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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에 따른 인삼닭죽의 in vitro 단백질 및 전분 분해율과 물리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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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determine the nutritional quality and physical properties of ginseng-chicken meat porridge, 10 kinds of ginseng- 
chicken meat porridge samples containing waxy and/or non-waxy rice were analyzed for in vitro protein digestibility 
and their degree of starch hydrolysis. Viscosity and spreadness were determined for the gelatinized pastes of the 
porridge samples. Microphotographs of the starch granules and pastes were studied to confirm structural changes in the 
rice starch during cooking. The starch paste from non-waxy rice porridge had higher viscosity than the starch paste from 
the waxy rice porridge; however, in the case of the ginseng-chicken meat porridge, the difference in viscosity was 
negligible. Microphotograph comparisions between the waxy rice porridge and non-waxy rice porridge indicated 
apparent differences in the shapes of their starch granules and gels. The granule surface of the non-waxy rice was very 
rough while that of the waxy rice was very smooth; this difference would lead to organoleptical discrepancy. The added 
ginseng increased the protein digestibility of the chicken meat; however, the protein digestibility of the ginseng-chicken 
meat porridge was lower than that of the chicken meat or rice porridge due to inhibited protein digestion by the 
gelatinized starch. Finally, the rice porridge had increased starch hydrolysis with additions of chicken meat and 
vege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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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죽은 우리 민족이 즐겨온 곡류 조리식의 한 종류로서, 
곡물에 물을 6～7배 가량 붓고 오래 끓여서 녹말이 호화

상태로 무르게 만든 유동식이다. 약 5,000년 전 신석기시

대 후반부터 농경문화를 싹틔운 우리 민족은 다양한 종

류의 죽을 만들어 먹어왔는데, 조선시대에 이르러 그 종

류가 매우 다양해져, 1611년부터 1958년 까지 총 32문헌

에 나타난 죽의 출현빈도는 371회 127종에 이른다(Shin 
HS 와 Cho EJ 1996). 죽의 종류는 물의 첨가량, 쌀의 형

태, 죽을 쑤는 방법, 쌀의 종류와 부재료에 따라 매우 다

양하여,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26권의 조리서를 중심

으로 400종 이상이 조사되고 있다(Lee HJ와 Jurn JI 2000). 
이와 같이 죽의 재료뿐 아니라 끓이는 방법이 다양한 것

은 죽의 맛이 햅쌀 또는 묵은쌀, 멥쌀 또는 찹쌀 등 쌀

의 종류와 입자의 크기, 농도, 호화정도에 따라 관능적 특

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민족은 이러한 미묘하고도 다

양한 맛과 질감을 즐겨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조선시대에 사용된 재료와, 조리기구, 열원, 조리용어 등

이 현대의 그것과 매우 달라, 이러한 다양한 죽의 맛을 

재현해 내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조리 조건이 확립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죽의 주재료인 쌀과 쌀 전분의 호
화특성에 미치는 부재료와 조리 조건의 영향에 대한 과

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죽에 대한 연구로는 Yang YH 등(2007)이 쌀 입자의 크

기에 따른 흰쌀죽의 점도 및 초미세구조를 측정하고 환

원당 함량 및 전분의 가수분해율 등 이화학적 특징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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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였고, Lee HJ 등(2005)이 검정콩 발아물을 이용한 죽 
제조의 최적화 조건에 관한 연구에서 가수량과 발아콩과 

쌀의 비에 따른 기호도와 점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타
락죽에 대한 연구(Lee GC 등 2004)에서는 쌀가루의 볶

음조건에 따른 타락죽의 전분 및 단백질 분해율과 DSC
특성, X선 회절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Kim JM 등(2004)
은 은행분말을 첨가한 죽의 물리적, 관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은행분말과 쌀가루의 비를 달리하여 죽을 제조

한 후 은행죽의 점도와 퍼짐성을 측정하고 관능검사를 

시행하는 등 다수의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옛날부터 한의학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탕재와

는 달리 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한약재와 쌀, 좁
쌀 등을 이용한 약죽을 권하였다.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음식에 몸에 좋은 약재나 새로운 재료

를 첨가하는 약선식품과 퓨전요리가 개발되고 있다. 우
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선요리는 여름철에 즐겨 먹는 

