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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예로부터 곤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용으로

먹어 왔으며, 현재에도 일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는많은종류의곤충들을식용으로이용

하고있다. 곤충은단백질과불포화지방산을다량

함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 비타민, 무기질, 식이

섬유 및 탄수화물 등 대부분의 영양소를 함유하

고 있으므로 영양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다고 보

고되었다(Chung MY 등 2013). 2050년경전세계

인구는 9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식량난

에 대비하기위해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미래식량자원으로곤충의개발에주목하고있다

(Huis A 등 2013). 곤충의 식용화에 관한 연구는

국내보다 국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곤충을 식․약용소재화로 활용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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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quality of muffins prepar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mealworm. Samples 
of muffins were prepared with the addition of 0, 1, 2, 4, 6 and 8% mealworm powder to the flour of basic 
formulation. The weight of muffins decreased as the concentration of the mealworm powder increased. The 
height indices of muffins containing mealworm powder were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The volume index 
of the MW2(2%) muffin was the highest. The pH of muffins containing mealworm powder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although moisture content lower. Lightness and yellowness de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mealworm powder concentration, but redness increas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hardness was found 
from increased powder concentration.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and antioxidative activity measured by 
2,2-diphenyl-1-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muffins significantly increased as the concentration 
of the mealworm powder increased. Muffins containing 1～8% mealworm powder had acceptable sensory 
properties, such as flavor, taste, and overall accepta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ealworm 
powder is a good ingredient for consumer acceptability and functionality of muff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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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을정비하였다. 국내의경우 2011년 1월
곤충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외에
비해 늦게 곤충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연구가 시작되었다(농촌진흥청, 2014). 식품공전
에 등록이 되어식용으로유통 및판매가가능한

곤충은 누에와 벼메뚜기가있었으며, 2014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밀웜(갈색거저리 유충)
도새로운식품원료로한시적으로인정하였다. 일
반적으로 곤충을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2010년 9월부터식약청에서시행하고 있는 ‘한시
적 인정제도’에 따라 ‘새로운 식품원료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에부합되는식품만이 식약처에
한시적으로 인정받아 식품으로 사용이가능한데, 
밀웜은영양성분분석, 독성시험등과학적인안
전성 입증을 통해 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곤충이

다. 갈색거저리(Tenebrio molitor)는 딱정벌레목

거저리과의 곤충으로 갈색 쌀거저리라고도 불리

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분포한다. 알, 유충, 
번데기 및 성충의 시기를 거치는 완전변태를 하

는곤충으로새나애완동물의먹이곤충으로이용

되고있으며, 국외에서는 식용곤충으로도이용되
고 있다(Chung MY 등 2013). 현재 우리나라에도
밀웜을 대량생산하고 있는 사육농가가 형성되어

져 있다. 밀웜의 영양성분은 수분이 2.90%, 조단
백질이 50.32%, 조지방 33.70%, 조회분 3.76%, 조
섬유 4.81%로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아 고단백
소재로활용이가능하다(Yo JM 등 2013). 밀웜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밀웜 식품 원료화를 위한

분말제조조건을확립(Chung MY 등 2013), 밀웜
의 영양성분 및유해물질분석에따른 영양적 가

치(Yoo JM 등 2013), 갈색거저리의 형태적 특징
및한국산갈색거저리로부터분리된항진균단백

질의항균효과와 그 작용범위에대한 연구가 보

고된 바가 있으나(Chung SJ 등 1995), 식품에 적
용시킨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국민들의 식생활 양식이 서구화로 전환되어감

에 따라 주식의 패턴이 바뀌고,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제과․

제빵류가 대중화 되고 있고, 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Lee YS와 Chung HJ 2013, Jung KI 등 2011). 
머핀은 밀가루 외에 우유와 계란 등을 주원료로

