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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sensory quality characteristics of Hobakjook (pumpkin porridge) samples prepared 
with 0%, 4%, 8%, 12%, 16% of waxy rice powder and non-waxy rice powder. The moisture content and spreadability decreased 
with the addition of waxy and non-waxy rice powder, while total soluble solid and viscosity increased with the addition of rice 
powder (p<0.001). The lightness (L-values) of Hobakjook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the addition of both rice powder, but the 
yellowness (b-values) decreased. In the attribute difference test of sensory evaluation, yellowness, gloss, pumpkin flavor, sourness, 
smoothness and intensity of after-taste were amount-dependently decreased with the addition of both rice powders. However, 
sweetness, savory flavor, astringency, gelatinized rice flavor, and viscosity significantly increased as the amount of rice powder 
increased. The rankings of overall acceptance by consumers were 12% > 16% > 8% > CON (0%) & 4% for Hobakjook samples 
with waxy rice powder, while 8% & 12% > 16% > CON(0%) & 4% for Hobakjook samples with non-waxy rice powder.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preference between waxy rice powder and non-waxy ric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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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죽은 환자식 또는 회복식으로 제

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건강식에 대한 소비
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건강한 외식 메뉴를 즐기는 소비

트렌드가 증가함에 따라(Shin, Koo, & Song, 2013) 죽은 남
녀노소 누구나 한 끼 식사대용으로 즐길 수 있는 대중화된

외식 아이템으로발전되었으며, 아침식사대용식, 다이어트
식, 별미식으로인식되어메뉴가더욱다양해지고있다(Kim, 
Sohn, & Yum, 1996; Lee, 2013). 또한 바쁜 현대인들의 식생
활 변화로 죽의 이용과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죽 시장의 규

모가 증가하였으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화된 외식 아
이템으로 발전되었다(Hong, & Choi, 2014).

한식은 전 세계에서 건강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죽은 조리가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부재료
첨가 등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며, 영양적인 면에서도
우수하고 소화흡수도 용이하여 다른 음식에 비해 경쟁력이

있고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Park, Kim, & Kim, 
2003).
죽은 초기 농경 사회의 상용 음식으로 최초의 곡물음식

이며, 곡물에 물을 5∼10배 정도 부어 오래 끓여 녹말이 호
화상태로 무르게 만든 유동식이다(Shin, Choi, & Rha, 2009).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먹어왔던 곡물을 이용한 음

식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음식인 죽은, 그 조리법이 단순하고
원시적이어서 떡과 밥 이전의 상용음식이며, 전통음식으로
써(Yoon, 1991) 밥의 대용식으로 내장기능 조절 및 갈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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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효과, 체질개선및체력증강효과를지니고있을뿐아니
라, 이뇨작용 및 체증완화에도 효과가 있어 다른 식품의 소
화, 흡수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An, 2000). 
따라서 많은 편의식품으로 식생활에 불균형을 이루기 쉬운

현대인에게 죽은 건강식으로 유용한 음식이다.
호박죽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죽으로 맛이 좋고

호박 자체가 갖는 다양하고 풍부한 영양과 효과로 인해 기

능성 식품으로 소비자의 수용도가 매우 높다(Chung et al., 
2009). Yoon(1991)은 “호박죽이란 호박을삶아 거른것에 팥
과 쌀가루를 섞어 끓인다”고 설명하였다. 호박죽은 찹쌀가
루를 물에 풀어 넣어 걸쭉하게 죽처럼 만들거나, 경단을 넣
어 찹쌀떡 씹히는 맛을 냈는데, 호박죽에 첨가하는 곡류재
료로는 밀가루, 찹쌀가루 및 멥쌀가루 등의 전분 재료를 사
용하여 왔다. 이 전분식품들은 호박죽의 일정한 농도, 부드
러운 질감과 코팅효과로 죽 표면에 윤기를 내주고 바디감

을 형성하고 점증제 역할을 한다(Sterling, 1978). 따라서 각
전분의팽윤력, 호화온도, 호화액의점도및안정성등의성
질이중요시되는데(Johnson, 1979), 이들성질은기본적으로 
전분의 성분구성이나 전분입자의 성질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Swinkels, 1985).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는 쌀 전분은

쌀 중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식품 소재의 영양원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에 원하는 물성을 부여하
기 위하여 첨가되는 식품첨가제로 사용되고 있으며(You, 
Lee, & Chung, 2014), 쌀에 함유된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
틴의 분자는 가열 에너지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수소결합이전단되어결정구조가붕괴되고, 미셀사이에물
이흡수되어전분입자와결합함으로써점도를나타나게된

