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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버섯과 흑미를 첨가한 즉석죽의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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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instant gruel containing ear mushroom and black 
rice with the goal of improving the added value and increasing the consumption of ear mushroom. To make ear mushroom 
instant gruel using the puffing technique, the proportion of white rice to black rice and the amounts of dried ear mushroom 
added ranged from 75~100% : 25~0% and 0~4%, respectively. Based on rapid visco analysis (RVA) of gruel powder, peak 
viscosity, holding strength, final viscosity and set back increased as we increased the proportion of dried ear mushroom 
and decreased that of black rice. The gruel made of 80% white rice : 20% black rice and 3% dried ear mushroom contained 
18.53 μg/100 g vitamin D2, 3.73 g/100 g dietary fiber and is therefore expected to improve bone health and bowel movement. 
Also, the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or this gruel was 56.7%, which indicates high antioxidant activity. In 
contrast, using 100% white rice or 75% white rice : 25% black rice adversely affected the taste and flavor of the gr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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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참고문헌상으로 죽에 관한 기록은 16세기 증보산림경제의 

흰죽에서 최초로 찾아볼 수 있으며, 이후 고사십이집에서도 

흰죽 쑤는 법이 소개되었고, 서국미는 수문사설, 소주원미죽

은 시의방에 소개되었다(Lee & Jurn 2000). 또한 19세기 임원

십육지에는 5종의 죽 조리법과 20세기 무쌍신식요리제법에

는 죽, 암죽, 미음 등이 모두 기록되어 수세기를 걸쳐 조리법

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다(Lee & Jurn 2000). 
청소년과 성인들이 생각하는 죽의 용도는 별미식(32.9~39.4%)

이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치료식(24.5~27.3%), 
식사 대용(18.7~20.8%), 보양식(5.5~12.4%), 다이어트식(3.4~5.0%) 

순이며, 간식(30.6%)이나 아침 식사 대용(29.6%)으로 먹는 경

우도 많다(June 등 1999; Nam 등 2009). 최근 죽 전문점이 늘

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정에서 직접 조리하는 경우가 가

장 많고(52.0%), 전문죽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26.4%, 가공식

품으로 섭취하는 경우는 3.4%로 매우 낮은 편이다(Nam 등 

2009). 그러나 웰빙, 미용, 다이어트 등 자연건강식에 대한 소

비자의 욕구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죽에 대한 관심

과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가정에서는 물론, 외식시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간편하고 다양하며 영양가 높은 

죽의 개발 및 대중화가 필요하다(Nam 등 2009).
버섯은 영양가 높은 식품원료인데 목이버섯 3품종의 영양

성분을 분석한 결과, 흑목이는 전체 유기산과 아미노산 함량



Vol. 28, No. 3(2015) 목이버섯과 흑미 첨가 즉석죽의 품질 특성 429

이 가장 많고, 유기산과 아미노산 성분 중 citric acid와 gluta-
mic acid, asparagine 함량 또한 가장 높아 천연 조미재료로 가

능성이 제시된 바 있으며, 식이섬유는 59.13%, β-glucan도 8.29% 
함유되어 있다(Kim 등 2012b). 또한 HPLC를 이용하여 표고

(동고, 화고), 팽이, 양송이, 목이, 석이, 운지, 영지버섯에 존

재하는 비타민 D2와 D3를 측정한 결과, 목이버섯은 비타민 

D2와 D3를 1.67 μg/100 g으로 가장 많이 함유하였으며, 양송이 

버섯은 7.2 μg/100 g으로 가장 낮은 함량을 보였다(Lee 등 1997). 
이러한 목이버섯의 비타민 D2 함량은 문헌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Kim 등 2012b), 건조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진다(Choi 
등 2014). 비타민 D는 식약처에서 기능성 원료로 고시되어 있

는 주요한 영양소로 인체 내에서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

하는데 필요하며, 뼈의 형성과 유지에 관여하고, 골다공증 발

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하며, 1일 충분섭취량은 

50세 이하의 성인은 5 μg, 15세 이하의 어린이와 50세 이상은 

10 μg으로 규정되어 있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5). 
또한 식이섬유가 45% 이상 함유되어 있는 목이버섯 건조분