영계에다 인삼을 넣은 삼계탕으로, 이는 한방요리의 대

중적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삼계탕은 단백질 함량이 높

으면서도 지방, 칼로리, 콜레스테롤이 낮은 영계를 주원료

로 하여 인삼, 찹쌀, 밤, 마늘, 대추 등을 첨가하여 만든 

식품으로서 여름철의 몸보신용 전통식품으로 인식되어 왔

으며 동의수세보원(이제마 2002)에서는 “계삼고”라 하여 

소음인의 이질과 같은 설사병 치료제로 명시하였다. 따
라서 삼계탕의 재료인 닭과 인삼을 넣어서 죽의 형태로 

조리하여 삼계탕이 가지고 있는 약선의 효과와 준비, 취
식의 편이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형태를 가진 ‘인삼

닭죽’을 개발한다면 전통 약선음식의 대중적인 보급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삼닭죽 개발을 위한 연구의 일부로

서, 찹쌀과 멥쌀을 각각 주재료로 하여 닭육수, 닭고기, 
인삼, 채소 등의 부재료를 순차적으로 첨가해 가며 죽을 

끓인 후, 멥쌀죽과 찹쌀죽 및 다른 부재료들이 포함된 죽

의 물리적 특성과 전분 가수분해율 및 단백질 가수분해

율을 측정하여 쌀의 종류 및 재료배합에 따른 죽의 이화

학적 특성변화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인삼닭죽 재료의 결정

인삼닭죽의 재료와 조리법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요리서

와 문헌에 나타난 인삼죽과 닭죽, 삼계탕의 조리법(리빙센

스 2001, 배영희 등 2001, 한복진과 한복려 1998, 황혜성 

등 1990)을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참고한 문헌에서 인삼

죽의 조리법은 인삼과 대추를 달인 후 이를 건져내고 그 

달인 물에 불린 쌀을 넣어 끓이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으

며, 건져낸 인삼은 편으로 썰어 넣거나 대추와 함께 갈아 
죽이 끓을 때 함께 넣는 것으로 나타났다. 닭죽은 주로 1 

kg 정도의 영계와 마늘을 삶은 후 살을 발라 찢어 놓은 

뒤 그 닭육수에 불린 쌀을 넣고 죽을 끓인 후 닭살을 넣

어 한번 더 끓인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기호도와 영

양성에 미치는 주재료(쌀, 닭살, 인삼)의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하여 문헌에 나타난 마늘, 대추 등의 부재료를 빼

는 대신 기호도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채소를 섞어 

조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채소는 호박, 당근, 양파를 

1 : 2 : 2(w/w)로 섞은 혼합채소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연
구에 이용한 닭은 (주)하림에서 가공 판매하는 1.05 kg단
위의 포장 닭을 호박과 당근, 양파와 함께 부산시 남천

동 M 대형할인마트에서 구입하였다. 인삼은 4년근 수삼

을 이용하였으며 남천동 재래시장에서 구입하였다.

2. 인삼닭죽의 조리

쌀 100 g(찹쌀, 멥쌀)은 3번 씻은 후 1시간 동안 물에 

담궈 불린 후 체에 건져 인삼닭죽의 조리에 사용하였다. 
1 kg짜리 닭 한 마리당 4 L의 물을 부어 2시간 삶은 후 

살을 발라 찢어놓고, 삶은 국물은 닭육수로 사용하였으

며 이때의 가식부 고기 양은 평균 450 g이었다. 인삼과 

호박, 당근, 양파는 1×1×1 mm 정도로 잘게 다져서 이용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멥쌀과 찹쌀 각각에 대하여 닭육수, 

인삼, 닭고기, 혼합채소 등의 재료가 순차적으로 첨가된 

총 10가지의 죽을 계획하였다(Table 1). 실험 1(NWR, Non 
waxy rice)과 6(WR, Waxy rice)은 멥쌀과 찹쌀을 이용한

Table 1. Experimental design for ginseng-chicken meat porridge
Rice Abbreviation Ingredient

1

NWR1)

NWR Rice 100 g(100)2), Water
2 NWRS Rice 100 g(100), Chicken stock

3 NWRG Rice 100 g(83), Ginseng 20 g(17), 
Chicken stock

4 NWRM Rice 100 g(50), Ginseng 20 g(10), Chicken
meat 80 g(40), Chicken stock

5 NWRV
Rice 100 g(40), Ginseng 20 g(8), Chicken
meat 80 g(32), Mixed vegetables 50 g(20),
Chicken stock

6

WR

WR Rice 100 g(100), Water
7 WRS Rice 100 g(100),Chicken stock

8 WRG Rice 100 g(83), Ginseng 20 g(17), 
Chicken stock

9 WRM Rice 100 g(50), Ginseng 20 g(10), 
Chicken meat 80 g(40%), Chicken stock

10 WRV
Rice 100 g(40), Ginseng 20 g(8), Chicken
meat 80 g(32), Mixed vegetables 50 g(20),
Chicken stock

1)
 NWR : non-waxy rice, WR : waxy rice

2)
Percentage of ingredient(The number in parenthesis means a per-

centage of ingredient based on total solid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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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쌀죽으로서 지름 20 cm의 냄비에 불린 쌀과 물 800 
mL를 넣고 센불(가스레인지)에서 끓이다가 죽이 끓기 시