다(Koh, Park, & Lee 2004).
찹쌀의 전분은 거의 100%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

고, 아밀로그램에서 점도가 높고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으
며, 호화했을 때의 점성 및 탄성은 멥쌀 전분보다 작아 겔
(gel)화가 어렵다(Lee, 2001). 반면, 멥쌀 전분은 일반적으로
약 20%의 아밀로오스와 80%의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밥이나 죽의 끈기, 다양한 맛, 질감, 점도와 물성은
이들의 함량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Lee, Kim, & Shin, 2004).
호박죽에 대한 조리과학적 선행연구로는 호박재료배합

비율을 달리한 호박죽의품질 특성 연구(Kim & Kim, 2015),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한 호박분말 첨가 즉석 호박죽의 최

적화(Shin, Park, Yoo, & Hwang, 2013), 시판 호박죽의 관능
적 특성 평가를 위한 묘사 용어 개발(Chung et al., 2009), 
반응 표면 분석법을 이용한 고구마․호박죽의 최적화(Son, 

Park, & Cho, 2007), 건조 방법에 따른 호박 분말 및 죽의
품질 특성(Hwang, Chung, & Youn, 2006), 밤호박을 이용한
즉석죽 제조 및 품질특성(Jung, Ju, & Choi, 2001), 호박죽의
재료와 배합비 변화에 따른 기호도 연구(Cho, Ahn, & Yum, 
1996) 등이 있으며,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찹쌀가루와 멥쌀가루 등의 곡류재료를 다양한 비율로 첨가

하여 호박죽의 관능적 특성을 조사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찹쌀가루와 멥쌀가루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호박죽의 기계적 품질 특성과 관능검사

(특성차이 검사와 기호도 검사)를 통해 점증제인 전분에 따
른 호박죽의관능특성을 비교검토하는데연구목적이있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호박은 2014년 가을에 수확된 국내산
동양계 늙은 호박(충북 진천산, 대한민국)과 수입산 단호박
(뉴질랜드)을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구입하여 바로 실
험하였다. 멥쌀과 찹쌀을 각각 5회 수세하여 쌀 무게의 약
2배의물을부어, 약 25℃의상온에서 5시간동안물에불린
후 1시간 물기를 빼고, 롤밀(roll mill, DK-101, 동광산업사, 
대한민국)에 2회 분쇄하여, 체(sifter, 20 mesh, 청계상공사, 
대한민국)에 내려, 각각의 멥쌀가루와 찹쌀가루 시료를 비
닐 팩에 500g씩 담아 —20℃ 냉동고(Freezer, LS-1040HRF2, 
LG 전자, 대한민국)에저장하면서사용하였다. 또한소금(천
일염, 전남 신안산, 대한민국)과 설탕(정백당, 제일제당, 대
한민국)을 사용하였다.

2. 호박죽의 제조

늙은 호박과 단호박을 깨끗하게 세척하여 껍질과 씨를

제거한 다음 각각 0.5 cm 크기로 깍둑썰기를 하고 진공 포
장하여냉동보관하면서분석시료로사용하였다. 찹쌀과멥
쌀가루의 첨가비율에 따른 호박죽의 적절한 배합비를 얻기

위하여 Cho 등(1996)의 호박죽 제조법과 Kim과 Kim (2015)
의 선행 연구를 참고한 수회의 예비실험을 통해 각 재료에

대한 배합비를 Table 1과 같이 설정하였다. 호박죽의 제조
방법은 물을 3 L 넣고, 강불에서 가열하여끓어오르면 중불
로 줄여 완전히 무르도록 30분 끓이고, 믹서기(Mixer, HMF- 
3250S, 한일전기, 대한민국)로 3분간 분쇄하였다. 냄비에 호
박을 넣고 0.6 L 물에 찹쌀가루와 멥쌀가루를 각각 풀어 넣
고 잘 저어준 후 10분간 끓인 다음 화력을 약으로 낮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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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s for Hobakjook prepared with various 
ratios of waxy and non-waxy rice powder

Rice 
powder

(%)

Ingredients(g)

Waxy or 
non-waxy 

rice 
powder

Sweet 
pumpkin Pumpkin Water Salt Sugar

0   0 1,000 1,000 3,600 16 80

 4  80 960 960 3,600 16 80

 8 160 920 920 3,600 16 80

12 240 880 880 3,600 16 80

16 320 840 840 3,600 16 80

5분간 더 가열하였다. 호박죽이 투명해지면 분량의 설탕과
소금을 첨가하여 호박죽 시료를 완성하였다.

