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23(2): 234～240 (2013)

234

자색고구마를 활용한 노인식 죽의 개발 및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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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gruel supplemented with purple sweet potato. The gruel was prepared 
with rice powder, salt, and various amounts of purple sweet potato (0, 2, 4, 6, 8%). Increasing the content of purple sweet 
potato decreased the pH and viscosity of the gruel, whereas sugar content and spreadability gradually increased. In addition, 
the content of purple sweet potato increased, the lightness (L) significantly decreased, while redness (a) and yellowness (b) 
increased. The results of the sensory evaluation show that overall-acceptability was highest for the gruel containing 6% purple 
sweet potato. In conclusion, the results shows that the gruel with 6% purple sweet potato is the best. This study indicates 
that it is possible to enhance the quality and acceptability of gruel by adding purple sweet potato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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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학 기술의 발달과 경제성장 등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됨

에 따라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9년에
는 노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1).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의
건강과 식생활, 영양섭취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며, 
노인을 위한 식단 개발도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저작․연하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이 먹기에 편

리한 가공식품이 다양하게개발되었으며(Funami et al 2006),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식사 배달 프로그램

이나 단체급식 등을 통하여 국가 차원의 영양 중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Millen et al 2002).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들의
식이섭취와관련된 연구가 주로 노인의영양섭취 실태 및건

강상태에 대한 연구(Han et al 2005), 노인의 식생활 태도
(Song et al 2011), 노인의 식습관에 관한 것으로(Han & 
Youm 2012), 최근 노인을 위한 식단 개발 연구(Kim & Back 
2006)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노인식 개발에 관한 연구
가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식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 변화를 충분히고려하여 노인에게 적합한식품 재료와조

리법을 이용한 식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노
인식을 개발할 경우 노인의 영양요구량을 충족시키는 동시

에 미각과 기호를 고려하여야 한다(Kim & Ryu 2003).
죽은 곡물을 물과 함께 오래 끓여 알갱이가 무르게 만든

것으로, 곡물 내 전분을 완전히 호화시켜 소화율이 높은 음
식이다(Lee et al 1997). 죽은 조리 방법에 따라 쌀을 통으로
쑤는 옹근죽, 동강나게 쑤는 원미죽, 갈아서 쑤는 무리죽 등
이 있으며(강인희 1987), 부재료에 따라 건강식, 기호식, 보
양식, 치료식, 이유식, 노인식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 가능하
다(Zhang et al 2002). 쌀을 이용한 흰죽이 기본이나 다른 곡
물을 쓰기도 하며, 곡물에 여러가지 채소나 산초, 약초를 섞
어 효능을 기대하기도 한다(김 과 임 2007). 죽은 쌀을 소화
하기 쉬울 만큼호화시켰기 때문에 먹기에부담이 없어 궁중

에서도 아침 주식으로 흔히 죽을 이용했다고 한다(Han BR 
1997). 죽은 간편식으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열량
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부재료의 첨가에 따라 탄수화물 이
외에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를 보충할 수있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 죽은 물성이 부드럽고 소화가 용이할 뿐
아니라, 노인의 죽의 이용 빈도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
타나(Lee & Lee 1995) 노인식으로 개발하기에 적합하다.
기능성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최근에 국내

에서 재배되고 있는 자색고구마는 재배가 용이하며, 색소 함
량이 다른 색소원에 비해 높고, 안토시아닌은 안정된 형태의



23(2): 234～240 (2013)                  자색고구마를 활용한 노인식 죽의 개발 및 품질 특성 235

색소이므로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Ko & Seo 
2010). 새로운 천연 식용색소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색고구
마는 육질 전체가진한자색을띠는품종으로수용성색소인

안토시아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안토시아닌 색소 성분
은 다양한 페놀성 물질을 함유하여 항산화성과 같은 생리활

성을 나타내며(Song et al 2005), 다른 색소에 비해 비교적
열과 광선에 안정하다고 알려져 있다(Kim et al 1996). 자색
고구마는 단백질과 지방, 식이섬유 및 칼륨, 인, 철 등 무기
질이골고루 들어있고, 비타민 A와비타민 C가다량함유되
어 있으며, 고구마 중의 비타민 C는 전분질로 둘러싸여있어
가열해도거의 손실이 없는것으로알려져 있다(Kim & Song  
2006).          
자색고구마에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자색고구마의 색소