하여구워내었기때문에영양가가높고, 제조법이
간편할뿐만아니라, 우리나라사람들의기호에도
잘 맞아아침식사대용 또는간식으로 많이 이용

되고 있다(Jeon SY 등 2002, Cheon SY 등 2014). 
최근 소비자의 구매 경향은 양보다 질을 추구하

며, 고급화및다양화되어가고있으며, 건강에대
한관심이높아지면서생리활성성분들을첨가한

식품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Yoon MH 등
2011-4). 이에국내의제과제빵분야에서도 건강
기능성 소재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제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능성 천연 소재를 첨가
한머핀에관한대표적인연구로는인삼잎(Cheon 
SY 등 2014), 들깨잎(Yoon MH 등 2011), 보리순
(Cho JS와 Kim HY 2014), 복분자(Ko DY와 Hong 
HY 2011), 뽕잎(Lee HY 등 2011), 브로콜리가루
(Shin 등 2008), 부추 분말(Ryu 2008), 단호박 가
루(Lee SM과 Joo NM 2007), 대추분말(Kim EJ과
Lee JH 2012)을첨가한 머핀등다양한연구들이
진행되어 있으나, 새로운식량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고단백 식용곤충을 이용한 제과 제품에 대

한 연구는 누에분말 및 누에 동충하초를 이용한

고추장(Bang HY 등 2004), 돈육패티(Kim IS 등
2008), 다식(Kim JE 2008), 식빵(Jung MH와 Park 
GS 2002)에대한연구가있을뿐, 다른기능성식
물소재에비해서는연구가미비한실정이다. 밀웜
에 대한 약리학적 건강 기능적 작용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연구되어 있으나, 식품가공학적 적
용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며, 고
단백 식품 소재라 할지라도 애벌레 모습의 밀웜

은한국인의정서상식품으로인식시키기에는다

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소비자
의 거부감을 경감시키기 위한 식품 개발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실험은 풍부한 영양
성분과 다양한 약리학적 기능을 가진 밀웜 분말

을 밀가루 대체 첨가물로 사용하여 머핀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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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품질특성 및 항산화 활성을 조사함으로써, 
밀웜을식품소재로의활용하고식품가공학적이

용성을증대시켜 식용 곤충의 이용 확대 및곤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

하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밀웜은경기도화성에위치한경기곤충에서구

입하여 이용하였다. Kim YU(2014)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밀웜 분말을 제조하였

다. 식품제조시맛과향에영향을줄수 있는곤
충의소화관을비우기 위하여 이틀 정도 굶긴 후

세척을한다. 세척한후 100℃ 끓는 물에살짝데
친후 100℃ 온도의오븐에서 10분정도섞어주면
서 갈색이 나도록 구워준다. 구워준 밀웜을 50℃
정도 온도로 맞춘 팬에서 2～3분 볶은 후 1시간
방냉하여 완전히 식혀준 다음, 믹서기(HR2100, 
Philips, Main power industrial Co., ltd, China)로
분쇄하여 40mesh 이하의 분말을 이용하였다. 머

핀의 기본적 재료는 박력분(Daehan flour mills 
Co., Busan, Korea), 달걀(Il-O chuksan, Daegu, Ko-
rea), 버터(Ottogi corp., Pyeongtaek, Korea), 우유
(Busan milk, Busan, Korea), 백설탕(CJ Cheilje-
dang, Incheon, Korea), 소금(Young Jin Green 
Foods Co., Shinan, Korea), 베이킹파우더(Jenico, 
Jeonju, Korea)는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항산화 활성 및 폴리페놀 함량 측정등의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 및 용매는 모두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사에서구입한분석급시약
을 사용하였다.

2. 머핀의 제조

머핀은 Jung KI와 Cho EK(2011)의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머핀은 <Table 1>의 배합비에 따라

크림법으로 제조하였다. 즉, 버터를 비터로 부드
럽게풀어준다음소금, 설탕을넣고 1분간혼합
하고, 달걀을 3번에 나누어 넣으면서 3분간 믹싱
하였다. 그리고 체에 내린 박력분과 베이킹파우
더, 밀웜분말을넣어혼합한후우유를넣고반죽
하였다. 머핀의 반죽은 유산지를 깐 머핀컵(5.5× 

Ingredients (g)
Sample1)

MW0 MW1 MW2 MW4 MW6 MW8

Wheat flour 100 99 98 96 94 92

Mealworm powder 0 1 2 4 6 8

Butter 50 50 50 50 50 50

Sugar 65 65 65 65 65 65

Egg 50 50 50 50 50 50

Milk 50 50 50 50 50 50

Baking powder 2 2 2 2 2 2

Salt 0.5 0.5 0.5 0.5 0.5 0.5
1) MW0 : Flour without mealworm powder.
 MW1 : Flour with 1% mealworm powder.
MW2 : Flour with 2% mealworm powder.
MW4 : Flour with 4% mealworm powder.
MW6 : Flour with 6% mealworm powder.
MW8 : Flour with 8% mealworm powder.

