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0(2): 227-232, 2015

J. Korean Soc. Food Cult. 30(2): 227-232, 2015

본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식생활문화학회에 있음.

Copyright © The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ISSN 1225-7060(Print)

ISSN 2288-7148(Online)

http://dx.doi.org/10.7318/KJFC/2015.30.2.227

노루궁뎅이버섯(Hericium erinaceum) 분말을 첨가한 죽의 품질 특성

박복희1·고경미·전은례2,
*

1목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Quality Characteristics of Jook Prepared with Hericium erinaceum Powder

Bock-Hee Park1, Gyong-Mi Ko, Eun-Raye Jeon2,*
1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Hericium erinaceum Powder (HEP) o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Jook. The proximate composition of HEP was as follows: moisture, 6.10%; crude protein, 32.69%; crude lipid, 4.63%; crude

ash, 11.40%; and carbohydrates, 45.18%. Each sample contained 3, 6, and 9% Jook of Hericium erinaceum Powder (JHEP)

compared to the control and their physicochemical properties assessed. As the level of HEP increased,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pH (p<0.05) and significant increase in total acidity (p<0.001). In addition, L and a values decreased, whereas

b value increased with increasing addition of HEP. The Jook showed lower spreadability and higher viscosity values as its

content increased. According to the results, addition of HEP positively affects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J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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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웰빙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매일

섭취하는 식품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소비 트랜드에 영향을 주어 생리활성을 가진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식품소재로 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가공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Kwon et al. 2008).

버섯은 오래전부터 맛과 영양이 풍부하여 약용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항암효과, 콜레스테롤 저하, 고지혈증 개선,

노인성 치매, 항산화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Kim

et al. 2013; Yearul & Shuichi 1989). 또한 다양한 기능성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건강식품의 소재로 새로운 의약

품 개발에 이용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타민 D

의 전구체인 ergosterol을 함유하고 있어 어린이와 임산부, 뼈

의 노화가 시작되는 중년 이후의 사람들에게 좋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1998). 최근에

는 치매억제물질이 노루궁뎅이버섯에서 발견되어 향후 고부

가가치 기능성 식품 원료로서 이용이 기대되고 있다. 노루궁

뎅이버섯은 오래전부터 약용과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을철 활엽수의 고목이나 생목에서 발생하며, 일본에서는

야마부시다케, 중국에서는 후두버섯으로 불리고 있다(Ahn

1999). 노루궁뎅이버섯은 항암작용, 면역증강, 경구복용시 소

화기계 질병인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만성 및 역류성 위염

증 치료에 효과적인 성분들이 다량 함유한다고 보고(Mizuno

et al. 1992)되며, 치매치료제, 혈관 평활근의 증식촉진 및 손

상된 간에 대한 보호작용 등도 보고(Kawagishi et al. 1996)

되고 있다. 또 버섯은 일반적으로 다른 식물성 식품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노루궁뎅이버섯은 느타

리(19.5%), 송이(20.1%), 표고(18.3%)버섯 등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31.7%로 월등히 높다(Jang et al. 2010). 그러나 버

섯은 외피에 납질층이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조직에서 공

기 중으로 수분증발을 억제 할 수 있는 생리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신선한 상태로 장기간 저장이 어려우며, 타 작물

에 비하여 조직이 연하여 부패 및 변질이 쉽게 발생된다는

문제점이 있다(Woo et al. 2004; Kang et al. 2011). 또한

최근 국내에서도 노루궁뎅이버섯 재배기술의 발달로 대량생

산되고 있으나 아직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배농가 또한 안정적인 생산과 시장공급을 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버섯정보신문, 2014). 따라서 버섯의 활용

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루궁뎅이버섯을 분말화, 이를 이용

한 가공품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노루궁뎅이버섯은 크

림스프(Yang et al. 2014), 국수(Oh et al. 2010), 분말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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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Lee et al. 2013), 진말다식(Choi & Jegal 2012), 설기떡

(Yoon & Lee 2004)의 등에 첨가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죽이란 쌀, 보리, 조 등의 곡류에 물을 6-7배 가량 붓고 오

