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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sensory qualities of gruel with added ground

yam (20~80%) to increase consumption and application of yams. pH and sugar content of sample gruel decreased with

increasing yam content, whereas spreadability increased gradually. Lightness and greenness decreased; however, blueness

increased as yam content increased. Viscosity decreased with increasing yam content. Gruel with 40% added yam was the

most preferred for flavor, taste, texture, and overall preference. From these results, we found that adding 40% yam was the

best to make gruel with high sensory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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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소비구조의 고급화와 다양화는 식

생활의 질적 향상 추구의 요인이 되어 일상의 식생활에서 널

리 이용되면서 미량으로도 약리적 효과를 지닌 약용식물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Park 등 2009b).

마는 오래전부터 이용되어 온 약용작물의 일종으로, 가식

부위의 끈적끈적한 점질물에는 섬유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

고 그 밖에 단백질, 무기질, 소량의 glucose와 fructose 등이

함유되어 있다. 마의 효능으로는 당뇨병과 설사에 효과가 높

고(Lee & Kim 1998),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Kwon 등

1999; Chen 등 2003), 변이원성 억제, 면역증강(Shin 등

2004), ACE(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저해 및 중금

속제거 효과(Ha 등 1998) 등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이와 같

은 다양한 마의 기능성이 알려짐에 따라 건강식품으로의 수

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으로 다양한 식품의 제조

에 이용되고 있다(Lee 등 1999). 마를 첨가하여 제조 개발한

식품으로는 스폰지 케이크(Yi 등 2001), 국수(Park & Cho

2006), 젤리(Lee & Park 2007), 쿠키(Joo 등 2008), 식빵

(Yi & Kim 2001) 등이 있으나, 여전히 대중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형태는 제한적이므로 마 섭취 형태의 다양화를 위한 노

력이 요구되고 있다.

죽은 일반적으로 곡물에 물을 6~7배가량 붓고 오래 끓여

서 곡물입자가 부서지고 녹말이 완전 호화상태로까지 무르

익게 만든 유동식 상태의 음식으로(June 등 1998) 농경문화

가 시작되면서부터 대용주식, 노인식, 별식, 구황식, 보양식,

이유식, 약죽, 절기식, 치료식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따라서 죽은 우리의 식량 환경과 정서를 잘 나타내주는 대

표적인 음식이라 할 수 있다(김 & 임 2007).

죽의 종류는 쌀을 이용한 흰죽이 기본형이나, 다른 곡물을

쓰기도 하며 곡물에 여러 가지 채소나 산초, 약초를 섞어 쑨

죽에 약효를 기대하기도 하였는데(김 & 임 2007),『임원십

육지』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죽 한 사발을 먹으면 배

가 비어 있고 위가 허한데 곡기가 일어나서 보의 효과가 나

타나며 매우 부드럽고 매끄러워서 위장에 좋다고 하여 아침

식사의 대용 주식으로서 죽이 갖는 효능이 기술되어 있다(김

& 임 2007). 이렇듯 죽은 열량 공급뿐만 아니라, 먹기가 간

편하고 소화가 잘되어 아침식, 노인식, 환자식으로의 활용도

가 높아 그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주재료가 곡물이

지만 다른 식품소재를 첨가하면 다양한 풍미를 낼 뿐만 아

니라 탄수화물 이외에 단백질과 비타민 등의 영양소와 부재

료가 지니는 기능적인 특성까지 취할 수 있다. 열량면에서도

100 g 당 30~50 kcal 정도로 밥류의 1/3~1/4의 수준이다. 그

러므로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죽의 개발과 함께 기능성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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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를 첨가하는 등 더욱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김

& 임 2007). 최근 현대인의 전통음식 및 건강식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 먹

는 시간도 많이 요하지 않고 영양적인 면에서도 우수하며 소

화도 용이하고 재료 또한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는 죽은 개

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음식이라 할 수 있다(Park 등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능성 효과를 지닌 마를 이

용하여 기호식품 및 건강식품으로 계승 발전시킬 가치가 있

는 전통식품인 죽을 제조하고 이의 이화학적 및 관능적 특

성을 알아보았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시료 죽의 제조를 위한 마는 경북 안동 북후면에서 재배

한 장마(대길농산, 안동)를, 쌀은 이천산의 쌀을 대구시내 대

형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소금은 꽃소금(해표, 서울)

을 사용하였으며 죽 제조시의 용기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직

경 20 cm, 높이 15 cm인 냄비를 사용하였다.

2. 마 첨가 죽의 제조

마 첨가 죽을 제조하기 위하여 생마와 마분말을 첨가하여

죽을 제조한 후 예비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생마를 첨가한

죽이 마분말을 첨가한 죽보다 외관과 맛이 뛰어난 것으로 평

가되어 본 연구에서는 생마를 첨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생

마의 첨가량은 예비실험을 통하여 산출하였다.