<Table 1> Formula for preparation the muffins containing mealworm



밀웜(갈색거저리) 분말 첨가 머핀의 품질 특성 107

4.5 cm)에 70 g씩 패닝하여 윗불 185℃, 아랫불
175℃로 예열된전기오븐(TOPAZE T1-BN, Hwa-
sin, Gwangju, Gyeonggi, Korea)에서 25분간 구워
낸다음실온에서 1시간방냉시킨후지퍼팩에넣
어 실온에 보관하면서 시료로 사용하였다.

3. 머핀의 중량, 높이, 부피, 비체적 및 굽

기 손실률 측정

머핀의 중량과 높이, 부피는 오븐에서 구워낸
머핀을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냉각시킨 후, 한 처
리군당 5개의시료를사용하여각 시료당 3회 반
복측정하여평균값으로나타내었으며, 높이는머
핀의 최고높이부분에서종단으로 2등분한 단면
을 측정하였다(Jung KI와 Cho EK 2011). 부피는
종자치환법으로 측정하였다(Pyler EJ 1979). 비체
적은 머핀의 부피(mL)를 무게(g)로 나누어 계산
하였다. 머핀의굽기손실률은굽기전반죽의중
량과구운 후 머핀의 중량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은 계산식, 굽기 손실률(%)=[{굽기 전 반죽의 중
량(g)—구운 후 머핀의 중량(g)}/굽기 전 반죽의
중량(g)]×100 으로 계산하였다. 

4. 머핀의 pH, 수분함량 및 색도 측정

머핀의 pH는머핀의중앙부분에서 10 g을취하
여 비커에 넣고 증류수 40 mL를 가하여 stoma-
cher(WS-400, Humancorp, Seoul, Korea)를 이용
하여 1분간균질화한후여과하여 pH meter(Orion 
410A, Orion Research In., Boston, MA, USA)를
사용하여각시료당 3회반복측정하여평균값으
로 나타내었다(Jung KI와 Cho EK 2011). 머핀의
수분함량은 머핀의 중앙부분에서 5 g을 정확히
취하여항량접시에균일하게펼친후수분분석기

(MB45, Ohaus, Greifensee, Switzerland)를사용하
여 105℃ 상압가열건조법으로각시료당 3회반
복측정하여평균값을나타내었다. 머핀의색도는
제조후실온에서 1시간방냉시킨후머핀을종단
으로 2등분한 단면으로내부의색을 Chroma me-
ter(CR-400, Konica Minolta Sensing, Inc,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L(lightness), a(red-
ness), b(yellowness) 값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표
준색은 Y=86.7, x=0.3151, y=0.3213으로 하였다.

5. 조직감 측정

머핀의조직감은 Yoon MH 등(2011)의방법을

변형하여측정하였다. 머핀의내부를동일한크기

로 잘라 Rheometer(Compac-100, Sun Scientific 

Co., Tokyo, Japan)를사용하여 경도(hardness), 탄

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 씹힘성(che-

winess)을 측정하였다. 측정 조건은 최대 하중 2 

kg, probe distance 3.00 mm, table speed 60 mm/ 

min, distance 50%였으며, 모든 시료는 8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6. 머핀의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시료 10 g에 70% 에탄올 40 mL를넣고 10,000 

rpm에서 5분간 균질화 시킨 후 24시간 추출하였

다. 추출물을 3,5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및

여과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은 Folin-Denis 법(Folin과 Denis, 1912)에 따

라 측정하였다. 시료 1 mL에 0.2 N Folin-Ciocal-

teau's phenol reagent 1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3

분간반응시킨후, 7.5% Na2CO3 1 mL를가한 후

암소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분광광도계(Ul-

trospec 1000, Pharmacia Biotech, Cambridge, UK)

를 사용하여 7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garlic acid를 표준물질로 한