래 끓여서 녹말이 완전히 호화된 상태로 무르익게 만든 유

동식이다. 쌀을 이용한 흰죽이 기본이지만 다른 곡물을 섞어

쓰기도 하며, 곡물에 여러 가지 채소나 산초, 약초를 섞어 효

능을 높이기도 한다(Kim & Lim 2007). 죽은 열량 공급뿐만

아니라 먹기가 간편하고 소화가 잘 되어 부담이 없기 때문

에 아침식, 노인식, 치료식, 이유식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다(Zhang et al. 2002). 최근에는 간편식으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통조림이나 레토르트 식품 등으로도

시판되고 있다(Lee 2013). 국민소득의 향상과 함께 소비자의

고품질 식품에 대한 기호도의 증가와 건강에 관한 관심의 증

가로 기능성이 있는 소재인 우엉(Hong & Choi 2014), 현미

(Ahn et al. 2013), 자색고구마(Lee 2013a), 모시잎(Lee

2013b), 해조가루(Song et al. 2012), 마(Kim & Kwak

2011), 인삼(Shin et al. 2009), 새우(Cho & Kim 2009), 연

근분말(Park & Cho 2009) 등의 부재료를 사용한 죽류에 관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루궁뎅이버섯분말을 첨가한

죽의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노루궁뎅이버섯은 여러 가지 버

섯 중에서도 생리활성 물질 뿐만 아니라 고단백 식품소재라

죽의 주재료에서 부족한 단백질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점 소비가 증가하게 있는 죽을 고

급화함으로써 구매의 폭을 넓혀주고, 노루궁뎅이버섯의 구입

과 소비가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접할 기회를 넓혀주기 위하

여, 노루궁뎅이버섯이 가지고 있는 약리 작용을 활용하여 노

루궁뎅이버섯분말을 첨가한 죽을 제조하여 품질특성을 조사

함으로써, 기능성 식품 개발 가능성과 노루궁뎅이버섯 이용

의 효율성 증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는 노루궁뎅이버섯분말(충남 연기군 씨앤지 농

장, 2014년 국내산), 찹쌀과 현미(2014년 전남 나주산), 소금

(100% 천일염, 청정원, 국산), 백설탕((주)CJ, 국내산) 및 전

지분유(매일우유, 국내산)를 사용하였다.

2. 노루궁뎅이버섯 분말의 일반성분 분석

일반 성분은 AOAC법(AOAC 1995)에 준하여 수분은

105oC 건조법, 회분은 건식회화법, 조단백질은 KELTEC

AUTO (Foss, 2200 Keltec)를 사용하여 Micro-Kjeldahl법으

로 분석하였으며,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으로 분석하였다.

3.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가 죽의 제조

찹쌀과 현미 각 1 kg을 수세 후 가수하여 실온에서 찹쌀은

2시간, 현미는 9시간동안 침지하고 30분간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 후 방앗간에서 물과 소금을 넣지 않고 빻은 후 두 손

으로 가루를 비벼서 고르게 하였다. 건조된 찹쌀가루와 현미

가루는 덩어리지지 않게 균일하도록 체(355 µm)를 내린 후

볶기 전까지 냉동(−20oC)보관하였다. 건조한 찹쌀가루와 현

미가루 40 g을 원형의 팬(지름 21 cm 높이 4 cm)에 5 mm

이하로 얇게 펴서 고르게 볶아질 수 있도록 한 후 열풍건조

기(145oC)에서 30분간 볶았다. 1시간 실온에 방치하여 식힌

후 체(180-355 µm)에 내려 진공 비닐백에 넣어 실험에 이용

되기 전까지 냉동(−20oC)보관하였다.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

가 죽은 첨가수준을 달리하여 제조하였는데, 예비실험을 통

해 결정된 재료 배합비<Table 1>에 따라 다른 재료의 조건

은 모두 고정한 후 노루궁뎅이버섯분말의 첨가 비율을 0(대

조군), 3, 6, 및 9%로 달리하고 이에 따라 대용분유의 비율

을 조정하여 배합하였다. 가수량은 각 재료의 수분함량을 고

려하여 혼합물의 수분함량이 92.0%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노

루궁뎅이버섯분말과 그 외의 재료들을 혼합한 재료와 물을

냄비(18×9 cm, 남선알미늄, 대구)에 넣고, 이를 최고의 화력

강도(10번)로 10분간 예열시킨 핫플레이트(AK 2080, Rommels-

bacher Elektrohausgerate GmbH, Dinkelsbuhl, Germany)에

올려놓고 중불에서 10분 동안 끓인 다음, 화력 강도를 낮추

어 2분 동안 더 가열하였다. 가열하는 동안 죽이 바닥에 눌

러 붙지 않도록 천천히 저어주었으며, 조리 직후 소금을 첨

가하였다.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가 죽의 준비는 물리적 특

성 및 관능적 특성을 검사하기 약 30분전에 마치고, 온도 변

화를 줄이기 위해 제조 후 즉시 보온병(용량, 1.5 L, 주식회

사 세신, 경남 양산)에 담았다.