말은 현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고시되어 배변활동

을 원활히 하는 기능성이 인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목이버섯

은 중년 여성의 혈청 총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및 중

성지방을 감소시켜 비만을 개선시키며(Han 등 2012b), 열수 

추출액은 Sarcoma 180(육종)에 항암 효과가 있고(Lee 등 1981), 
동결 건조된 유산균 배양 상징액, 난황 황체(IgY)와 복합처리 

시 Helicobacter pylori를 제어하기도 한다(Yoo 등 2013). 
하지만 목이버섯을 이용한 가공제품 연구는 현재까지 거

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목이버섯 재배가 가

능해져 ‘13년 재배면적이 198톤으로 급증함에 따라 부가가치 

향상과 소비량 확대를 위한 가공제품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목이버섯의 수요 창출을 위

해 팽화기술을 접목하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죽을 제

조한 후 품질 특성과 영양성분 및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품질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및 즉석죽 분말 제조
실험에 사용된 목이버섯은 ㈜올자란에서 건목이버섯 형태

로, 흑미(신농흑찰)와 백미(신동진)는 유기농 재배 생산농가

에서 직접 구매하였다. 건목이버섯은 분쇄기(HMF-3160S, Hanil 
Electric., Seoul, Korea)를 이용하여 테일러 표준체 기준 10~50 
mesh로 거칠게 갈아서 사용하였다. 백미와 흑미의 혼합비율

은 75~100%와 25~0%로 하였는데, 선행 연구를 통해 관능이 

우수하였던 백미 80%와 흑미 20% 혼합구는 원료 중량의 0~4%
의 건목이버섯을 처리하였고, 백미 100%와 백미 75%와 흑미 

20% 혼합구는 건목이버섯을 3%만 처리하였다. 소금은 원료 

전체 중량의 0.5% 농도가 되도록 준비하고, 소금 중량의 약 

10배 정도의 물에 녹여 재료와 충분히 혼합시켰다. 혼합된 재

료는 얇게 펴서 25℃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건조된 재

료를 팽화한 후 분쇄하였는데 팽화를 위해 팽화기(SYP 2575, 
Shinyoung Mechanics Co., Bucheon, Korea)를 사용하여 245℃, 
150 kg/cm2 압을 가해 3초 동안 진행하고, 대형분쇄기(HKL-1200, 
Korea Pulverizing Machinery Co. Ltd., Incheon, Korea)로 분쇄

하여 분말 형태의 즉석죽을 완성하였다. 

2. 즉석죽 분말의 호화도 및 색도 측정
분말의 호화도 측정을 위해 최고점도, 유지강도, 최종점도, 

호화개시온도와 호화 온도를 raped viscosity analyzer(RVA-4, 
Newport Scientific, Warriewood, Australia)로 측정하고, 강하점

도는 최고점도에서 유지강도를 제한 값으로, 노화점도는 최

종점도에서 유지강도를 제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분석은 교

반속도를 160 rpm으로 유지하고, 온도조건은 1분 후 50℃, 4
분 50초에 95℃까지 상승시켰다가 7분 20초까지 유지, 11분 

10초에 50℃로 낮춰 진행하였다. 색도 변화를 알아보고자 건

조된 시료를 분쇄하여 450 μm 이하 체로 정선한 후 색차계

(Minolta Spectrophotometer CM-3500d, Minolta Co.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 적색도(a), 황색도(b)를 측정하였

다. 이 때 사용된 calibration plate의 L값은 91.93, a값은 0.11, 
b값은 0.21이었다.