재료의 배합비는 불리기 전의 생쌀의 양을 150 g, 물 800

g, 소금 2 g으로 고정시킨 뒤 <Table 1>과 같이 마의 함량을

20%, 40%, 60%, 80%로 달리하였다. 마는 평균 184.25±27

g의 일정한 크기의 마를 깨끗이 세척하고 껍질을 제거한 다

음, 믹서기(JA-2510, 제이월드텍, 경기도)를 이용하여 균일한

크기로 분쇄하였다. 쌀은 3회 씻어 생쌀 무게비의 2배량에

해당하는 물을 가하여 20oC의 물에 90분간 침지시킨 다음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하고 믹서기(JA-2510, 제이월드텍, 경

기도)에 1분간 분쇄하였다. 다음 쌀가루를 분량의 물과 혼합

하고 중불에서 60회/분으로 저어주면서 2분간 가열한 다음,

생마를 첨가하여 끓기 시작하면 소금을 첨가하고 약한 불에

서 8분간 더 가열하여 제조하였다<Figure 1>.

3. pH 측정

마 첨가 죽의 pH는 pH meter(Model 420A, Orion Research

Inc.,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 당도 측정

마 첨가 죽의 당도는 당도계(PAL-1, ATAG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Brix%로 표시하였다.

5. 색도 측정

마 첨가 죽의 색도는 시료 10 g을 믹서기(WSM-207T, (주)

위즈홈시스, 대구)로 마쇄하여 패트리디쉬(50×12 mm)에 담

아 측정하였다. 색차계(CR-300, Minolta Co., Japan)를 이용

하여 명도(L값), 적색도(a값), 황색도(b값)를 측정하였으며,

이 때 사용한 표준백판은 L=98.17 a=0.07, b=1.23이었다

(Ryu 등 2007).

6. 퍼짐성 측정

마 첨가 죽의 퍼짐성은 Line spread chart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으며 60oC로 유지시킨 죽을 50 g을 취하여 지름과 높

이가 각각 50 mm, 40 mm인 스테인리스 원통에 넣은 후, 원

통을 들어올려 1분간 퍼지게 하고 퍼진 곳 4군데 반지름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구하였다(Park 등 2009a).

7. 점도 측정

마 첨가 죽의 점도는 Brookfield viscometer(DV-I+LV,

USA)로 120 g을 취해 spindle No. 4를 사용하여 100 rpm에

서 측정하였다. 시료의 온도는 50oC를 유지하고 30초간 작

동시켜 측정하였다.

<Table 1> Formula for the manufacturing of gruels added with

ground yam

  Yam 

content (%)

Ingredients (g)

Rice Fresh yam Water Salt

0 150 - 800 2

20 120  30 800 2

40  90  60 800 2

60  60  90 800 2

80  30 120 800 2

Rice

↓

Washing for 3 times

↓

Soaking at 20oC for 9 hr

↓

Mashing for 1 min

↓ ← Adding fresh yam, water and salt

Mixing

↓

Boiling for 10 min

↓

Gruel added with yam

<Figure 1> Preparing procedures of gruel added with ground y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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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능평가

마를 첨가한 죽에 대한 관능평가는 남녀 대학원생 15명을

선정하여 본 시료의 관능적 요소를 잘 인지하도록 반복 훈

련시킨 후, 관능평가에 대한 용어와 평가기준을 설명한 후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5 종류의 시료 죽은 60oC를 유지하

여 각각 30 g을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제공하였다. 마

첨가 죽의 식별검사는 외관(색, 윤기), 냄새(마향, 불쾌한 냄

새), 맛(고소한 맛), 조직감(점성)에 대해서, 기호도 검사는 외

관, 냄새, 맛, 조직감, 종합적 기호도에 대해 9점척도법(1점:

매우 약함 또는 매우 싫어함, 9점: 매우 강함 또는 매우 좋

아함)으로 측정하였다(김 등 2000).

9. 통계 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측정한 후 평균과 표준편차로 결과

를 나타냈으며, 각 실험 결과와 관능평가 결과는 SPSS 14.0

program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후 유의적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 p<0.05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pH

마 첨가 죽의 pH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pH는 무첨가구의 pH가 6.22인 것에 비해 80%

첨가구는 5.87로 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낮아

졌다(p<0.05). 이러한 결과는 연잎 분말(Park 등 2009a)과

아몬드(Ryu 등 2007)를 첨가한 죽의 경우 부재료의 첨가량

이 증가함에 따라 pH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였

으나, Xian-Zhang 등(2002)은 잣죽의 제조시 잣의 첨가량과

pH간에는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여 죽의 pH는 첨

가하는 부재료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생각되었다.