4.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가 죽의 수분함량, pH 및 산도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가 죽의 수분함량은 적외선 수분 측

정기(FD-600, KETT Electric Laboratory, Japan)로 측정하

<Table 1> Formula for Jook prepared with Hericium erinaceum

Powder                                                                 (Unit: g)

Ingredients

Samples1)

Control
JHEP 

3%

JHEP 

6%

JHEP 

9%

Substitution powdered milk 100 97 94 91

Hericium erinaceum Powder 0 3 6 9

Waxy rice flour 25 25 25 25

Brown rice flour 15 15 15 15

Sugar 10 10 10 10

Salt 1 1 1 1

Water2) (mL) 768.2 785.0 863.5 994.3

1)Control: 0% Jook Hericium erinaceum powder
1)JHEP 3%: 3% Jook Hericium erinaceum powder
1)JHEP 6%: 6% Jook Hericium erinaceum powder
1)JHEP 9%: 9% Jook Hericium erinaceum powder
2)Water added in gruel preparation to have 92.0% moi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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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pH는 AOAC법(AOAC 1995)을 적용하여 노루궁뎅

이버섯분말 첨가 죽 15 g을 100 mL의 증류수와 함께 넣고

Bag Mixer (Model 400, Interscience, France)로 균질화

(speed 7, 2 min)하고 30분간 상온에서 방치한 후 상층액의

pH를 pH meter (940A, Orion Research INC., USA)로 측

정하였다. 총산도는 0.1 N NaOH로 pH 8.3이 될 때까지 적

정한 후 소요된 mL수를 lactic acid양으로 환산하였다

(AOAC 1995).

5.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가 죽의 점도와 퍼짐성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가 죽의 점도는 Brookfield

viscometer (LVDV-III U, USA)로 원심분리기튜브 50 mL에

50 g을 취해 spindle SC 21를 사용하여 20 rpm에서 측정하

였다. 시료의 온도는 60oC를 유지하고 60초간 작동시켜 측

정하였다.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가 죽의 퍼짐성은 line

spread test 방법(park et al. 2009)으로 측정하였다. 즉, 35

g의 시료(55oC)를 스테인레스 원통에 넣고 1분이 지난 후, 원

통을 들어올리고 퍼짐이 멈춘 다음, 4군데의 퍼짐 길이를 재

어 평균치를 구하였다. 모든 시료는 5회씩 반복하였다.

6.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가 죽의 색도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가 죽의 색도 측정은 색차계(Jx-777,

Color Techno System Corporation, Tokyo, Japan)를 이용하

였고, 색도계 cell에 죽을 가득 담아 명도(L, lightness), 적색

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값을 10회 반복, 측정

하였다. 색도 측정 시에는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가 죽을 보

온병에서 꺼내 40oC로 식혀 사용하였다. 이때 사용한 표준

백색판(standard plate)은 L값 96.95, a값 −0.03, b값 1.42이

었다.

7. 통계처리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가 죽의 이화학적 검사, 관능검사의

측정 결과는 SPSS program (SPSS 21.0, SPSS Institute, USA)

(spss program)를 이용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분산

분석(ANOVA)과 Duncan의 다중범위 시험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p<0.0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노루궁뎅이버섯분말의 일반성분

노루궁뎅이버섯분말의 일반 성분은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분 6.10%, 조지방 4.63%, 조단백질 32.69%,

조회분 11.40%, 탄수화물 45.18%로 나타났다. Yang et al.

(2014)의 노루궁뎅이버섯 분말을 이용한 크림수프의 품질특

성에서도 일반성분결과 수분 6.16%, 조지방 4.62%, 조단백

질 26.87%, 조회분이 10.75%로 보고되었고, Oh et al.

(2010)의 노루궁뎅이버섯분말첨가 국수의 품질특성에서 사용

된 노루궁뎅이버섯 분말의 수분은 3.9%, 조단백질이 24.5%,

조지방이 3.2%, 조회분이 10.6%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에

서와 같이 단백질 함량이 다른 성분에 비하여 높음을`알 수

있었다.