3. 즉석죽분말의비타민 D2, 식이섬유함량및열량분석
비타민 D2 함량 분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Mini-

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4)에 따라 수행하였다. 즉, 시
료 0.25 g을 물 3 mL로 충분히 녹인 후, 피로갈롤 1 g을 에탄

올 10 mL에 녹인 용액 40 mL를 가하여 약하게 진탕 혼합한 

후 90% 수산화칼륨 용액 10 mL를 가하고, 환류냉각관을 부

착하여 비등수욕 중에서 60분간 가열하여 비누화하였다. 즉
시 실온으로 냉각하고 갈색 분액깔대기로 옮긴 후, 헥산 50 
mL를 가하여 10분간 강하게 진탕 혼합하였다. 침전이 생기

면 이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방치하여 헥산층을 새로운 분액

깔대기로 옮긴 후 남은 잔여물에 헥산 50 mL로 2회 더 반복

하여 추출하였다. 모은 헥산층 150 mL에 1 N 수산화칼륨 용

액 100 mL를 가하여 15초간 강하게 진탕한 후 이를 방치하여 

분리하고 혼탁한 물층을 버리고, 헥산층에 0.5 N 수산화칼륨 

용액 40 mL를 가하여 진탕한 후 물층을 다시 제거하였다. 헥
산층을 세척하여 세척액이 페놀프탈레인 시액으로 알칼리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때까지 수회 세척하였는데, 세척 시 매

회 15초간 격렬하게 진탕하였다. 수세한 헥산층을 무수황산

나트륨으로 탈수하여 갈색 플라스크로 옮기고, 무수황산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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륨을 헥산 10 mL로 2회 세척한 후 탈수한 헥산용매와 합하고, 
이를 40℃ 이하에서 감압농축하였다. 잔류물에 메탄올 2 mL
를 가하여 녹여 이를 멤브레인 필터(PTFE 0.45 μm)로 여과하

여 HPLC로 분석하였다. 이 때 사용된 전처리 column은 Luna 
C8(4.6 mm×150 mm, 5 μm)(Phenomenex, Torrance, CA), 농축 

column은 Kinetex C18(2.1 mm×50 mm, 5 μm)(Phenomenex), 분
석 column은 Synergi Hydro-RP C18(4.6 mm×250 mm, 5 μm) 
(Phenomenex)이었다. 전처리 column 이동상은 메탄올:아세토

니트릴=10:90(v/v), 유속은 0.5 mL/min이었으며, 분석 column 
이동상은 증류수:메탄올=2:98(v/v), 유속은 0.5 mL/min이었고, 
UV 검출기로 264 nm에서 분석하였다. 주입량은 200 μL이고, 
column 온도는 40℃로 유지하였다. 표준물질인 비타민 D2(Sigma- 
Aldrich Co., St. Louis, MO, USA)는 메탄올에 녹여 사용하였

으며, 처리 당 3반복으로 분석하였다. 
식이섬유 분석은 AOAC(1995)에 따라 시료를 α-amylase, 

protease, amyloglucosidase로 반응시켜 전분과 단백질을 제거

하였으며, 여과 후 잔사를 불용성 식이섬유로 측정하고, 여과

액에 에탄올을 가하여 침전물을 수용성 식이섬유로 분리하

여 이를 105℃에서 건조하여 무게를 측정하고, 단백질과 회

분 함량을 빼어 환산하였다.
열량은 열량측정기(6400 calorimeter, PARR Instrument Com-

pany, Moline,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분말 100 
g당 주요 성분인 비타민 D2, 식이섬유 함량 및 열량을 조사한 

후 즉석죽 한 컵 분량인 17 g에 함유되어 있는 양으로도 환산

하여 표시하였다. 

4. 즉석죽 분말의 DPPH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
즉석죽의 항산화성을 알아보고자 100 mL 메탄올에 분말 

1 g을 넣어 1시간 동안 초음파 추출을 한 후 시료로 사용하였

다. 2,2-Diphenyl-1-picrylhydrazyl(DPPH) free radical 소거능 검

정을 위해 시료와 대조구인 메탄올을 microplate well에 250 
μL씩 넣고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0.1 mM 
DPPH(Sigma-Aldrich Co., St. Louis, USA) 50 μL를 넣고 실온

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microplate 
reader(PowerWave XS2, Biotek Instruments, Winooski, USA)로 

측정하였다. DPPH를 넣기 전․후 시료의 흡광도 변화값을 메

탄올의 흡광도 변화값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환산하여 DPPH 
free radical 소거능으로 표시하였다. 이 때 인공항산화제인 

butylated hydroxyanisole(BHA)(Sigma-Aldrich Co., St. Louis, USA)
도 같이 처리하여 3반복으로 검정하였다.