3. 수분 함량

찹쌀과 멥쌀가루 첨가비율을달리하여제조한호박죽시

료들의수분함량은할로겐방식수분 분석기(Moisture Ana- 
lyzer, MB-45, OHAUS, Methrohm, Switzland)로 측정하였으
며, 시료마다 각각 3회 반복하여 그 평균값을 구하였다.

4. 색도

호박죽 시료들의 색도는 petri dish(35×10 mm)에 담아 색
차계(Color Reader, JC-801, Color Techno System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L값(명도, lightness), 
a값(적색도, redness), b값(황색도, yellowness)를 각각 3회씩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이 때 사용된 표준백판
의 L값은 93.77, a값은 —0.74, b값은 0.73이었다.

5. 가용성 고형물 함량

찹쌀과 멥쌀가루 첨가비율을달리하여제조한호박죽시

료 10가지의가용성고형물함량측정은디지털굴절계(Atago 
digital refractometer, PAL-3, Japan)를 사용하여 각각 3회씩
반복 측정하였으며, 평균값을 구하여 °Brix로 표시하였다.

6. 점도

호박죽의 점도는 실제 따끈한 상태로 최적의 맛을 느끼

며먹을수있는온도인 60±2℃를유지하기위해 water bath에
시료들을보관하면서점도계(Viscometer, DV-Ⅱ＋. Brookfield. 
USA)로 spindle No 3을 사용하여 회전속도 30 rpm으로 3회
측정한 점도의 평균값을 1회 측정치로 하였으며, 시료별로

3회씩 측정하였다.

7. 퍼짐성

찹쌀과 멥쌀가루 첨가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호박죽의

퍼짐성 측정은 line spread chart를 사용하여, 약 60℃의 죽
시료를 50 mL를취하여지름 50 mm, 높이 60 mm인스텐레
스 원형관 속에 넣은 후원통을들어올려 퍼지게 하여 2분
후 6군데에서 퍼진 길이를 측정하여 평균치를 구하였다. 
Line spread chart의 투명아크릴 바닥 반대편에 2 mm 모눈종
이를 부착하고, 바닥은 5 mm 간격으로 동심원을 미리 그어
서 측정이 정확하고 용이하게 하였다.

8. 관능검사

1) 특성차이 검사

찹쌀과 멥쌀가루 첨가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호박죽의

관능 평가는 기본 특성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은 20
대에서 40대에 이르는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조리외식경
영학과학생 20명(여성 10명, 남성 10명)을패널로선발하여
그 중 훈련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집중한 16명(여성 7명, 남
성 9명)을 본 조사에 활용하였다. 패널은 훈련과정에서 충
분히 각 특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신뢰성 있게 반복되는

것을 확인한 후 본 검사를 하였으며, 맑은 날 오후 3시에
백색등이 설치된 실온의 검사장에서 실시하였다. 시료는
대조군(0%) 및 찹쌀과 멥쌀가루를 각각 4%, 8%, 12%, 16% 
첨가한시료로패널한명에 5개의시료를제공하였다. 항온
수조를 이용하여시료의 온도를 40±2℃로 유지하였으며, 모
든시료는동일한크기의뚜껑이달린플라스틱컵에 50 mL
씩 각각 담고, 난수표에서 선택한 세 자리 숫자를 기입한
라벨을 부착하였다. 시료와 함께 투명 일회용 플라스틱 스
푼및헹굼용생수를담아뱉는컵과함께제공하였다. 검사
시 시료의 제시 순서는 임의 배열법으로 정하였으며, 제시
된 한 시료에 대하여 모든 관능적 특성을 순서대로 평가하

게 하였다. 입속 잔여감을 없애고 혀의 둔화현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한 시료가 끝날 때마다 반드시 입을 헹구어 낸

후, 다음시료를평가하도록하였으며, 한가지시료를검사
하고 다른 시료를 평가할 때 시료간의 시간 간격을 동일하

게주어시료간에존재할수있는맛의상호작용을최소화

시켰다. 훈련된 패널들을 대상으로 호박죽의 특성차이 검
사를위한평가항목은예비조사결과및선행연구 Chung 등
(2009)의 자료를 참고하여 외관에서는 노란색(yellowness)과
윤기(gloss), 향미에서는호박향미(pumpkin flavor), 시큼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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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isture and total soluble solid contents of Hobakjook prepared with various ratios of waxy and non-waxy rice 
powder

Con 0% 4% 8% 12% 16% F-value

Moisture
content

(%)

Waxy rice powder
92.35±0.26a1)