작할 때 불을 중간 세기로 낮추고 20분 간 더 끓였다. 실
험 2(NWRS)와 7(WRS)은 불린 쌀에 닭육수 800 mL를 

넣고 실험 1,6과 같은 방법으로 끓였다. 실험 3(NWRG)과 
7(WRG)은 불린 쌀에 닭육수와 인삼을 넣고 끓였으며, 실
험 4(NWRM)와 6(WRM)은 불린 쌀에 닭육수, 인삼을 넣

고 끓이다가 죽이 끓기 시작할 때 불을 낮추고, 17분경과 
후 찢어 놓은 닭고기 80 g을 넣고 3분간 더 끓였다. 실험 
5(NWRV)와 10(WRV)은 불린 쌀에 닭육수와 인삼, 혼합

야채를 넣고 끓이다가 실험 4,6과 같이 찢어 놓은 닭고기 
80 g을 넣고 3분간 더 끓여 완성하였다.

3. 겉보기점도(apparent viscosity)

닭육수와 인삼, 닭고기, 채소가 첨가됨에 따른 인삼닭

죽의 점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죽을 끓인 직후 고

형물은 체로 받혀 걸러내고 순수한 전분 paste만으로 점

도를 측정하였다. 인삼닭죽의 겉보기점도는 Brookfield 
Viscometer(DVGATHER + V1.03 Brookfield Engineering La-
boratories, INC., Middleboro, MA, USA)를 사용하여 시료

온도를 60℃ 이상으로 유지시키면서 측정하였다. Spindle
은 cp52를 사용하였으며 속도는 1.5, 3, 6, 12, 30, 60 
rpm에서 측정하였다. 점도값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η(cp) = shear stress(dyne/cm2) / shear rate(sec-1)
1dyne = 1g․cm/s2

4. 퍼짐성(line spread test)

퍼짐성은 Kim JM 등(2004)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Line 
spread chart를 밑에 깔아 놓은 OHP용 투명 film 위에 스

테인레스 원통(4 cm × 3 cm)을 놓은 뒤 1 table spoon 량
의 시료 죽(80 ± 5℃)을 부은 뒤 1분이 지난 후 원통을 들

어 올리고 퍼짐이 멈춘 다음, 4군데의 퍼짐 길이를 재어 

평균치를 구하였다.

5. 미세구조 촬영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 
2400, Hitachi Co., Japan)을 이용하여 가속전압 20 kV의 

조건에서 진공 동결 건조 죽의 입자와 paste의 미세구조

를 촬영하였다.

6. 전분의 가수분해율(starch in vitro hydrolysis)

전분의 가수분해율은 Singh(Singh U 등 1982)과 Xue 
(Xue Q 등 1996)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죽을 동결건

조한 후 마쇄하여 20 mesh 체로 거른 뒤 흰쌀죽의 건조

시료 0.05 g에 해당하는 양을 0.2 M phosphate buffer(pH 

6.9) 2.0 mL에 녹여 시료 현탁액을 만든 뒤, 여기에 pan-
creatic amylase(SIGMA, 90units/mg) 0.02 g을 0.2 M phos-
phate buffer(pH 6.9) 50 mL에 녹여 만든 amylase buffer 
0.5 mL을 첨가하였다. Amylase를 첨가한 시료 buffer 액
을 37℃에서 2시간 incubation한 후 3-5 dinitrosalicylic 
acid reagent 4 mL를 첨가하여 boiling water bath에서 5
분간 가열하고 방냉 후 증류수로 25 mL 정량한 뒤 여과

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blank는 시료가 
없는 buffer solution으로 대체하였다. Maltose(JUNSEI, 
Japan)를 standard로 한 표준곡선을 그린 후 이를 사용하여 
시료에서 분해되어 나온 maltose의 양(mg)을 계산하였다.