표준곡선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7. 머핀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DPPH 라디칼소거능의측정은 Blois MS(1958)

의 방법을 변형하여 70% 에탄올로 24 추출한상

기의 시료 0.4 mL에 0.4 mM DPPH 에탄올 용액

0.8 mL를진탕혼합하고, 10분간 방치 후분관광

도계를사용하여 525 nm에서 흡광도를측정하여

다음 계산식에 준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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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1—(시료첨가구의 흡광도/
  무첨가구의 흡광도)}×100

8. 관능검사

머핀에대한관능검사는경희대학교학생 30명
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취지와 관능검사와 관련

된 교육을 실시한 후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갓
구워낸머핀을실온에서 2시간동안 방냉시킨후
외관을 평가하기 위한 머핀 하나와, 기타 관능검
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료의 중간부분을 일정한

크기(4×4×3 cm)로 잘라 각각을 흰 접시에 담아
물과 함께실온에서동시에제공하였다. 외관, 내
부 색, 풍미, 맛, 조직감,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해
서각각 7점평점법으로측정하였으며, 1점은 ‘매
우 나쁘다’, 4점은 ‘보통이다’, 7점은 ‘매우 좋다’
로 하였다(Jung KI와 Cho EK 2011).

9. 통계분석

실험결과의유의성검증은 SPSS(Statistical Pac-
kage for Social Sciences, version 19.0,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 package를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하였으며, 각 처리구간 유
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하여 검

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머핀의 중량, 부피, 비체적, 굽기 손실

률 및 높이

밀웜 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머핀의

무게, 부피, 비체적, 굽기 손실률 및 높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밀웜 분말 첨가
머핀의 중량은 63.15～63.90 g으로 밀웜 분말 첨
가량이증가할수록머핀의중량은감소하였다. 머
핀의 높이는 MW0가 5.65 cm로 가장 낮았으며, 
밀웜 분말 첨가구는 5.68～5.90 cm로 MW0보다
높았다. Yoon MH 등(2011)은 들깨잎 분말 첨가
량이증가할수록머핀의높이가증가하였다고보

고하였고, 복분자분말첨가머핀(Ko DY와 Hong 
HY 2001)과다시마머핀(Kim JH 2008)은부재료
의첨가량이증가할수록높이가감소하였다고보

고하여 첨가하는 부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실험 결과의
차이는 첨가된 부재료 종류와 각각의 성분 조성

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머핀의 부
피의경우, 밀웜분말 2% 첨가구까지는첨가농도
가증가할수록부피가증가하였으나, 4% 이상첨

Sample1) Weight (g) Height (cm) Volume (mL)
Specific volume 

(mL/g)
Baking

loss rate (%)

MW0 63.85±0.572)bc 5.65±0.06a 160.00±1.41a 2.50±0.00a  9.39±0.08ab

MW1 63.90±0.23c 5.68±0.17a 170.25±1.50b 2.68±0.05b  9.10±0.33a

MW2 63.60±0.35bc 5.90±0.18b 173.75±1.89c 2.73±0.05b  9.56±0.49ab

MW4 63.48±0.25ab 5.75±0.10ab 161.25±2.50a 2.53±0.06a  9.84±0.36bc

MW6 63.20±0.18a 5.80±0.12ab 160.75±2.22a 2.55±0.05a 10.31±0.26c

MW8 63.15±0.29a 5.78±0.05ab 160.75±1.50a 2.53±0.10a 10.17±0.41c

1) Refer to <Table 1> for abbreviations.
2) Mean±S.D.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Weight, height, volume, specific volume and baking loss rate of muffin containing mealw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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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부터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밀웜 첨가 머핀의 부피는 MW0(160 mL)와 유사
하거나높았다. Kim과 Shin(2009)은밀이외의혼
합분으로 빵을 제조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글루

텐감소에따라부피가감소한다고보고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는 밀웜 분말 대체가 머핀의 부피에

는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머핀의 비체적도
부피의 변화와 유사하여 MW2를 중심으로 첨가
량이증가할수록비체적은감소하였다. 굽기손실
률은 MW1이 9.10%로 가장 낮았으며, 밀웜 분말
첨가량이증가함에따라유의적으로증가하는경

향을 보였다.
<Fig. 1>은머핀의외관을나타낸것이다. <Fig. 