91.19±0.02b 88.00±0.16c 87.61±0.32d 85.93±0.16e 482.95***

Non-waxy rice powder 90.39±0.21b 87.45±0.08c 85.68±0.20d 83.44±0.07e 1,164.45***

t-value 6.46** 5.29** 8.83** 24.10***

Total
soluble solid

(°Brix)

Waxy rice powder
 7.53±0.06e

9.40±0.00d 11.30±0.10c 12.13±0.32b 13.10±0.10a 588.91***

Non-waxy rice powder 8.53±0.40d 10.93±0.06c 12.20±0.20b 14.33±0.32a 361.77***

t-value 3.71* 5.50** —0.31ns —6.35**

Mean±S.D.; * p<0.05, ** p<0.01, *** p<0.001; ns Not significant.
1) a∼e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미(sourness), 단맛(sweetness), 구수한 맛(savory flavor), 텁텁
한 맛(astringency), 익은쌀 맛(gelatinized rice)을, 질감에서는
점도(viscosity), 부드러운정도(smoothness), 그리고후미(after 
taste)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방법은 횡선의 양쪽 끝 1.5 
cm 부분에정박점이표시된 15 cm 선척도를이용하였고, 특
성이강할수록오른쪽으로표시하고, 약할수록왼쪽으로표
시하도록 하였다.

2) 기호도 검사

기호도 검사는 훈련받지 않은 일반 소비자로 대학생 100
명(여성 52명, 남성 48명, 평균나이 21.1세)을대상으로기호
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으로 외관, 냄새, 맛, 질감
에대한기호도 및전체적기호도를 7점 척도로 1점은가장
약함(또는 매우 싫음), 4는 보통, 7은 가장 강함(또는 매우
좋음)으로 표기하여 조사하였다.

9. 통계 처리

모든 실험은 관능검사를 제외하고 3회 반복 측정하였으
며, 모든 데이터를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시료
간의 유의성 검증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
시하였다. p<0.05 수준에서 Duncan test를 통한 다중범위 검
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여 각 시료간의 통
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호박죽 시료의 품질특성에서는
찹쌀가루와 멥쌀가루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수분과 가용성고형물 함량

찹쌀과 멥쌀가루 첨가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호박죽의

수분과 가용성고형물 함량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쌀
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 유의적(p<0.001)
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재료인 쌀가루의 수분
함량은 멥쌀가루가 32.09%로 찹쌀가루 39.38%보다 수분함
량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찹쌀과 멥쌀 동량을 같은 시간에
불렸을 때 물을 흡수하는 양이 멥쌀의 최대 흡수율은 27%, 
찹쌀의최대흡수율은 38%로각각다르기때문이며(Hwang, 
Han, Han, & Chung, 2011), 가루로 빻았을 때도 같은경향을
나타났다. 또한 Yoon 등(2012)의 쌀 품종의 아밀로오스 함
량에따른호화및취반특성비교논문에서, 찹쌀은멥쌀에
비해 아밀로오스 함량이 적거나 낮은 비율로 인하여 수분

과의 결합력이 우수하여 수분흡수율이 높게 나온 결과와

일치한다. 찹쌀가루가 멥쌀가루보다 수분함량이 높아 호박
죽에서도 찹쌀가루를 첨가한 호박죽의 수분함량이 높게 나

타났다. 대조군을 제외하면 찹쌀가루 4% 첨가군의 수분함
량(91.19%)이가장높았고, 멥쌀가루 16% 첨가군(83.44%)이 
가장낮았으며, 찹쌀가루첨가군이멥쌀가루첨가군에비해 
수분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쌀가루 첨가량이증가할수록 유의

적(p<0.001)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대조군을 제
외하고는멥쌀가루 4% 첨가군(8.53 °Brix)이가장낮았고, 멥
쌀가루 16% 첨가군(14.33 °Brix)이 가장 높았다. 호박의 종
류및첨가비율을달리한분말호박수프의품질특성 Kim 
(2012)에서는 호박의 함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당도가 감소
하였으나, 본 실험에선 호박 함량이 줄어든 만큼 쌀가루 함
량이 증가하여 °Brix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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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unter's L-value and b-value of Hobakjook prepared with various ratios of waxy and non-waxy rice powder

Con 0% 4% 8% 12% 16% F-value

L-value

Waxy rice powder
37.63±0.12e1)