2. 당도

마 첨가 죽의 당도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당도

는 무첨가구 12.60, 40% 첨가구는 7.00, 80% 첨가구는

5.33%로 측정되어 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5). 이는 쌀의 당도가 마보다

높아 쌀의 첨가량이 감소할수록 당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

되며 이러한 결과는 구기자와 흑임자를 첨가하여 제조한 죽

의 당도가 무첨가구의 당도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

다고 보고한 것(Min & Cho 2009)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반

면, 호박죽에 들깨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당도가 증가하

였음을 보고한 것(Cho 등 1996)과는 다른 결과였다.

3. 퍼짐성

마 첨가 죽의 퍼짐성 측정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무첨가구가 7.93 cm인 것에 비해 80% 첨가구는 14.63 cm로

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은 증가하였다(p<0.05). 이러

한 결과는 잣(Lee & Jang 1994)과 흑임자(Min & Cho

2009)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이 커진다고 보고한 것

과 일치하였다. 반면, 은행 분말(Kim 등 2004)과 연잎 분말

(Park 등 2009a)을 첨가한 죽에서는 은행과 연잎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퍼짐성이 감소하였는데, 이들의 재료는 분말

의 상태이므로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죽의 수분함량이 감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Xian-Zhang 등(2002)과 Lee 등(2005)은 가열시간이

증가할수록 죽의 퍼짐성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죽의

퍼짐성은 첨가 재료가 생것인지 건조분말인지 등의 특성 차

이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4. 색도

마 첨가 죽의 색도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죽의 색도는 pH, 당의 종류와 양, 온도 등의 영향을 받게 된

다고 보고되었는데(Park 등 2009a), 명도(L값)는 마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져 각 시료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5). Kim 등(1996)과 Kim 등(2004)도 깨와 은행 분말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죽의 명도가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적색도(a값)의 결과 모든 시료는 녹색도를 나타내는 -값으

로 측정되었으며, 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녹색도(-)가 낮

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p<0.05). 이러한 결과는 은행 분말

<Table 2> pH, oBrix (%) and spreadability of gruels added with

ground yam 

 Yam content 

(%)
pH

oBrix

(%)

Spreadability

(cm)

0 006.22±0.021)a2) 12.60±0.89a 7.93±0.16d

20 6.18±0.01b 10.33±0.38b 9.58±0.06c

40 6.04±0.01c 07.00±0.17c 9.77±0.03c

60 5.96±0.01d 06.40±0.17c 13.73±0.47b0

80 5.87±0.01e 05.33±0.12d 14.63±0.15a0

1)The value is mean±SD (n=3).
2)a-e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Hunter’s color values of gruel added with ground yam

Yam content 

(%)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0 64.19±0.451)a2) -1.30±0.01d -1.95±0.01a

20 64.25±0.13a -1.33±0.01d -2.61±0.03b

40 57.30±0.21b -1.15±0.03c -2.88±0.01c

60 55.80±0.07c -1.08±0.02b -3.12±0.02d

80 55.02±0.08d -0.89±0.04a -3.21±0.04e

1)The value is mean±SD (n=3).
2)a-e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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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등 2004), 잣(Xian-Zhang 등 2002), 아몬드(Ryu 등

2007)를 첨가한 죽에서도 은행, 잣, 아몬드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녹색도가 낮아졌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

었다.

황색도(b값)의 결과에서는 모든 시료는 청색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측정되었으며, 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청색도(-)

가 증가하였다(p<0.05). 한편 은행 분말(Kim 등 2004), 잣

(Xian-Zhang 등 2002), 아몬드(Ryu 등 2007)를 첨가한 죽에

서는 은행, 잣, 아몬드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황색도가 증

가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부재료

자체의 색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5. 점도

마를 첨가한 죽의 점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에 나

타낸 바와 같다. 죽의 유동적 특성은 곡물의 입자크기, 고형

물 함량, 조리시간, 죽의 온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점

도는 중요한 유동적 특성으로 죽의 점도는 쌀 및 물의 첨가

량과 부재료의 배합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une 등 1998).