7. 단백질 가수분해율(in vitro protein digestibility)

 단백질 가수분해율은 Satterlee LD 등(1979)과 AOAC 
(1982)의 방법을 수정한 Ryu HS 등(1998)의 방법으로 측

정하였으며 대조단백질로는 ANRC sodium caseinate를 

사용하였다. 단백질 1 g에 해당하는 중량의 시료를 취하

여 α-Chymotrypsin(41 units/mg solid, SIGMA Co., MO, 
USA), tryspin(14,600 BAEE units/mg solid, SIGMA Co., 
MO, USA) 및 peptidase(500 units/mg solid, SIGMA Co., 
MO, USA) 혼합효소 1 mL를 가하여 37℃에서 10분간 

가수 분해시킨 뒤, Streptomyces griceus protease(58 units/ 
mg solid, SIGMA Co., MO, USA)로 55℃에서 10분간 

다시 가수분해 시켰을 때의 pH를 측정하고 다음 식에 의

해 계산하였다.

% digestibility = 234.83 - 22.56X
X: 효소 가수분해 20분후의 pH

8. 일반성분 및 구성 아미노산 분석

일반성분 분석은 AOAC법에 따라 수분은 상압 가열건

조법, 조단백은 semi-micro Kjeldahl법, 조지방은 Soxhlet
법, 회분은 건식회화법으로 정량하였다(AOAC 1990). 구
성아미노산 분석은 시료에 6 N 염산 2 mL을 가한 다음 

110℃ sand bath에서 24시간 가수분해 후 감압 농축한 액

을 sodium citrate buffer로 10 mL 정용하여 아미노산 자

동 분석기(Biochrom 20, Pharmacia Biotech, Sweden)로 

분석했다.

9. 통계 분석방법

인삼닭죽의 겉보기 점도, 퍼짐성, 전분 가수분해율, 단
백질 가수분해율의 분석 자료는 통계 SAS package를 사

용하여 통계 분석하였고, 모든 자료는 재료별로 집단화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 통하여 집단간의 평균차를 검증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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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1. 겉보기 점도와 퍼짐성

쌀의 amylose 함량이 죽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찹쌀과 멥쌀에 닭육수, 인삼, 닭, 혼합채소

를 첨가하여 죽을 끓여 고형분을 체로 걸러낸 후 겉보기 

점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 1에 표시하였다. 물로 끓인 죽

(R) 중 멥쌀죽즙(NWR)의 점도는 1317 ± 156 cp로 찹쌀죽

즙(WR)의 점도(556 ± 74 cp)보다 매우 높았다(p < 0.01). 이
는 멥쌀 및 찹쌀 전분 호화용액의 리올로지 특성을 비교

한 Lee SY 등(1995)과 Chedid LL와 Kokini JL(1992)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며, 멥쌀에서 보다 많은 amylose
가 용출되어 나온 결과로 보여 진다. 전분의 호화는 입자

가 수화되어 열에 의해 전분입자의 팽윤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amylose 분자들이 용출되어 나오면서 용액의 점

도가 증가한다. 용출된 amylose는 냉각되면서 gel화가 일

어나 연속적인 nongranular starch-water matrix를 형성하

는데, 가용성 amylose 함량이 많으면 전분 gel의 탄성은 

증가하고 반면 amylopectin이 많으면 형성된 전분 gel의 탄

성이 감소되는(Kim KY 2003) 특성으로 인해 찹쌀죽즙과 

멥쌀죽즙의 점도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닭육수로 끓인 죽(RS)의 즙의 경우 멥쌀죽즙(NWRS)과 

찹쌀죽즙(WRS)의 점도는 각각 1104 ± 250 cp와 556 ± 74 
cp로 모두 물로 끓인 죽즙 보다 점도가 낮아졌는데, 이는 
닭육수의 지방이 죽의 amylose와 amylose-lipid complex를 
형성하여 전분입자로부터 amylose의 용출과 전분 입자의 

팽윤을 저지하고, gel 형성을 저해한 결과로 보여진다(Cui 
R과 Oates CG 1999).
멥쌀과 찹쌀 각각에 닭육수와 인삼을 첨가하여 죽(RG)

을 끓인 경우 멥쌀죽(NERG)과 찹쌀죽(WRG)즙의 점도는 

각각 875 ± 65 cp와 469 ± 71 cp로, 멥쌀죽즙의 점도가 더 

높았다(p < 0.01). 닭육수에 인삼과 닭고기를 넣어 끓인 죽

(RM)의 경우 멥쌀죽즙(NWRM)과 찹쌀죽즙(WRM)의 점도

는 각각 415 ± 65 cp와 433 ± 65 cp로, 찹쌀죽즙(WRM)이 

멥쌀죽즙(NWRM) 보다 더 점도가 높았으나 이들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Fig. 1). 닭육수에 인삼, 닭고기, 
채소를 넣어 끓인 죽(RV)의 경우 멥쌀죽즙(NWRV)의 점