44.62±0.30d 47.59±0.11c 49.84±0.07b 51.61±0.21a 2,800.66***

Non-waxy rice powder 46.05±0.10d 49.82±0.23c 52.29±0.13b 54.21±0.15a 5,532.07***

t-value —7.90** —14.87*** —28.75*** —17.93***

b-value

Waxy rice powder
71.44±0.04a

69.68±0.41b 68.86±0.20c 67.84±0.16d 66.94±0.04e 189.76***

Non-waxy rice powder 69.07±0.08b 69.12±0.47b 67.75±0.16c 66.50±0.39d 123.47***

t-value 2.52* —0.90ns 0.74ns 1.94ns

Mean±S.D.; * p<0.05, ** p<0.01, *** p<0.001; ns Not significant.
1) a∼e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Viscosity and spreadability of Hobakjook prepared with various ratios of waxy and non-waxy rice powder

Con 0% 4% 8% 12% 16% F-value

Spreadability
(cm)

Waxy rice powder
 8.37±0.54a1)

 7.72±0.47b   5.73±0.14c   5.50±0.14cd   5.20±0.14d 109.03***

Non-waxy rice powder  6.88±0.38b   5.42±0.19c   5.05±0.19cd   4.87±0.16d 124.71***

t-value 2.84* 1.79ns 3.67* 2.52*

Viscosity
(cP)

Waxy rice powder
10.40±0.63e

51.13±1.10d 170.47±1.58c 245.53±4.81b 270.83±3.00a 5,526.58***

Non-waxy rice powder 73.37±3.58d 250.40±8.15c 280.93±9.42b 310.90±2.70a 1,540.71***

t-value —10.27** —16.67*** —5.79** —17.20***

Mean±S.D.; * p<0.05, ** p<0.01, *** p<0.001; ns Not significant.
1) a∼e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찹쌀과 멥쌀가루 첨가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호박죽의

색도를 측정하였고, 명도(L-value)와 황색도(b-value: yellow- 
ness) 결과는 Table 3과같다. 적색도(a-value: redness) 결과는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어 생략하였다. L값은 쌀가루
첨가량에 따라 증가하였고, 가장 높은 값은 멥쌀가루 16% 
첨가군(54.21)에서 나타났다. 찹쌀과 멥쌀 시료간의 비교결
과 4∼16%의첨가군에서모두멥쌀가루첨가군이찹쌀가루
첨가군에 비해 명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멥쌀의
명도값이 97.44로 찹쌀(96.5)보다 높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호박죽의황색도(b-value)는유의적(p<0.001)인 차
이를보이며, 쌀가루첨가량이증가할수록감소하였다. 이는
쌀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노란색의 carotenoid계 색소를
함유한 호박 첨가량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3. 퍼짐성과 점도

호박죽 시료들의 퍼짐성과 점도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찹쌀가루와 멥쌀가루 첨가 시료 모두에서 쌀가루 첨

가량이증가할수록퍼짐성은낮아지고, 점도는증가하는결
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Kim과 Kim(2015)의 논문 호박 재료
배합비율을 달리한 호박죽의 품질 특성 연구에서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호박죽시료들의점도는대조군이 10.40 cP로가
장낮았고, 찹쌀가루첨가시료들은 4%(51.13 cP) < 8%(170.47 
cP) < 12%(245.53 cP) < 16%(270.83 cP)순으로 증가하였고, 
멥쌀가루첨가군은 4%(73.37 cP) < 8%(250.4 cP) < 12%(280.93 
cP) < 16%(310.9 cP) 순으로 찹쌀첨가군보다 급격하게 점도
가증가하여멥쌀가루첨가군이찹쌀가루첨가군에비해높

은 점도가 관찰되었다. 전체적인 점도 결과는 레토르트 굴
죽 제조를 위한 원료의 가공적성 논문에서 마쇄한 쌀의 양

이 증가할수록점도는 증가하였다는 Hur 등(2002)의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4. 특성차이 검사

1) 찹쌀가루를 첨가한 호박죽

찹쌀가루 첨가비율을 각각 0%, 4%, 8%, 12%, 16%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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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ttribute difference of Hobakjook prepared with various ratios of waxy rice powder

Samples Con 0% 4% 8% 12% 16% F-value

Appearance
Yellowness 12.22±2.55a1)  8.83±3.88b  9.37±2.28b  6.19±2.70c  4.75±2.60c 16.58***

Gloss 11.06±2.59a  9.23±3.03ab  8.14±2.29bc  6.66±3.25c  3.97±2.55d 15.06***

Flavor

Pumpkin flavor 11.94±3.00a 10.11±2.33ab  9.08±2.39b  6.50±2.76c  4.41±2.71d 20.18***

Sourness  9.52±3.37a  8.98±3.29a  7.21±3.91ab  5.53±3.77b  5.18±4.95b  4.04**

Sweetness  5.16±3.36c  5.91±3.16bc  7.84±2.48ab  8.89±3.44a  9.14±4.45a  4.29**

Savory flavor  6.14±4.17b  5.99±2.99b  8.83±1.68a  8.69±3.09a  8.21±4.27ab  2.73*