2.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가 죽의 수분함량, pH 및 산도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가 죽의 수분함량, pH 및 산도는

<Table 3>과 같다. 노루궁뎅이버섯분말 분말 첨가수준이 증

가함에 따라 수분함량은 대조군의 경우 79.40±0.14에서 9%

첨가 죽은 82.20±1.20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Ahn et al.(2013)의 현미첨가 찹쌀 타락죽

의 수분함량의 경우 대조군의 경우 79.65%였고, 현미 첨가

량 증가에 따라 79.88-80.46%로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Choi & Jegal(2012)의 노루궁뎅이버섯분

말의 첨가량을 달리한 진말다식의 품질 특성과 Yoon & Lee

(2004)의 노루궁뎅이버섯분말을 첨가한 설기떡의 연구에서도

수분함량은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이었다.

노루궁뎅이버섯분말의 첨가수준이 증가할수록 pH는 대조군,

3, 6 및 9%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가 죽의 경우 각각 7.00±

0.06, 6.99±0.56, 6.94±0.01, 6.87±0.02로 유의하게 감소(p<0.05)

하였고, 이는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가 조미료(Lee et al.

2013)의 경우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첨가군의 pH가 낮아졌다

고 하여 같은 경향이었다. 우엉 첨가죽(Hong & Choi 2014),

자색고구마 첨가죽(Lee 2013a), 마 첨가죽(Kim & Kwak

2011), 연잎분말 첨가죽(Park et al. 2009), 아몬드 첨가죽

(Ryu et al. 2007)의 경우 부재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가

감소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이었다. 산도는

<Table 2> Proximate composition of Hericium erinaceum Powder

 (%)

Moisture Crude fat
Crude 

protein
Crude ash Carbohydrate

6.10±0.10 4.63±0.16 32.69±0.12 11.37±0.13 45.22±0.05

<Table 3> Moisture content, pH, and total acidity of Jook prepared

with Hericium erinaceum Powder

Samples1) Moisture content pH total acidity

Control 0079.40±0.14b2)3) 7.00±0.06b 1.27±0.06a

JHEP 3% 81.40±1.27a 6.99±0.56b 1.42±0.77a

JHEP 6% 81.70±1.06a 06.94±0.01ab 1.58±1.26b

JHEP 9% 82.20±1.20a 6.87±0.02a 1.87±0.06c

F-value 5.064 6.190* 28.000***

*p<0.05, ***p<0.001
1)Abbreviation are the same as in Table 1.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3)Mean±standard deviation (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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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3, 6 및 9%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가 죽의 경우 각

각 1.27±0.06, 1.42±0.77, 1.58±1.26, 1.87±0.06으로 유의하

게 증가(p<0.001)하여 pH와 반대경향을 보였다.

3.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가 죽의 점도와 퍼짐성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가 죽의 점도와 퍼짐성은 <Table 4>

와 같이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가수준이 증가할수록 점도는

대조군, 3, 6 및 9%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가 죽의 경우 각각

5669.54±118.97, 7688.36±425.58, 7908.31±251.54, 8698.14

±899.80으로 유의하게 증가(p<0.001)하였고, 퍼짐성은 대조

군의 경우 0.81±0.04에서 9% 첨가 죽의 경우 0.58±0.11로

유의하게 감소(p<0.001)하여 점도 증가에 따른 퍼짐성의 감

소를 볼 수 있었다. Ahn et al.(2013)의 현미첨가 타락죽 연

구에서 현미 첨가량 증가에 따라 멥쌀 죽의 경우 점도는 유

의하게 감소하고, 찹쌀 죽의 경우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보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볶은 찹쌀과 현미에 노루궁뎅이버

섯분말을 첨가한 죽을 제조하여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점도

가 증가한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멥쌀 죽의 경우와 찹

쌀 죽의 경우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은 아밀로오스와 아밀로

펙틴의 함량차이와 구조적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죽의 점도는 중요한 유동적 특성으로 쌀이나 물의 첨가량과

부재료의 배합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June et al. 1998).

죽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쌀이 호화되면서 점성이 커져 점도

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첨가되는 부재료의 특성에 따

라 첨가수준이 증가할수록 점도가 증가 또는 감소하기도 한

다. 점도가 크면 퍼짐성은 감소하는데, 우엉분말 첨가죽(Hong

& Choi 2014), 은행분말 첨가 죽(Kim et al. 2004), 연잎분

말 첨가죽(Park et al. 2009)에서 퍼짐성이 감소하여 본 연구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볼 수 있었다.