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죽의 점도는 낮아져 각 시료간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이러한 결과는 쌀의 전분이

호화되면 점성이 생겨 점도가 증가하지만, 마의 첨가량 증가

에 따라 쌀의 첨가량이 감소됨에 따라 점성이 낮아진 것으

로 사료되었다. 밤호박(Jung 등 2001)과 은행 분말(Kim 등

2004)을 첨가한 죽에서도 이들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점도가

크게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6. 관능평가

마를 첨가한 죽의 식별검사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Lee 등(2003)은 죽에서 중요시되는 관능적 특성

은 고소한 맛, 씹히는 감촉, 점도 및 색이라고 하였다. 색은

마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진해지는 것으로 평가해 각 시

료간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이는 마 첨가량

이 증가함에 따라 명도가 낮아진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윤기는 모든 시료가 5.33~5.92의 범위로 시료간의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마향은 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강하게 느끼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p<0.05). 불쾌한 냄새는 무첨가구,

20%, 40% 첨가구까지는 4.17~4.58의 범위였으나, 60% 첨가

구와 80% 첨가구는 유의적으로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p<0.05). 전반적으로 마향이 강해질수록 불쾌한 냄새

의 정도가 강해졌다. 고소한 맛은 무첨가구, 20%, 40% 첨가

구에서 유의적으로 강하게 느끼며, 그 이상의 첨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p<0.05). 이러한 결과는 연잎 분

말을 첨가한 죽(Park 등 2009a)에서도 연잎 분말을 일정량

이상 첨가시 고소한 맛의 정도가 감소되었다는 보고와 일치

하였다. 점성은 무첨가구가 7.33, 80% 첨가구는 4.08로 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저하되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p<0.05).

기호도검사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낸 바와 같다. 외관은

20~60% 첨가구가 유의적 차이 없이 선호도가 높았고, 80%

첨가구의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냄새는 40% 첨가구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80% 첨가구가 3.75로 가장 낮았

다(p<0.05). 이러한 결과는 80% 첨가구의 불쾌한 냄새가 가

장 강하게 평가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맛의

항목에서는 고소한 맛이 가장 강한 40% 첨가구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흑임자죽(Park 등 2003)에서도 고소한 맛이 죽

의 맛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감에

서는 20~60% 첨가구가 5.33~5.83의 범위로 차이는 없었으

<Table 4> Viscosity of gruel added with ground yam 

Yam content (%)

0 20 40 60 80

Viscosity (cP) 5923±26.001)a2) 4814±49.96b 2436±6.00c 1092±12.00d 540±6.00e

1)The value is mean±SD (n=3).
2)a-e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Sensory properties of gruel added with ground yam

Yam content (%)
Appearance Odor Taste Texture

Lightness Gloss Yam odor Off-flavor Savory taste Viscosity

0 4.25±0.871)b2) 5.33±0.89 2.92±1.00d 4.17±0.94b 6.50±0.90a 7.33±1.07a

20 4.17±0.94b 5.50±0.80 3.75±0.62c 4.58±0.90b 6.33±0.89a 6.42±1.08b

40 5.00±0.74a 5.83±0.83 4.83±0.72b 4.50±1.00b 7.00±0.74a 5.67±0.89c

60 5.42±0.90a 5.58±1.00 5.17±0.94b 5.92±0.79a 5.33±0.78b 4.58±0.67d

80 5.67±0.89a 5.92±1.00 6.50±1.00a 6.25±0.97a 4.33±0.98c 4.08±0.79d

1)The value is mean±SD (n=12).
2)a-d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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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첨가구와 80% 첨가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기호도

를 나타냈다(p<0.05). 종합적 기호도에서는 40% 첨가구가 가

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0% 첨가구, 무첨가구, 60% 첨

가구, 80% 첨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로 부터 마를 첨가한 죽의 제조시에는 냄새,

맛, 조직감, 종합적인 선호도가 가장 높은 40%의 마를 첨가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IV. 요약 및 결론

죽은 먹기가 용이하고 소화가 잘되며 영양적으로도 우수

하여 대용주식, 노인식, 별식, 이유식, 치료식 등으로 다양하

게 이용되고 있는 전통식품이다. 최근 전통음식이나 건강식

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재료인 곡물에 다

른 식품소재를 첨가하여 기호성과 함께 건강기능성도 증가

시킨 다양한 죽이 개발되고 있다. 마는 당뇨예방, 혈중 콜레

스테롤 저하작용, 면역증강 등의 약리효과가 있어 건강식품

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섭취형태 및 가공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의 섭취증대와 식품제조

에 있어서의 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분쇄한 생

마를 20~80%의 범위로 첨가하여 죽을 제조한 후 이의 이화

학적 및 관능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마 첨가량이 증

가됨에 따라 죽의 pH와 당도는 낮아졌으며, 퍼짐성은 증가

하였다. 또한 명도와 녹색도는 낮아지고, 청색도는 증가하였

다. 죽의 점도는 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졌다. 기호

도 검사결과 40% 첨가구가 냄새, 맛, 조직감, 종합적인 선호

도가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40%의 마를 첨가함에

따라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관능적으로 우수할 뿐 아

니라 다양한 건강기능성도 기대할 수 있는 죽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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