도(479 ± 78 cp)가 찹쌀죽즙(WRV)의 점도(344 ± 34 cp) 보
다 더 높았으나 역시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
구 결과 인삼, 닭고기, 혼합채소 등의 부재료가 첨가됨에 

따라 죽즙의 점도는 부재료의 종류와 양에 영향을 받아 

쌀과 부재료의 중량이 비슷해지는 NWRM과 WRM부터 

찹쌀죽즙과 멥쌀죽즙 간에 점도차가 사라지는 현상을 보

여주었다.
전분 gel의 점도는 단백질이나 gum 등의 존재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gum-전분입자들과의 상호작용, 특히 amylose
와의 밀접한 결합으로 전분의 호화 및 노화에 영향을 미

Fig. 1. Apparent viscosity of ginseng-chicken meat porridge.
R: rice, RS: rice+chicken stock, RG: rice+chicken stock+ 

ginseng, RM: rice+chicken stock+ginseng+chicken meat, RV: 

rice+chicken stock+ginseng+chicken meat+vegetable mix

* p < 0.05 ** p < 0.01

친다(Kim C와 Yoo B 2006). 단백질들도 다양한 방법으

로 전분의 점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Lee GC 등(2004)은 

옥수수전분에 3%의 콩단백질을 첨가하여 가열하면 전분

paste의 점도가 증가되는데, 이는 첨가된 콩 단백질이 망상

구조를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Chedid 
LL와 Kokini JL(1992)는 과량의 수분(수분함량 82%)에서 

곡류 전분의 점도는 단백질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이
때 전분의 점도는 amylose의 양, protein의 종류, 수분량, 
반응온도 등에 영향을 받으며 소수성 단백질이 첨가된 

경우 control 보다 낮은 점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

였다. 따라서 각각의 단백질들과 전분사이에는 서로 다른 
starch-protein interaction이 존재하므로 인삼닭죽의 경우 부

재료의 단백질과 지방 등에 의해 점도가 영향을 받은 것

으로 생각된다.
퍼짐성 측정 결과(Fig. 2) 멥쌀죽즙(NWR)의 퍼짐성은 

6.50 ± 0.35 cm로, 찹쌀죽즙(WR)의 퍼짐성 10.88 ± 0.88 cm 
보다 낮았다(p < 0.05). 이러한 멥쌀죽즙과 찹쌀죽즙 간의 

퍼짐성의 차이는 인삼, 닭고기, 채소 등의 부재료가 첨가

Fig. 2. Line spread of ginseng-chicken meat porridge.
Abbreviation is as same as shown in the foot of Fig. 1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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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of non-waxy rice granule: (a) NWR, (b) NWRS, (c) NWRG, (d) NWRM, (e) NWRV.

(a)                     (b)                     (c)                     (d)                     (e)
Fig. 4.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of waxy rice granule: (a) WR, (b) WRS, (c) WRG, (d) WRM, (e) WRV.

(a)                     (b)                     (c)                     (d)                     (e)
Fig. 5.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of non-waxy rice paste: (a) NWR, (b) NWRS, (c) NWRG, (d) NWRM, (e) NWRV.

됨에 따라 점차 적어져, 닭육수에 인삼, 닭고기, 채소를 넣

어 끓인 죽(RV)의 경우 멥쌀죽즙(NWRV)의 퍼짐성은 10.50 
± 0.35 cm, 찹쌀죽즙(WRV)의 퍼짐성은 11.88 ± 0.8 cm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점도측정 결과와 일관성을 보이는 것