안정성(Lee et al 2006), 자색고구마에서 추출한 안토시아닌
색소의 광안정성(Rhim & Lee 2002), 자색고구마의 색소 추
출 조건(Lee et al 2000), 자색고구마 안토시아닌 색소의 성
분 분석(Rhim & Lee 2002) 등 주로 자색고구마의 색소에 관
한 것이 보고되었다. 자색고구마를 이용한 가공식품에 관한
연구는 자색고구마를 이용한 민속주의 제조(Han et al 2002), 
자색고구마 첨가 요구르트의 제조(Chun et al 2000), 자색고
구마 첨가 머핀의 품질특성(Ko & Seo 2010), 자색고구마 첨
가 설기떡 제조(Ahn GJ 2010)에 관한것이있으나, 자색고구
마를 이용한가공식품개발에관한연구는 아직 활발하지않

은 실정이다.
자색고구마는 일반 황색고구마에 비해 유리당 함량이 1/3 

정도 함유되어 있고, 천연색소인 안토시아닌 색소를 다량 함
유하고 있어 찐 고구마로 이용 시 그 당도가 떨어지고, 색소
의 용출이 많아 소비자들의 기호도가 낮은 품종이다(Kim & 
Ryu 1995). 그러나 자색고구마는 식이섬유소 및 각종 비타
민, 무기질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 색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
기 때문에, 천연 식용색소원으로 가공식품에 널리 활용한다
면 영양성과 기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항산화물질을 함유

하고, 식이섬유소가 다량 함유된 자색고구마 분말을 이용하
여 노인의 치아 손상과 식욕, 미각 등 저하된 신체기능을 고
려한 건강편이식품으로서 죽을 제조 개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자색고구마 가루는 2012년 전남 무안에

서 재배된 자색고구마를동결건조하여분말로제조한 후냉

동(18℃) 저장하면서 사용하였다. 멥쌀은 경기도 이천(2012
년 산)에서 수확된 것을 사용하였고, 소금은 꽃소금(해표)을

사용하였다.

2. 자색고구마 죽의 제조
자색고구마 가루를 이용한 죽의 제조를 위해 멥쌀은 3회

수세하여 실온에서 2시간 침지하고, 30분간 체에 받쳐 물기
를 제거한 후 믹서기(HM-1260, Hanil Electric Co., Korea)를
이용하여 1분간 분쇄하였다. 자색고구마 죽은 여러 차례의
예비실험을 거쳐 전처리 방법과 배합비율(Table 1)을 정하였
으며, 자색고구마 분말 첨가수준은 2, 4, 6, 8%로 정하였다. 
쌀가루에 분량의 물과 자색고구마 분말을 넣고 혼합하여 강

한불에서 5분가열하고, 중간불에서 5분간 더끓인후소금
을 첨가하고, 쌀이 눌러 붙지 않도록 나무주걱으로 저으면서
약한 불에서 5분간 가열하여 제조하였다.

3. 실험 방법

1) pH 측정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자색고구마죽의

pH는 죽 10 g에 증류수 30 mL를 가하고 bag mixer(Model 
400, Interscience, France)로 균질화(speed 7, 2 min)하여 30분
간상온에서 방치한 후, 상층액의 pH를 pH meter(Model 740, 
Istek, Korea)를 사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2) 당도 측정
자색고구마죽의 당도는 죽 1 g을 증류수 10 mL에 희석시

켜 얻은 즙액을 당도계(501-DS, N.O.W.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고, °Brix로 표시하였다.