1>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면의 높이 및
너비가 모든 머핀이 유사하며, 밀웜 분말 첨가량
에 따른 가시적인 부피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

다. 머핀내부의기공의모양은밀웜분말첨가량
이증가할수록불규칙하고거칠었다. 매생이첨가
량이 증가함에 따라 글루텐 함량이 적어서 두꺼

운 세포벽과 거친 기공을나타낸매생이 가루 첨

가 머핀(Seo EO 등 2012)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
타났다.

2. 머핀의 pH, 수분함량 및 색도

밀웜분말의첨가량에따른머핀의 pH, 수분함
량및색도의변화는 <Table 3>에나타내었다. 밀
웜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pH는 7.26～7.33으로
MW0(7.26)에 비해 pH가 높았으며, MW6이 7.33
으로가장높았다. 밀웜분말첨가량에따른 pH의
증가는갈색거저리고유의 pH(pH 7.34; 결과에는
나타내지않음)가머핀의 pH에영향을준것으로
판단된다. MW0, MW1, MW2 및 MW4의 수분함
량은 각각 31.75%. 31.51%, 31.70% 및 31.39%로
MW0와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MW6과
MW8은 30.84%, 30.83%로 MW0에 비해 유의적
으로낮았다. 대추분말(Kim EJ과 Lee JH 2012) 및
자색고구마분말(Ko SH와 Seo EO 2010) 첨가머
핀도분말첨가량이증가할수록수분함량이감소

한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MW0이 85.50으로 가장
높았으며, 밀웜 분말 첨가 머핀은 79.43～84.73으
로 밀웜첨가량이증가할수록 L값은감소하였다. 
적색도를나타내는 a값은 MW0가밀웜분말첨가
구에 비해 낮았으며, 밀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p<0.05). 황색도를나타내는 b값은밀
웜 분말 첨가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이러한색도의변화는밀웜분말고유의색택
에의한것으로 <Fig. 1>에서보는바와같이, 밀웜

<Fig. 1> External and internal appearance of muffins containing mealworm. 
Refer to <Table 1> for abbreviations.



한국조리학회지 제 21권 제 3호(2015)110

분말첨가량이증가할수록머핀이어둡고붉어지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 조직감

밀웜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조직감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밀웜을 첨가한 머핀의 경도는
1,670～1,794 g/cm2로 밀웜 분말 첨가 농도에 따

른 유의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머핀의 경도
는 4% 이하의첨가량에서는 MW0보다낮았으나, 

6～8% 첨가량에서는 MW0보다 높았다. MW2가
1,680 g/cm2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MW2가 처리
구중부피(Table 2)가가장 높았던것에기인하는
것으로판단되며, 이러한이유에서머핀의탄력성
도 MW2가 40.00%로처리구중가장높게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감귤 과피를 첨가한 머핀(Oh 
SW와 Chung KH 2014)은 10% 첨가구까지는 경
도가감소하였으나, 15% 첨가구는경도가증가하
여 가장 단단한 머핀이 제조되었다고 보고하여

Sample1) pH
Moisture 
contents

(%)

Hunter's color value

L-value a-value b-value

MW0 7.26±0.052)a 31.75±0.25b 85.50±1.39c —3.84±0.01a 21.68±0.07c

MW1 7.29±0.04ab 31.51±0.20b 84.73±0.93c —3.85±0.02a 21.10±0.01bc

MW2 7.30±0.02ab 31.70±0.53b 83.71±1.70b —3.78±0.02a 20.70±0.00b

MW4 7.31±0.05ab 31.39±0.43b 79.78±0.67a —2.82±0.01b 18.18±0.50a

MW6 7.33±0.02b 30.84±0.26a 80.21±0.67a —2.26±0.29c 18.63±0.02a

MW8 7.32±0.01ab 30.83±0.33a 79.43±1.50a —2.15±0.20c 18.23±0.71a

1) Refer to <Table 1> for abbreviations.
2) Mean±S.D.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pH, moisture contents and Hunter's color value of muffin containing mealworm

Sample1) Hardness
(g/cm2)

Cohesiveness
(%)

Springiness
(%)

Chewiness
(g)