5. 즉석죽의 점도 측정
즉석죽 분말 17 g에 끓는 물 180 mL를 부어 균질화하여 

5분이 경과된 후 점도계(DV-Ⅱ+pro viscometer, Brookfield En-

gineering, Middleboro, USA)를 사용하여 점도를 측정하였다. 분
석을 위해 spindle No.는  LV-4로, speed는 20 rpm으로 하였다.

6. 관능검사
관능검사를 위해 15명의 숙련된 요원(25~35세, 여자)을 선

정한 후 실험목적과 평가항목을 설명하고, 20회 이상 예비 훈

련과정을 거쳐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즉석죽 17 g에 끓는 

물 180 mL를 부은 후 5분 동안 방냉하고 7개의 시료를 임의

로 배치하여 폴리에틸렌 1회용 컵에 제공하고 5점 척도법으

로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5점은 매우 좋음, 4점은 좋음, 3점은 

보통, 2점은 나쁨, 1점은 매우 나쁨으로 설정하였다. 다른 시

료를 검사하기 이전에 입에 남아있는 여분의 시료를 물로 깨

끗이 헹궈내고 다음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때 평가항

목은 색, 맛, 향, 조직감, 전반적인 기호도였다.

7. 통계 처리
본 연구 결과의 자료 분석은 SAS 프로그램(SAS 9.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처리간의 차이 유무를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tion)로 분석한 뒤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

하였으며, 유의차를 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즉석죽 분말의 색도
목이버섯 즉석죽 분말의 색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쌀 혼합비율에 따라 색도변화가 관찰되었는데, 백미에 

첨가되는 흑미량이 많아지면 전반적으로 L값(명도)과 b값(황
색도)은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고, a값(적색도)은 유의성은 없

었으나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흑미를 첨가한 식빵과 유

색 설기떡에서도 L값과 b값에 대해 동일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Cho MZ 2001; Im & Lee 2010), 특히 이들 실험에서

는 흑미 첨가량의 범위가 넓게 처리되어 a값에서 유의성이 

나타났다. 또한 백미 80%와 흑미 20% 첨가구에서 건목이버

섯 첨가량에 따른 색도를 비교하였을 때 L값과 b값은 낮아졌

으며, a값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

성은 b값에서만 나타났다. 

2. 즉석죽 분말의 호화도
쌀 혼합비율과 건목이버섯 첨가량에 따른 즉석죽의 호화

도를 알아보고자 팽화 후 분쇄된 분말로 호화도를 측정한 결

과(Table 2), 호화개시시간과 호화온도는 처리간 큰 차이가 없

었으나, 최고점도 등을 포함한 호화도에서는 많은 변화를 보

였다. 즉석죽 분말의 건목이버섯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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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lor value of ear mushroom instant gruel powder by the proportion of white rice to black rice and the 
added amounts of dried ear mushroom 

The proportion of 
white rice to black rice

(%)

The added amounts of 
dried ear mushroom

(%)

Hunter’s color value

L a b

100 : 0 3 83.65 ± 1.03a1) 0.21 ± 0.09a 5.64 ± 0.10a

80 : 20

0 80.34 ± 1.21b 0.22 ± 0.06a 4.12 ± 0.05b

1 80.54 ± 0.43b 0.23 ± 0.12a 4.14 ± 0.03b

2 79.86 ± 0.68b 0.24 ± 0.13a 4.23 ± 0.09b

3 79.16 ± 0.66b 0.32 ± 0.10a 4.13 ± 0.01b

4 78.42 ± 0.42b 0.32 ± 0.09a 3.82 ± 0.04c

75 : 25 3 78.73 ± 0.47b 0.36 ± 0.09a 3.78 ± 0.12c

1) Each mean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RVA (rapid visco analysis) of ear mushroom instant gruel powder by the proportion of white rice to black rice 
and the added mounts of dried ear mushroom  

The proportion 
of white rice 
to black rice

(%)

The added 
amounts of dried 
ear mushroom

(%)

Peak 
time
(min)

Pasting 
temp.
(℃)

Viscosity (RVU)