이었다. Lee HJ 등(2005)이 발아콩과 쌀의 비율에 따른 

죽의 퍼짐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발아콩의 양이 증가할수

록 퍼짐성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잣죽이나

(Lee SH와 Jang MS 1994) 은행죽(Kim JM 등 2004)에서

는 잣가루와 은행분말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퍼짐성이 커

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로써 부재료에 따라 죽의 

점도와 퍼짐성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전분의 미세구조

Fig. 3～6은 죽의 호화된 멥쌀과 찹쌀의 표면과 고형

분을 걸러낸 paste부분의 주사전자현미경사진이다. 물로 

끓인 멥쌀죽(NWR)의 경우 죽이 되면 전분이 호화되면서 

수용성 전분 성분이 빠져나가 호화된 쌀 입자 내부에 매

우 큰 공간이 길게 형성된 반면(Fig. 3(a)), 물로 끓인 찹

쌀죽(WR)은 크고 작은 구멍이 여기저기 뚫린 형태를 보

이고 있다(Fig. 4(a)). 이는 멥쌀죽 paste의 점도가 찹쌀의 

점도보다 높은 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쌀의 물리적 특

성과 식미와의 상관을 비교한 연구(Kim YD 등 2005, Choi 
HC 등 1997)에서 취반직후 밥알의 미세구조에서 식미치

가 높은 품종의 미세구조는 망상구조가 비교적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식미치가 낮은 품종의 경우 전분층

이 두꺼우며, 끝이 거칠고, 기공이 다른 품종들에 비해 크

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즉, 호화된 전분구

조가 치밀할수록 식미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

구에서도 멥쌀죽 보다 찹쌀죽 쌀알의 구조가 더 조밀하여 
입안에서의 감촉이 더 좋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멥
쌀죽에서는 닭육수와 인삼, 닭고기가 첨가됨에 따라 처

음의 밥알(Fig. 3)과 죽 paste(Fig. 5)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길고 컸던 구멍들이 작고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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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 6.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of waxy rice paste: (a) WR, (b) WRS, (c) WRG, (d) WRM, (e) WRV.

근 형태로 바뀌었으며, 이와 같은 형태의 변화가 죽의 점

도와 입안에서의 느낌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찹쌀죽의 경우 물로 끓였을 때 밥알의 표면

(Fig. 4)과 죽 paste(Fig. 6)는 매우 매끄러워 보였으나, 닭
육수, 인삼, 닭고기, 채소 등이 첨가됨에 따라 매끄럽고 

부드러운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죽을 
먹을 때에는 쌀알과 paste가 입안에서 느껴지는 감각적 특

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죽의 물성학적 특징은 쌀알과 

쌀 paste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전

통적인 죽의 제조방법이 다양했던 이유를 뒷받침하기도 

한다.

3. 전분의 가수분해율

인삼닭죽의 전분 가수분해율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2
에 나타내었다. 닭육수로 끓인 멥쌀죽(NWRS)의 전분 가

수분해율(29.41 ± 1.10 mg)이 가장 낮았으며 닭육수와 인

삼, 닭고기, 채소를 넣고 끓인 찹쌀죽(WRV)의 전분 가수

분해율(35.94 ± 0.88 mg)이 가장 높았다. 물로 끓인 멥쌀죽

(NWR)의 전분 가수분해율(31.86 ± 0.85 mg)과 물로 끓인 

찹쌀죽(WR)의 전분 가수분해율(31.25 ± 1.00 mg) 간에 전

분가수분해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닭육수와 인

삼, 닭고기, 채소를 넣고 끓인 멥쌀죽(NWRV)의 전분 가

수분해율(33.19 ± 3.32 mg)과 닭육수와 인삼, 닭고기, 채소

를 넣고 끓인 찹쌀죽(WRV)의 전분 가수분해율(35.94 ± 
0.88 mg)은 유의적으로 차이를 보였다(p < 0.05).
전분의 생체 이용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분의 종

류, 입자의 크기, amylose와 amylopectin의 비율, 입자의 

결정구조, amylose-lipid complex, α-amylase inibitor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Lee YT와 Chang HG 2004), 
정상 곡류 전분에서 지방은 실질적으로 전분의 팽윤을 저

해하여 효소에 대한 민감성을 낮아지게 할 수 있으나 충

분한 수분이 존재할 때는 amylose-lipid complex가 쉽게 

붕괴되어 호화가 일어나(Derycke V 등 2005) 이러한 영향

을 덜 받게 된다. 실험 결과 닭육수와 인삼, 닭고기, 채소

를 넣고 끓인 찹쌀죽(WRV)은 물로 끓인 쌀죽(NWR, WR)
보다 전분 가수분해율이 높았으며, 이는 인체에서 빠르

게 흡수되어 혈당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노인, 수험생 간

Table 2. Degree of starch hydrolysis and protein digestibility 
of ginseng-chicken meat porridge

Degree of starch 
Hydrolysis(mg maltose)

Protein 
digestibility(%)