MW0 1,722.75±240.132)a 30.11±2.65a 34.58±2.86a 33.13±4.80ab

MW1 1,670.13±193.50a 30.33±3.11a 36.01±2.23ab 30.40±2.30ab

MW2 1,680.88±140.14a 29.96±3.28a 40.00±3.33d 30.20±2.88a

MW4 1,720.63±119.24a 29.65±2.43a 38.82±1.68bcd 31.26±2.30ab

MW6 1,742.88±207.52a 31.03±2.43ab 39.05±3.68cd 34.55±5.97bc

MW8 1,794.63±88.31a 32.38±5.62b 36.85±1.41abc 38.37±3.48c

1) Refer to <Table 1> for abbreviations.
2) Mean±SD.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Textural characteristics of muffin containing mealw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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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의 경도 변화와 유사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보리순(Cho JS와 Kim HY 2014)과단호박
(Lee SM과 Joo NM 2007) 분말첨가머핀의경도
는첨가량이증가할수록증가하였고, 청국장머핀
(Seo EO 등 2009)은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하였다고보고하고있어, 첨가되는재료에따라
경도 변화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응집성은 MW8이 32.38%로 가장 높았고, 
MW1, MW2, MW4의 응집성은 각각 30.33(%), 
29.96(%), 29.62(%)로밀웜분말의첨가량이높을
수록 감소하였으나, MW0와 유의적 차이는 나타
내지 않았다. 씹힘성은 1～2% 첨가에 의해 감소
하였으나, 4% 이상첨가에의해다시증가하는경
향을나타내었다. 4% 이상의밀웜분말의첨가에
의해경도 및 씹힘성의증가는 글루텐 형성의 약

화로 인한 머핀의 망상구조가 잘 발달되지 못하

여 머핀의 밀도가 증가하였기 때문(Ko DY와
Hong HY 2011)으로판단된다. 즉, 부드럽고씹힘
성이 좋으며, 탄력성이 높은 머핀을 제조하기 위
해서는 2% 이하가 적정한 첨가 농도라고 판단된
다. 

4. 머핀의 총 폴리페놀 함량 및 DPPH 라

디칼 소거능

밀웜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총 폴리페놀 함량

과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조사한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MW0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493.522 μg/mL로 처리구중 가장 낮았다. MW1, 
MW2, MW4, MW6, MW8의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514.77, 532.54, 548.05, 551.01, 565.64 μg 
/mL로밀웜분말첨가량이증가할수록총폴리페
놀 함량도 유의적으로증가하였다. 머핀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MW0가 19.97%로 가장 낮았으
며, MW1, MW2, MW4, MW6, MW8의 DPPH 라
디칼 소거능은 각각 28.90%, 31.57%, 33.23%, 
40.06%, 51.29%를나타내어밀웜분말첨가에의
해 DPPH 라디칼소거능은 증가하였으며, 첨가량
에비례하여 DPPH 라디칼소거능도높았다. Jung
과 Cho(2011)는 현미분말 첨가 머핀의 DPPH 라
디칼소거능이 17.61～28.01%로대조군(9.95%)에
비해높았고, 첨가량이증가함에따라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보고하여본실험의결과와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Koo HY(2014)이 갈색거저리
의건조방법및추출용매에따른 DPPH 라디칼소
거능을 조사한 결과, 동결 건조한 갈색거저리의
methanol 추출물이 71.9%로가장높았고, distilled 
water 추출물(66.7%), ethanol 추출물(63.0%)의순
으로 나타났으며, 열풍건조 조건에서는 distilled 
water 추출물에서 73.4%, methaol, ethanol 추출물
이각각 54.0%, 44.1%를나타났다고보고하여, 밀

Sample1) Total polyphenol contents (μg/m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MW0 493.52±2.772)a 19.98±0.20a

MW1 514.77±1.74b 28.90±0.29b

MW2 532.54±1.39c 31.57±0.45c

MW4 548.05±1.92d 33.23±0.20d

MW6 551.01±2.44d 40.06±0.59e

MW8 565.64±1.05e 51.29±0.25f

1) Refer to <Table 1> for abbreviations.
2) Mean±S.D.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Total polyphenol content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muffin containing mealw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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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분말첨가를통해 DPPH 라디칼소거활성으로
인한항산화 활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판단

된다. 또한, 본실험의결과, 밀웜분말항산화활
성은제과 과정의 가열공정 이후에도 높게유지

되는것으로나타나, 머핀제조시밀웜분말의첨
가는 머핀의 기능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된다.  