Astringency  2.88±2.05e  4.61±1.85d  7.79±1.54c  9.52±2.43b 11.51±1.57a 54.24***

Gelatinized rice  3.90±2.28d  5.26±2.68d  7.29±2.45c  9.96±2.30b 11.67±1.80a 30.72***

Texture
Viscosity  3.88±2.54d  5.76±2.79c  7.71±2.78b 11.04±2.17a 11.73±2.27a 28.45***

Smoothness 11.79±1.96a 10.94±2.63a  7.54±2.77b  7.03±3.75b  5.72±3.69b 11.97***

After taste Afterm taste 11.93±2.20a  9.84±2.41b  9.38±2.58b  5.91±1.94c  4.13±3.06d 26.15***

Mean±S.D.; * p<0.05, ** p<0.01, *** p<0.001; ns Not significant.
1) a∼e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가하여 제조한 호박죽의 시료들에 대한 특성차이 검사 결

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외관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대조군의 노란색(yellowness)이 (12.22)로 가장 강하게 평가
되었고, 16% 첨가군(4.75)이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다. 쌀가
루의 함량이 높을수록 노란색이 약해지는 것은 기계적 품

질 검사의 색도 중 황색도(b-value)가 감소하는 것과 일치한
다. 윤기(gloss)는 기계적 품질검사에서 수분함량이 가장 많
았던 대조군(11.06)이 윤기가 가장 강하게 평가되었고, 16%
첨가군(3.97)이 가장 약하게 평가되었으며, 시료 간에 유의
적(p<0.001)인 차이가 있었다. 이는 Kim과 Kim(2015)의 논
문에서 찹쌀가루 첨가량이 높을수록 호박죽이 탁해지며 윤

기가 낮아지는 결과와 일치한다. 호박 향미(pumpkin flavor)
와 시큼한 향미(sourness)에서 대조군이 가장 강하게 평가되
었고, 찹쌀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p<0.001)으로
감소하였다. 단맛(sweetness)은 쌀가루 첨가량이 가장 많은
16% 첨가군(9.14)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기계적 품
질검사에서 쌀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Brix가 증가하는
것과 일치한다. 구수한 맛(savory flavor)은 8%, 12% 및 16% 
첨가군이 적은 양을 첨가한 시료들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텁텁한 맛(astringency)과 익은쌀 맛(gelatinized rice)
은 대조군이 가장 약하게 평가되었고, 쌀가루 첨가량이 증
가함에 따라 유의적(p<0.001)인 차이를 보이며 점점 증가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질감 특성 중 점도(viscosity)는 찹
쌀가루가 첨가되지 않은 대조군(3.88)이 가장 약하게 평가
되었고, 쌀가루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p<0.001)인

차이를보이며증가하여점도측정결과와일치하였다. 부드
러운 정도(smoothness)는 대조군(11.79)이 가장 강하게 평가
되었고, 찹쌀가루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p<0.001)
인 차이를 보이며 약하게 평가되었다. 이는 쌀가루 첨가량
이 감소할수록 수분함량이 증가하여 호박죽이 더욱 부드럽

게 평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후미(after taste)의 강도는 대
조군(11.93)이 가장 강하게 평가되었고, 16% 첨가군(4.13)이
가장 약하게 평가되었다. 쌀가루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p<0.001)인 차이를 보이며 후미가 점점 낮아지는 것
을 나타냈다.

2) 멥쌀가루를 첨가한 호박죽

멥쌀가루를 0%, 4%, 8%, 12%, 16%로 첨가하여 제조한
호박죽의 시료들에 대한 특성차이 검사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외관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노란색(yellow- 
ness)이 가장 강하게 평가된 것은 호박첨가량이 상대적으로
가장많은대조군(12.05)이었으며, 시료간에유의적(p<0.001)
인 차이가 있었다. 멥쌀가루의 함량이 높을수록 노란색이
약해지는 것은 기계적 품질 검사의 색도 중 황색도(b-value)
가 감소하는 것과 일치한다. 윤기(gloss)는 기계적 품질검사
에서 수분함량이 가장 많았던 대조군의 윤기(10.04)가 가장
강한것으로평가되었으며, 시료 간에 유의적(p<0.001)인차
이가 있었다. 호박 향미(pumpkin flavor)와 시큼한 향미(sour- 
ness)는 호박첨가량이 가장 많은 대조군이 가장 강하게 평
가되었고, 멥쌀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p<0.0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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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ttribute difference of Hobakjook prepared with various ratios of non-waxy rice powder