Table 1. Formula for gruel added with purple sweet 
potato

Sample1)

Ingredients (g)

Rice
powder

Purple sweet 
potato powder Water Salt

PG0 100 0 600 1

PG2  98 2 600 1

PG4  96 4 600 1

PG6  94 6 600 1

PG8  92 8 600 1

1) PG0: Gruel added with 0 % purple sweet potato powder.
  PG2: Gruel added with 2 % purple sweet potato powder.
  PG4: Gruel added with 4 % purple sweet potato powder.
  PG6: Gruel added with 6 % purple sweet potato powder.
  PG8: Gruel added with 8 % purple sweet potato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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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e

↓

Washing (3 time)

↓

Soaking (2 hr)

↓

Removing water (30 min)

↓

Blending (1 min)

↓

Mixing (Rice powder, purple sweet potato powder, salt)

↓

Heating (15 min)

↓

Purple sweet potato gruel 

Fig. 1. Procedure of purple sweet potato gruel.

3) 색도 측정
자색고구마죽의색도는색도계(CR-300, Minolta Co., Japan)

를 사용하여 각 시료의 L값(명도), a값(적색도), b값(황색도)
을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이 때 사용된
calibration plate의 L값은 98.25, a값은 0.07, b값은 +0.35이
었다.

4) 점도 측정
자색고구마죽의 점도는 점도계(DV-1, Brookfield, USA)를

사용하여 시료 온도를 60℃로 유지시키면서 측정하였다. 시
료 350 mL를 500 mL 비커에 담고 spindle 회전속도를 60 
rpm으로 맞추어 60초가 지난 시점에서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5) 퍼짐성 측정
자색고구마죽의 퍼짐성은 line spread test 방법으로 측정

하였다. 60℃의시료 35 g을취하여 스테인레스원통(지름 40 
mm×높이 30 mm)에 넣고, 1분이 지난 후 원통을 들어 올리
고 퍼짐이 멈춘 다음, 4군데의 퍼짐 길이를 재어 평균치를
구하였다.

6) 관능적 특성 검사
자색고구마죽의 기호도는 서울 소재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을 방문하여 70세 이상의 고령자 30인에 대하여 조리외식경
영학 전공의 대학원생 2명이 직접 면담을 통해 설문지에 기
록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평가항목은 색(color), 향(flavor), 
맛(taste), 점도(viscosity), 전체적인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에 대하여 9점 척도(1점은 매우 싫어한다, 5점은 보통이다, 
9점은 매우 좋아한다)를 사용하였다.

7)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에 의해 시료 간 유의적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pH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자색고구마죽의

pH는 Table 2와 같다. 자색고구마를 첨가하지 않은 죽의 pH
가 6.49로 가장 높았고,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죽의 pH는 감소하였으며, 각 첨가군 간에 유의적 차이를 나
타냈다(p<0.05). 이는 자색고구마를 첨가한 식빵의 품질 특
성 연구(Lee & Park 2011)에서 자색고구마 첨가군이 무첨가
군에 비해 pH가 대체로 낮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며, 
자색고구마를 첨가한 요구르트에 관한 연구(Chun et al 
2000)에서 자색고구마 첨가구가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보다
pH가 더 낮은 값을 보였다는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2. 당도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자색고구마죽의

당도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색고구마를 첨가하지 않은 죽의 당도가 0.90 °Brix로 가

장 낮았고,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죽의 당도는

Table 2. pH and °Brix of gruel added with purple sweet 
potato

Sample pH °Brix

PG0 6.10±0.011)a2) 0.90±0.20a

PG2 6.21±0.02b 1.15±0.15ab

PG4 6.29±0.01c 2.26±0.20b

PG6 6.38±0.02c 3.23±0.15c

PG8 6.49±0.02e 4.03±0.23d

1) Values are means±S.D. (n=3).
2) a～e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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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자색고구마 8% 첨가군이 4.03 °Brix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색고구마를 첨가하지 무첨가군과 자
색고구마 2% 첨가군에는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색고구마 4% 첨가군 이상에서는첨가군 간에 유의적차이
를 나타냈다. 이는 자색고구마의 당도가 쌀의 당도보다 높기
때문에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죽의 당도가 높

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마를 첨가한 죽
의 연구(Kim & Kwak 2011)에서 마의 당도가 쌀의 당도보다
낮기 때문에마를첨가한 죽의당도가 무첨가구의 죽보다당

도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경향

이다.