5. 관능검사

밀웜 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머핀의

관능검사결과는 <Table 6>에나타내었다. 외관은
MW0가 4.93을 나타내었고, 밀웜 분말 첨가구는
5.10～5.83로MW0에비해높았다. 처리구중외관
에대한기호도 MW2이 5.83으로가장높았고, 다
음은 MW가 5.77로 높았다. 내부색에 대한 기호
도는 MW1(5.67)>MW2(5.63)>Control(5.33)>MW4 
(5.13)>MW6(4.83)>MW8(4.63)의 순으로 나타났
다. 이는 밀웜 부위 중 색이 짙은 부분이 머핀에
노출되면서내부색의기호도에영향을미친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처리구들이 4점 이상의
평점을받아 내부 색에대한 기호도는 보통이상

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부재료를 이용한 제
과 및제빵 제품에 대한소비자의경험이많아지

면서다양한 부재료 입자의 가시화 및 색의변화

에소비자들은적응하고있으며, 이러한변화들이
관능적기호도에는뚜렷한거부감을나타내지않

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풍미는외관및내부
색 대한 기호도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즉, MW0(4.17)에 비해 밀웜 분말 첨가 머핀(4.67 
～5.91)이유의적으로높았으며, 첨가량이증가함
에 따라 풍미에 대한 기호도도 증가하였다. 밀웜
분말의 향은 새우분말과 유사한 향을 가져 관능

검사시뚜렷한거부감이없었으며, 이는갈색거저
리 분말의 고소한 향이 머핀의 단향과 조화되어

머핀의 풍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

로판단된다. 맛은 MW0가 4.23으로가장낮았고, 
갈색거저리 분말 첨가구는 MW0보다 높았다. 
MW2까지는 밀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맛에 대
한 기호도는 증가하였으나, MW4 이상에서는 다
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조직감은 맛의
결과와 유사하게 2% 이하의첨가에 의해서는 기
호도가 증가하였으나, 4% 이상 첨가에 의해서는
기호도가다소감소하는경향을나타내었다. 밀웜
첨가구는 MW0보다조직감이우수하다고평가되
고 있으며, 밀웜 첨가구중 MW2(5.67)와 MW4 
(5.43)이 높게 평가되었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MW2가 6.33으로가장높았으며, 다음은 MW4가
6.13으로 높았다. 밀웜 첨가 머핀의 전반적인 기

Sample1) Appearance Crumb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MW0 4.93±0.372)a 5.33±0.71cd 4.17±0.46a 4.23±0.77a 4.27±0.83a 4.73±0.91a

MW1 5.27±0.45a 5.67±0.84d 4.67±0.55b 5.37±0.49b 4.80±0.76a 5.33±0.96b

MW2 5.83±0.70b 5.63±0.67d 5.40±0.97c 6.33±0.80c 5.67±0.80a 6.33±0.76d

MW4 5.77±0.86b 5.13±0.57bc 5.57±0.82cd 6.10±0.99c 5.43±0.63a 6.13±0.78d

MW6 5.17±0.59a 4.83±0.91ab 5.77±1.07cd 5.83±0.83b 4.87±0.86a 5.57±0.50c

MW8 5.10±0.66a 4.63±0.85a 5.97±0.89d 5.93±1.05b 4.70±0.47a 5.30±0.47b

1) Refer to <Table 1> for abbreviations.
2) Mean±S.D.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Sensory characteristics of muffin containing mealw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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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는 MW0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머핀
의 부피 및 높이, 관능적 특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밀웜분말의최적첨가량은 2%로나타났으나, 
8%까지 첨가 농도를 높여도 머핀의제품화에 뚜
렷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식량자원으로 떠오르는 밀웜 영양적 및 항산화