Samples Con 0% 4% 8% 12% 16% F-value

Appearance
Yellowness 12.05±3.72a1)  9.30±3.93b 8.62±2.78b  7.94±3.03bc  5.68±2.78c  7.92***

Gloss 10.04±4.01a 10.26±3.43a 7.24±2.82b  6.20±3.43b  5.74±3.31b  6.19***

Flavor

Pumpkin flavor 10.04±4.02a  6.91±3.69b 7.89±2.84ab  7.25±3.69b  5.74±2.43b  3.51*

Sourness  9.59±4.11a  7.27±3.91ab 6.66±3.45b  5.56±3.58b  4.98±3.02b  3.91**

Sweetness  5.43±3.31b  6.48±3.60ab 8.25±3.01a  8.24±3.94a  8.31±3.70a  2.25*

Savory flavor  3.19±2.66b  5.16±2.12b 8.62±2.68a  8.53±3.55a  8.73±3.68a 11.48***

Astringency  3.46±2.28b  4.81±1.83b 9.25±3.02a 10.76±1.86a  9.95±2.71a 30.32***

Gelatinized rice  3.10±2.35d  4.86±2.31c 8.29±2.59b 11.32±1.96a 10.46±2.92a 33.79***

Texture
Viscosity  3.29±2.67c  5.11±2.44b 6.75±2.21b  9.94±3.11a 11.54±2.17a 28.24***

Smoothness 11.81±2.65a 11.06±2.31a 7.16±2.66b  4.51±3.84c  4.75±3.14c 21.53***

After taste After taste 11.03±2.63a  9.44±2.94ab 7.68±2.95bc  6.11±3.20c  4.04±2.87d 14.04***

Mean±S.D.; * p<0.05, ** p<0.01, *** p<0.001; ns Not significant.
1) a∼e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7. Acceptance of Hobakjook prepared with various ratios of waxy rice powder

CON 0% 4% 8% 12% 16% F-value

Appearance 3.91±1.82bc1) 4.04±1.46c 4.53±1.65c 5.28±1.31a 4.77±1.58ab  5.82***

Odor 4.43±1.43a 4.26±1.11ab 3.81±1.25b 4.17±1.36ab 4.36±1.37ab  1.61ns

Taste 3.43±1.86c 3.43±1.58c 4.38±1.70b 5.17±1.46a 4.91±1.60ab 11.54***

Texture 3.45±1.65c 4.09±1.47b 4.17±1.39b 5.30±1.43a 4.87±1.73a 10.35***

Overall acceptance 3.26±1.42c 3.68±1.32c 4.47±1.53b 5.19±1.35a 4.83±1.63ab 14.31***

Mean±S.D.; *** p<0.001; ns Not significant.
1) a∼e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차이를 보이며 감소하였다. 단맛(sweetness)과 구수한 맛(sa- 
vory flavor)은 멥쌀가루 첨가량이 가장 많은 16% 첨가군이
가장강하게평가되었다. 텁텁한맛(astringency)과익은쌀맛
(gelatinized rice)은 대조군이 가장 약하게 평가되었고, 4% < 
8% < 12% 첨가군순으로 강하게 평가되다가 16% 첨가군에
서 다소 약하게 평가되었다. 질감의 특성 중 점도(viscosity)
는 대조군(3.29)이 가장 약하게 평가되었고, 멥쌀가루 첨가
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p<0.001)인 차이를 보이며 증가
하여 앞의 점도 결과와 일치하였다. 부드러운 정도(smooth- 
ness)는 점도와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어 멥쌀가루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p<0.001)인 차이를 보이며 점점 약하
게평가되었다. 후미(after taste)의강도는대조군(11.03)이가
장 높게 평가되었고, 멥쌀가루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
의적(p<0.001)인 차이를 보이며 후미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나타내어 쌀가루 첨가에 의해 후미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5. 기호도 조사

1) 찹쌀가루를 첨가한 호박죽

찹쌀가루 첨가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호박죽의 기호도

검사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외관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도
는 12% 첨가군(5.28)이 가장 높았고, 대조군과 4% 및 8% 
첨가군은 유의적으로 낮은 외관기호를 나타내었다. 냄새에
대한 기호도 평가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맛과 질감 기호
도는 12% 첨가군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특성차이
검사에서 부드러운 정도와 점도가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대체적으로중간정도의 질감을좋아하는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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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cceptance of Hobakjook prepared with various ratios of non-waxy rice powder