4. 노루궁뎅이버섯분말의 첨가 죽의 색도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가 죽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5>와 같았다.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자체의 L(명도)값은 87.45±

0.74, a(적색도)값은 0.24±0.24, b(황색도)값은 17.05±0.20이

었다. 노루궁뎅이버섯분말첨가 죽의 경우 첨가수준이 증가할

수록 L값은 대조군의 경우 83.44±0.38에서 9%첨가 죽의 경

우 73.52±0.18로 감소하는 경향이었는데, 노루궁뎅이버섯분

말의 첨가량을 달리한 진말다식(Choi & Jegal 2012), 노루궁

뎅이버섯 국수(Oh et al. 2010)에서도 노루궁뎅이버섯 첨가

수준이 증가할수록 L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마

첨가죽(Kim & Kwak 2011), 새우첨가 죽(Cho & Kim 2009),

연근분말 첨가죽(Park & Cho 2009) 등의 연구결과에서도

부재료 첨가수준이 증가할수록 L 값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이었다. a값은 대조군의 경우 −0.69

±0.64에서 9%첨가 죽의 경우 −0.07±0.08, b값은 대조군의

경우 0.04±0.32에서 9%첨가 죽의 경우 7.69±0.10으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Yoon & Lee(2004)의 노루궁뎅이버섯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의 연구에서도 색도의 경우 노루궁뎅

이버섯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은 낮아지고, a값과 b값은 증

가하였고, 연근분말 첨가죽(Park & Cho 2009), 새우첨가 죽

(Cho & Kim 2009)에서도 부재료 첨가수준이 증가할수록 a

값과 b값이 증가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죽의

색도는 pH, 당의 종류와 양, 온도 등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Park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색도의 결과는 노루궁뎅이버

섯분말 자체의 색에 더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노루궁뎅이버섯의 약리작용을 활용하고자 노루

궁뎅이버섯분말을 죽에 첨가수준별(0, 3, 6 및 9%)로 첨가하

여 제조한 죽의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노루궁뎅이버섯분말의 일반성분으로 수분함량 6.10%, 회

분 함량 11.4%, 단백질 함량 32.69%, 지방 함량 4.63%, 탄

수화물 함량 45.18%이었다.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가 죽의

수분함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노루궁뎅이버섯분말의 첨

가수준이 증가할수록 pH는 감소, 산도는 증가하였다. 색도는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가수준이 증가할수록 L값은 감소하였

<Table 4> Viscosity and spreadability of Jook prepared with

Hericium erinaceum Powder

Samples1)
Viscosity

(cp)

Spreadability

(cm)

Control 005669.54±118.97a2)3) 0.81±0.04b

JHEP 3% 7688.36±425.58b 0.62±0.03a

JHEP 6% 7908.31±251.54b 0.58±0.04a

JHEP 9% 8698.14±899.80b 0.58±0.11a

F-value 18.678*** 12.633***

***p<0.001
1)Abbreviation are the same as in Table 1.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3)Mean±standard deviation (n=5)

<Table 5> L, a and b values of Jook prepared with Hericium

erinaceum Powder

Samples1) L a b

Hericium 

erinaceum Powder
87.45±0.74 0.24±0.24 17.05±0.20

Control 83.44±0.38d2)3) -0.69±0.64a 0.04±0.32a

JHEP 3% 77.67±0.16c -0.76±0.06a 4.72±0.08b

JHEP 6% 75.32±0.17b -0.27±0.32b 6.81±0.10c

JHEP 9% 73.52±0.18a -0.07±0.08b 7.69±0.10d

F-value 2,943.628*** 10.603*** 3,448.720***

***p<0.001
1)Abbreviation are the same as in Table 1.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3)Mean±standard deviation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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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a값과 b값은 증가하였다. 노루궁뎅이버섯분말 첨가 죽의

퍼짐성은 대조군 0.81±0.04에서 9% 첨가군 0.58±0.11으로

감소하였으나, 점도의 경우 대조군 5669.54±118.97에서 9%

첨가군 8698.14±899.80으로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로

부터 노루궁뎅이버섯분말을 죽에 첨가하여 죽의 전통적인 품

질특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능성을 더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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