활성과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우수한 식

품소재로충분히활용가치가있는것으로판단되

며, 머핀은밀웜을식품소재로다량소비하고, 소
비자의 곤충에 대한 관능적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제품군이라고 판단된다. 본 실험의
결과, 밀웜분말첨가는기존머핀에비해항산화
활성이 높았고, 외관, 풍미, 맛, 조직감, 전반적인
기호도의 측면에서 일반 머핀에 비해 우수하게

평가되어다양한영양성분을함유한밀웜의다양

한 영양성분과 항산화 활성과 같은 기능성은 식

품 소재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으며, 밀웜 첨가
로 인해 항산화효과와같은 기능성이 향상된 제

품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실험은풍부한영양성분과다양한약리학적

기능을 가진 밀웜 기능성 식품 소재로의 활용하

기 위해 밀웜 분말을 밀가루 대체첨가물로사용

하여 제조한 머핀의 품질특성과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였다. 머핀의 무게는 밀웜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머핀의 높이는 MW0
가 가장 낮았고, MW2가 가장 높았다. 부피는밀
웜 분말 2% 첨가구까지는 첨가 농도가 증가할수
록증가하였으나, 4% 이상첨가구부터는다소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밀웜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pH는 7.29～7.33으로 MW0(7.26)에 비해
높았으며, MW0, MW1, MW2 및 MW4의수분함
량은 각각 31.75%. 31.51%, 31.70% 및 31.39%로
MW0와유의적인차이는없었다. L값과 b값은밀
웜첨가구가 MW0에비해낮았으며, 밀웜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a값은 MW0가 밀웜

분말 첨가구에 비해 낮았으며, 밀웜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증가하였다. 머핀의 경도는 MW6과
MW8은 MW0보다높았으나, 처리구별유의적차
이는없었다. 탄력성은 MW2가 40.00%로처리구
중가장높게나타났고, 응집성은 MW8이 32.38%
로 가장 높았다. MW0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493.522 μg/mL로 처리구중 가장 낮았으며, 밀웜
분말 첨가 머핀은 514.77～565.64 μg/mL로 밀웜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총 폴리페놀 함량도

유의적으로증가하였다. 머핀의 DPPH 라디칼소
거능은 MW0가 19.97%로 가장 낮았으며, MW8
이 51.29%로가장높았다. 관능검사결과, 외관은
밀웜분말첨가구가 5.10～5.83으로 MW0(4.93)에
비해높았고, 내부색에대한기호도는 MW1(5.67)
과 MW2(5.63)가 MW0(5.33)에비해서높았다. 풍
미는밀웜분말첨가머핀이 MW0에비해유의적
으로 높았으며,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풍미에
대한 기호도도 증가하였다. 맛은 MW0가 4.23으
로 가장 낮았고, 밀웜 분말 첨가구는 MW0보다
높았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밀웜 첨가구가 MW0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MW2가 6.33으로 가
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밀웜 분말을 밀가루를 대체하여 머

핀을제조하여품질특성을살펴봄에따라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기호도를 반영한 기

능성 머핀을 제조하였다. 이에 밀웜을 활용한 메
뉴에대한조리방법확립에기초자료로서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향후 연구에서는
밀웜을활용한메뉴를다양하게개발하고품질특

성을조사함으로써밀웜에대한혐오감을느끼는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한글 초록

본 연구는 밀웜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

조한머핀의품질특성을살펴보는것이다. 머핀을
제조할 때 밀웜 분말은 밀가루를 대체하여 0, 1, 
2, 4, 6, 8 %를첨가하였다. 중량은밀웜분말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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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증가함에따라감소하였으며, 높이는대조군
에비해밀웜분말을첨가한머핀이더높게나타

났다. 머핀의부피는 MW2(2%)가가장높게나타
났다. pH는밀웜분말의 첨가량이증가함에따라
높게나타났으며, 수분함량은밀웜첨가군이대조
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명도와 황색도는 밀웜
분말첨가량이 증가할수록감소하였으나, 적색도
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경도는 밀웜 분
말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총폴리페놀 함량과 DPPH 라디칼 소
거능을 측정한 결과, 밀웜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유의적으로증가하였다. 1～8% 밀웜분말
을 첨가하게 제조한머핀의관능검사결과, 풍미, 
맛, 전반적인 기호도가높게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로 밀웜 분말은 소비자 기호도를 반영한 기

능성머핀을 제조할 수있는 좋은식품소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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