NWR
NWRS
NWRG
NWRM
NWRV

31.86 ± 0.85d

29.41 ± 1.10f

30.52 ± 0.45e

34.08 ± 2.28bc

33.19 ± 3.32c

82.10 ± 0.18c

77.76 ± 0.34h

81.82 ± 0.34d

78.33 ± 0.43g

79.97 ± 0.39f

WR
WRS
WRG
WRM
WRV

31.25 ± 1.00de

31.70 ± 0.37d

31.08 ± 1.24de

34.87 ± 0.95b

35.94 ± 0.88a

82.95 ± 0.34a

78.27 ± 0.18g

82.03 ± 0.47c

82.33 ± 0.49b

80.30 ± 0.18e

Abbreviation is as same as shown in Table 1
a-h

Means with the same letters in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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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병후 회복식, 아침식사 대용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단백질 가수분해율(in vitro protein digestibility)

인삼닭죽 재료가 인삼닭죽의 단백질 가수분해율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찹쌀과 멥쌀을 이용하여 
총 10종의 죽을 끓인 후 단백질 가수분해율을 측정한 결

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단백질 가수분해율은 물로 

끓인 찹쌀죽(WR)이 가장 높았지만(82.95 ± 0.34%) 닭육수

로 끓인 죽(WRS)의 경우, 물로 끓인 찹쌀죽(WR) 보다 

가수분해율이 떨어졌다(78.27 ± 0.18%). 하지만 닭육수에 

인삼을 넣으면(WRG) 물로 끓인 죽의 가수분해율 가까이 

회복(82.03 ± 0.47%)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인삼

이 닭 단백질의 가수분해율을 상승시켰다는 Park HY(2006)
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멥쌀죽에서도 비슷한 현상

을 보여, 물로 끓인 멥쌀죽(NWR)의 가수분해율은 82.10 
± 0.18%이었고, 닭육수로 끓인 멥쌀죽(NWRS)의 가수분

해율은 77.76 ± 0.34%로 낮아졌으나, 인삼이 첨가된 경우

(NWRG) 81.82 ± 0.34%로 상승하였다. 닭육수에 인삼과 

닭고기를 넣고 끓인 찹쌀죽(WRM)의 단백질 가수분해율

(82.33 ± 0.49%)은 물로 끓인 찹쌀죽(WR)의 단백질 가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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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율(82.95 ± 0.34%)과 비슷하였으나 닭육수에 인삼과 닭

고기를 넣고 끓인 멥쌀죽(NWRM)의 단백질 가수분해율

(78.33 ± 0.43%)은 물로 끓인 멥쌀죽(NWR)의 단백질 가수

분해율(82.10 ± 0.18%) 보다 매우 낮았다. 한편 닭육수와 

인삼, 닭고기, 채소를 모두 첨가하여 닭죽을 끓인 경우 멥

쌀군(NWRV), 찹쌀군(WRV) 모두에서 물로 끓인 경우 보다 
단백질 가수분해율이 낮았다(79.97 ± 0.39%, 80.30 ± 0.18%).

본 연구의 인삼닭죽의 단백질 가수분해율은 80% 내외

로 우유 단백질 90%와 비교해 볼 때 낮은 결과를 보였

으며, 이는 쌀 단백질의 가수분해율이 낮은 것에 기인한

다. 닭육수로 끓인 죽의 경우 단백질 가수분해율이 오히

려 낮아졌는데, 이는 닭육수의 지방과 전분입자가 효소의 
작용을 저해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닭육수와 인삼을 
함께 넣어 끓인 죽의 경우 가수분해율이 다소 올라갔는

데, 닭육수 중의 수용성 trypsin inhibitor가 인삼 추출물에 
의해 그 기능이 저하되었고(Park HY 2006), 인삼 사포닌

은 친수기와 소수기를 함께 가지고 있어 지방을 분산 시

키는 것(Cho SH 등 2002)도 가수분해율이 다소 증가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Park HY(2006)의 연구에서 인삼을 

넣어 끓인 닭고기의 가수분해율이 87%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 쌀 100 g에 닭고기 70 g과 인삼 20 g을 넣어 끓인 

죽의 가수분해율이 80～82%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가수분해율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쌀 전

분과 닭 단백질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즉,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조가 안

정화되거나 탄수화물에 의한 단백질 gel의 stiffness 증가 

등으로 탄수화물 함량이 많은 인삼닭죽의 단백질 가수분

해율은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Hastings RJ
와 Currall JE 1989).