CON 0% 4% 8% 12% 16% F-value

Appearance 3.89±1.90c1) 4.64±1.80ab 4.30±1.40bc 5.26±1.26a 4.74±1.61ab  4.69**

Odor 4.43±1.57a 4.13±1.66a 3.98±1.19a 4.21±1.28a 4.26±1.45a  0.61ns

Taste 3.06±1.77c 3.11±1.45c 5.17±1.74a 5.04±1.55a 4.30±1.73b 17.77***

Texture 3.19±1.70c 4.21±1.64b 4.60±1.75ab 5.23±1.46a 4.21±1.98b  8.80***

Overall acceptance 3.40±1.69c 3.74±1.31c 4.96±1.25a 5.22±1.28a 4.47±1.36b 11.14***

Mean±S.D.; ** p<0.01, *** p<0.001; ns Not significant.
1) a∼e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전체적기호도는 12% 첨가군(5.19)이가장높게평가되었으
며, 16% 첨가군도 유의적 차이가 없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외관, 맛, 질감이 모두 12% 첨가한 군에서 더 높게 평
가되어서 전체적 기호도도 가장 높게 평가되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결과는 Kim과 Kim(2015)의 연구에서 8% 
첨가군이 색, 점도, 냄새, 맛, 윤기, 전반적 기호도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던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고, Hur 등(2002) 
연구에서는 쌀의투입량을 10∼12% 정도로 유지할 때 죽의
점도가 약 800 cP를 유지하여 기호도가 우수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2) 멥쌀가루를 첨가한 호박죽

멥쌀가루 첨가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호박죽의 소비자

기호도 검사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외관은 멥쌀가루 12% 
첨가군(5.26)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냄새는 시료간의 유
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맛은 8% 첨가군(5.17)
과 12% 첨가군(5.04)이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특성차이
검사에서 단맛, 구수한 맛, 텁텁한 맛, 익은 쌀 맛이 대체로
높게 평가된 것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질감
은 12% 첨가군(5.23)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는데, 특성차이
검사에서 부드러운 정도와 점도가 중간 정도의 질감을 좋

아하는것으로사료된다. 전체적기호도는 8% 와 12% 첨가
군이가장높게평가되었다. 이는맛과질감기호도에서 8%
와 12% 첨가군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과 일치하며, 앞의
찹쌀 첨가군에 비해 다소 낮은 함량의 첨가군이 기호도가

높다는것을발견할수있었다. 기호도검사결과, 찹쌀가루
와 멥쌀가루 둘 다 12%의 첨가량이 가장 소비자 기호도가
높게 평가되었고, 쌀가루 종류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에 많이 쓰는 찹쌀가루의 일부 또는
전체를 멥쌀가루로 대체하여 호박죽을 만든다면 다양한 호

박죽 제조가 가능하며, 더 실용적이고 경제적으로 호박죽

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호박죽의 전분 재료로 찹쌀가루와 멥쌀가루를

각각 0%, 4%, 8%, 12%, 16% 씩 첨가하여 호박죽을 제조한
후기계적품질검사(수분, 가용성고형물, 색도, 퍼짐성과점
도)와 관능검사(특성차이 검사 및 기호도 검사)를 실시하였
다. 수분함량과 퍼짐성은 실험군 중에서 찹쌀가루 4% 첨가
군이 가장 높았고, 쌀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였으며, 점도는 이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찹쌀가
루 첨가군이 멥쌀가루 첨가군에 비해 수분함량과 퍼짐성이

높은것으로나타났다. 명도는쌀가루첨가량이증가할수록 
점차 높아졌고, 멥쌀가루 첨가군이 더 밝게 나타났다. 황색
도는 쌀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가용성 고
형물의함량은모든호박죽시료에서쌀가루첨가량이증가

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관능검사 중 특성차이 검
사결과, 호박죽의외관특성중노란색과윤기는호박첨가
량이 가장 많은 대조군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향미 특성
중호박향미와시큼한향미는호박첨가량이가장많은대

조군이 가장 강한 반면, 구수한 맛, 텁텁한 맛과 익은 쌀 맛
은 쌀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강하게 측정되었다. 호박
죽의점도는쌀가루첨가량이증가할수록높아졌고, 부드러
운 정도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후미는 찹쌀, 멥쌀가
루 16% 첨가군이 가장 약하게 측정되었다. 기호도 검사 결
과, 찹쌀가루에서는 12% 첨가군이, 멥쌀가루 첨가시료에서
는 8%와 12% 첨가시료가 맛, 질감 및 전체적 기호도가 유
의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많이 쓰는 찹쌀
가루의일부또는전체를멥쌀가루로대체하여호박죽을만

든다면 다양한 호박죽 제조가 가능하며, 더 실용적으로 호
박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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