3. 색도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자색고구마죽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자색고구마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가 60.84로 가장 높았고,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는 감소하였으며, 
각 첨가군 간에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p<0.05).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
났으며, 자색고구마 8% 첨가군이 6.85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각 첨가군 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이는 자
색고구마가 붉은 자색을 띄기 때문에 자색고구마의 첨가량

이 많아질수록 적색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황색도
를 나타내는 b값은 자색고구마 무첨가군과 첨가군 간에 유
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무첨가군의 b값이 1.93으로 가장 낮
았고,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p<0.05). 이러한 결과는 자색고구마를 첨가한 요구르
트의 제조 특성(Chun et al 2000)에서 자색고구마의 안토시
아닌 색소에 의해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은

Table 3. Hunter's color value of gruel added with purple 
sweet potato

Sample
Hunter's color value

L a b

PG0 60.84±0.971)a2) 1.33±0.04a 1.93±0.81a

PG2 52.51±0.81b  2.82±0.13b 0.29±0.26b

PG4 47.59±1.77c  4.09±0.06c 0.05±0.19b

PG6 43.34±1.39d  5.41±0.17d  0.25±0.25b

PG8 37.83±0.48e  6.85±0.18e  1.55±0.26c

1) Values are means±S.D. (n=3).
2) a～e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감소하고, a값은 증가하였다는 보고와 같은 경향이었으며, 
자색고구마를 첨가한 식빵의 반죽 연구(Lee & Park 2011)에
서 자색고구마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반죽의 명도 L
값은 낮아지고 a값은 증가하였다는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4. 점도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자색고구마죽의

점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점도는 자색고구마를
첨가하지 않은 죽의 점도가 11,127.00 cp로 가장 높았으며, 
자색고구마 8% 첨가군이 2,017.33 cp로 가장 낮았다. 자색고
구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죽의 점도는 점차적으로 감소

하였고,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에 따른 각 첨가군 간에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죽의 점도는 중요한 유동적 특성으로 쌀이
나 물의 첨가량과 부재료의 배합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June et al 1998). 죽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쌀이 호화되면서
점성이 커져 점도가 증가하지만,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상대적으로 쌀의 첨가량이 감소함에 따라 죽의 점

도가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마를 첨가한
죽(Kim & Kwak 2011)이나 호박(Jung et al 2001)을 첨가한
죽에서도 마와 호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점도가 크게 낮

아졌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5. 퍼짐성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자색고구마죽의

퍼짐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퍼짐성은 자색고구
마를 첨가하지 않은 죽이 7.25 cm로 가장 낮았고, 자색고구
마 8% 첨가군이 9.10 cm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색고구마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죽의 퍼짐성은 점차적으로 증가하

였으며,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에 따른 각 첨가군 간에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죽의 유동적 특성은 곡물의 입자 크기, 고

Table 4. Viscosity and spreadability of gruel added with 
purple sweet potato

Sample Viscosity (cp) Spreadability (cm)

PG0 11,127.00±738.091)a2) 7.25±0.05a

PG2  8,360.33±515.2b 7.52±0.17b

PG4  5,469.00±242.89c 8.22±0.15c

PG6  3,408.00±336.8d 8.57±0.17d

PG8  2,017.33±83.17e 9.10±0.21e

1) Values are means±S.D. (n=3).
2) a～e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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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물 함량, 조리시간과 죽의 온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Manohar et al 1998), 은행죽 연구(Kim 
et al 2004)에서 쌀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은 감소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점도 감소에 따른 퍼짐성의

증가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쌀가루를 자색고구마 분
말로 대체하여 고형분의 함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잣죽(Zhang et al 2002)과 흑임자죽(Min & Cho 2009)
에서 잣과 흑임자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퍼짐성이 증가하

였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한편, 잣을 첨가한 죽

(Zhang et al 2002)과 검정콩을 첨가한 죽의 연구(Lee et al 
2005)에서 죽을 조리하는 가열시간이 증가할수록 죽의 퍼짐
성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6. 관능적 특성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자색고구마죽의

