전분, 감자 전분 첨가 참깨 묵에서 명도 L값이 높게 나타
나, 참깨 묵의 색이 밝을수록 선호도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향미와맛에서는칡의쓴맛과풍미및 칡냄새가 유의적으로

강하게 나타나 기호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묵의 구조와 텍스
쳐에서 칡 전분 첨가 참깨묵은 고구마 전분, 감자 전분 첨가
참깨 묵의 겔과 텍스쳐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참깨 묵(ごまどふ) 제조에 사용되는 고가의
칡 전분 대신 고구마 전분과 감자 전분의 대체 가능성을 알

아보고, 식재료대체효과로인한원가절감과본실험을통해
서 나타난 전분 종류를 달리한 참깨 묵을 최적의 비율로 최

상의품질조건과맛의조건을찾아참깨묵(ごまどふ)의품질 
특성과 제품화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분의 품질 특성 측정 결과, 수분 함량은 감자 전분이

17.24%, 조회분은 칡 전분이 0.23%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
타내었고, 호화와 노화도는 감자 전분이 호화 개시 온도(pas- 
ting temperature)가 70.3℃로 가장 빨랐고, 최고점도(peak vis- 

cosity)도 740.0 RVU, 전분 입자의 파괴 정도(break down) 
579.9, 최종점도(final viscosity) 433.8, 노화 정도(set back) 또
한 275.7로 칡 전분보다 4.5배, 고구마 전분보다 6.9배로 가
장높은 값을나타내었는데, 최저점도(holding viscosity)는고
구마 전분이 277.0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전분 종류를 달리하여 제조한 참깨 묵의 품질 특성 측정

결과, 수분 함량은 0%에서 17.05∼17.91%로 나타났고, 전분
에 대한 일본산 참깨(あたりごま)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수분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pH는 칡 전분 첨가 참
깨묵이 6.52로가장높은 값을나타냈고, 색도측정에서 L값
은 참깨 묵 0%일 때 감자 전분이 45.12로 가장 밝았고, a와
b값은 일본산 참깨(あたりごま)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그 값
또한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기계적 품질 특성
에서경도(hardness)와탄력성(springiness), 점착성(gumminess)
과 씹힘성(chewiness)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
났다. 관능검사에서는 색과 향미, 맛, 질감 및 전체적인 기호
도에서 칡 전분을 첨가한 참깨 묵은 60% 첨가군, 고구마 전
분을 첨가한 참깨 묵은 50% 첨가군, 감자 전분을 첨가한 참
깨 묵은 40% 첨가군에서 기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
분 종류를 달리한 참깨 묵에서는 참깨 묵의 색이 밝을수록

선호도에 좋은 영향을 주었으며, 향미와 맛에서 칡의 쓴맛과
풍미및칡냄새가유의적으로강하게나타나, 기호도가낮게 
나타났다. 묵의 구조와 텍스쳐에서는 칡 전분 첨가 참깨 묵
은 고구마 전분, 감자 전분 첨가 참깨 묵의 겔과 텍스쳐에서
유의적인차이를나타내었다. 이러한결과로참깨묵제조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칡 전분보다 고구마 전분과 감자 전

분이칡 전분보다적은양으로도겔형성이나전반적인 기호

도가 높게 평가되어, 고가의 칡 전분 대신 고구마 전분과 감
자 전분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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