5. 찹쌀 인삼닭죽의 일반성분 및 구성아미노산 조성

쌀과 닭육수, 인삼, 닭고기, 혼합채소를 모두 넣은 인삼

닭죽 중 찹쌀을 이용한 인삼닭죽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

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찹쌀 인삼닭죽의 수분함량은 

80.98 ± 0.98%이었으며, 인삼닭죽 100 g당 단백질 함량은 

4.04 ± 0.14 g, 지방함량은 0.74 ± 0.14 g으로 나타났으며, 
열량은 78.54 kcal이었다. 흰죽 100 g의 영양성분(한국영

양학회 2005)은 단백질 1.4 g, 지방 0.3 g, 열량 72 kcal 
인것과 비교해 볼 때, 인삼닭죽은 저지방 고단백식품인 

것을 알 수 있다.
찹쌀 인삼닭죽의 구성아미노산 조성을 Table 4에 나타

냈다. 전체적으로 찹쌀 인삼닭죽의 주된 아미노산은 glu-
tamic acid, aspartic acid, tyrosine, lysine, arginine 순으로 

전체아미노산의 40% 이상을 차지하였지만 순수한 닭고

기육 단백질(가슴살) 아미노산 조성(박희영 2006)과 비교

할 때 쌀 단백질의 증가로 glutamic acid가 많아진 반면 

valine, tyrosine, lysine 등은 약간 떨어진 결과를 보였다.

Table 3. Proximate composition and calorie of waxy rice gin-
seng-chicken meat porridge (100g)

Moisture
(%)

Protein
(g)

Lipid
(g)

Ash
(g)

Carbohydrate
(g)

Calorie
(kcal)

80.98±0.98 4.04±0.14 0.74±0.14 0.35±0.02 13.93±0.16 78.54

Table 4. Total amino acid profile of waxy rice ginseng-chic-
ken meat porridge (g/16g N)

Amino acids
Aspartic acid 9.54
Threonine 3.97
Serine 3.71
Glutamic acid 16.31
Proline 4.32
Glycine 5.31
Alanine 5.88
Valine 5.88
Isoleucine 5.26
Leucine 7.85
Tyrosine 3.85
Phenylalanine 4.37
Histidine 4.65
Lysine 7.19
Arginine 6.75
Methionine 2.20
Cystein 1.45
Tryptophan 1.21
Ammonia 1.30
Sum 100.98

IV. 요약 및 결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음식에 몸에 좋은 약재

나 새로운 재료를 첨가하는 약선식품, 퓨전요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전통 약선 음식을 현대인의 생

활양식과 입맛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배합 비

율 등의 조리법과 식품재료 상호작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인삼닭죽 재료에 따른 식품학적 특징을 측정하기 위하

여 10가지의 실험용 죽을 끓이고, 이에 대한 점도와 퍼짐

성을 측정한 결과, 멥쌀죽의 점도는 1317 ± 156 cp로 찹쌀

죽의 점도(556 ± 74 cp)보다 매우 높았다. 닭육수로 끓인 

죽의 즙의 경우 멥쌀은 1104 ± 250 cp로 점도가 낮아졌으

며 닭육수와 인삼에 닭을 첨가하여 죽을 끓인 경우는 찹

쌀과 멥쌀 모두에서 점도가 떨어져 찹쌀군과 멥쌀군 간

에 점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퍼짐성은 멥쌀죽

이 6.5 ± 0.35 cm로 가장 적었으며, 이는 점도측정 결과와 
일치하였다. 죽의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과 찹쌀죽과 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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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죽의 입자와 paste모두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

다. 멥쌀죽의 경우 수용성 전분이 다량 빠져나가 입자의 

표면이 거칠어진 모습을 보인 반면, 찹쌀의 경우는 비교

적 쌀입자의 형태를 잘 유지하며 매끄러운 모습을 보여 

이러한 입자의 차이가 입안에서의 감촉과 연결되어 찹쌀

과 멥쌀의 기호도 차이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죽에 닭육수와 인삼, 닭고기, 채소가 첨가

됨에 따라 죽입자와 paste의 본래 형태가 많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어 재료가 첨가됨에 따라 찹쌀과 멥쌀의 점

도와 퍼짐성 등 물리적 특성간의 차이가 없어지는 점을 

뒷받침 하였다. 재료의 배합비율에 따른 단백질 가수분해

율 측정 결과 인삼의 첨가로 인하여 단백질 가수분해율은 
약간 증가하나, 인삼닭죽의 가수분해율은 닭고기와 쌀전

분 각각의 단백질 가수분해율 보다 낮아지는 결과를 나

타냈으며, 탄수화물 가수분해율은 닭고기와 채소가 첨가

됨에 따라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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