기호도 검사 결과는 Table 5와같다. 색은 자색고구마 6% 첨
가군이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 첨가군과 4% 첨가군간에
는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향은 자색고구
마 8% 첨가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색고구마 첨가량
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 자색고구마 첨가량이 8%
> 6% > 4% > 2% > 0% 순으로나타나자색고구마의첨가량이
많을수록 향에 대한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맛은
6% 첨가군이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였으며, 자색고구마 첨
가량에 따른 각 첨가군 간에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 점도
는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나다가 6% 
첨가군에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였고, 8% 첨가군에서는
오히려 더 낮게 평가되었다. 전체적인 기호도는 자색고구마
를 첨가하지 않은 무첨가군보다 자색고구마를 2% 이상첨가
하였을 때 기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기

Table 5. Sensory characteristics of gruel added with purple sweet potato

Sample Color Flavor Taste Viscosity Overall
acceptability

PG0 1.35±0.581)a2) 1.60±0.59a 1.75±0.78a 2.05±0.99a 1.60±0.68a

PG2 2.70±1.21b 3.05±0.99b 2.55±0.94b 3.25±1.06b 2.95±1.09b

PG4 3.45±1.09b 4.60±0.68c 3.90±1.41c 3.90±1.29b 5.40±1.18c

PG6 7.55±1.09c 6.35±0.87d 7.10±0.91d 6.35±1.89c 7.60±1.31d

PG8 5.25±1.77d 7.45±1.53e 6.20±1.39e 5.15±2.13d 6.05±1.27c

F-value 78.361***3) 114.076*** 84.168*** 23.212*** 90.856***

1) Mean±S.D.
2) a～e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3) *** p<0.001.

호도는 자색고구마 6% 첨가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8% > 4% > 2% > 0% 첨가 순이었다. 이것은 자색고구마
8% 첨가군의 경우 향이 가장 높게 평가된 반면, 자색고구마
6% 첨가군은 색, 맛, 점도 등 죽의 품질에 중요한 여러 특성
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죽은 먹기가 간편하고 소화가 잘 되어 아침식, 노인식, 환
자식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전통식품이다. 죽은 활
용도가 높아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죽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죽이 완전조리식품으로 가공되어

판매되고 있다. 또한 죽의 주재료인 곡물에 다른 식품 소재
를첨가하여기호성뿐만아니라, 기능성까지높인죽이 개발
되고 있다. 자색고구마는 식이섬유소 및 각종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안토시아닌 색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지만, 
찐고구마로 이용 시색소의 용출이많아 기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말로 가공하여 천연의 식용색소원으로 가공식품에

널리 활용한다면 그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색고구마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자

색고구마를분말로 가공하여 죽에 2～8%의 범위로첨가하여
자색고구마죽을 제조한후 품질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죽의 pH는 낮아지고, 
당도는 높아졌다. 색도에서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이 증가함
에 따라 명도 L값은 낮아지고,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과 황
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증가하였다. 이것은 자색고구마가자
색을 가지고있기때문에 s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는낮아
지고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
색고구마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색고구마죽의 점도는

감소하였고, 퍼짐성은 증가하였으며, 각 시료들 간에 유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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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차이가 나타났다(p<0.05). 관능적품질 특성 결과, 색은자
색고구마 6% 첨가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 첨가군과
4% 첨가군 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향은 자색고구마 8% 첨가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색
고구마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향에 대한 기호도가 높게 나타

났다. 맛은 자색고구마 6% 첨가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색고구마첨가량에 따른 각첨가군 간에 유의적 차이가나

타났다. 점도는 6% 첨가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8% 첨
가군에서는 오히려 더 낮게 평가되었다. 전체적인 기호도는
자색고구마 6% 첨가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8%> 
4%> 2%> 0% 첨가 순이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자색고구마죽은 자색고구마를 삶거나

쪄서 죽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조리되기 때문에 조리과정이

복잡하며, 자색고구마의 수분함량이 삶거나 찌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색고구마
를 동결 건조하여 분말로 제조한 후, 균일한 상태의 자색고
구마가루를 죽에 첨가하여 품질 특성을 알아보고, 최적의 첨
가수준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노인식에 활용하기 위해 자색고구마

분말을 첨가한 죽을 제조 시 자색고구마를 6% 정도의 수준
에서 첨가하는 것이 노인의 미각과기호도를향상시킬 수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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