Peak 
viscosity

Holding 
strength

Break 
down

Final 
viscosity

Set
back

100 : 0 3 6.9 ± 0.1a1) 63.8 ± 0.3a 154.1 ± 11.3a 153.9 ± 11.4a  0.2 ± 0.1a 216.4 ±  9.7a 62.3 ± 1.7a

80 : 20

0 7.0 ± 0.1a 63.2 ± 0.1a 110.4 ±  9.2c 110.6 ±  9.4c －0.2 ± 0.3ab 143.2 ±  7.8c 32.8 ± 1.5c

1 6.9 ± 0.1a 63.3 ± 0.2a 125.7 ± 10.9bc 125.8 ± 10.9bc－0.1 ± 0.2ab 163.5 ± 13.6bc 37.8 ± 3.5bc

2 7.0 ± 0.0a 63.7 ± 0.2a 128.8 ±  6.5b 128.9 ±  6.6b －0.1 ± 0.1ab 175.5 ±  7.2b 46.7 ± 5.6b

3 7.0 ± 0.1a 63.8 ± 0.1a 140.2 ±  9.5ab 140.8 ±  9.7ab －0.6 ± 0.2bc 200.5 ± 14.9a 60.3 ± 8.7a

4 7.0 ± 0.1a 63.4 ± 0.3a 147.0 ±  7.2a 147.9 ±  7.6a －0.9 ± 0.6c 213.6 ± 15.2a 66.6 ± 8.0a

75 : 25 3 7.0 ± 0.1a 63.7 ± 0.2a 129.8 ±  9.0b 130.4 ±  9.5b －0.6 ± 0.6bc 177.9 ± 15.7b 48.1 ± 7.0b

1) Each mean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첨가량이 감소할수록 최고점도와 유지강도, 강하점도, 최종

점도, 노화점도가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최고점도는 전분입

자가 붕괴되기 전 최대 팽윤력으로(Jung JH 2002) 소맥분으

로 만든 국수의 경우 최고점도는 전체적인 기호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Lee 등 1987), 건목이버섯 첨가량이 0~4% 
증가했을 때 110.4 RVU에서 147.0 RVU로 36.6 RVU 증가하

고, 흑미량을 0~25% 증가했을 때 154.1 RVU에서 129.8 RVU
로 24.3 RVU가 감소하여 건목이버섯 첨가량이 높고, 흑미 첨

가량이 감소할수록 즉석죽의 기호도가 양호할 것으로 추정

되었다. 최고점도에 이른 후 계속 교반시 나타나는 유지강도 

역시 최고점도와 거의 비슷한 값을 보였다. 호화된 전분의 안

정성을 나타내는 강하점도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이 －0.9~0.2 
RVU로 안정화 양상은 비슷하였다. 최종점도는 최고점도, 유
지강도보다는 높았지만 경향은 비슷하였다. 그렇지만 노화점

도는 목이버섯 첨가량 증가에 따라 33.8 RVU 증가하여 노화

가 촉진되었고, 흑미 첨가량 증가에 따라 14.2 RVU 낮아져 

노화가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과 달리 동아즙 첨가 국수 제조를 위해 동아즙을 

100%까지 첨가한 밀가루 현탁액의 호화도를 조사한 결과, 동
아즙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RVU는 증가하였고, 치반 점도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는데(Hong 등 2004), 다른 보고에서도 

호화도가 원료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언급된 바 있다

(Hwang & Kang 2013).
Han 등(2012a)은 백미(신동진), 흑미(흑진주), 현미, 찹쌀 

등 7종의 곡류 호화도를 조사하였는데, 찹쌀의 노화 점도가 

가장 낮아(－6.75) 안정도를 보인 반면, 흑미는 64.05 RVU, 현
미는 39.44 RVU로 높아 취반 후 노화에 대한 안정도가 낮았

으며, 백미에 혼합하는 흑미의 첨가량이 높아질수록 노화점

도 역시 높아져 노화가 촉진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보고는 본 

실험과 다소 다른 결과로 식미 향상을 위해 본 실험에서 찰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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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즉석죽 분말의 비타민 D2, 식이섬유 함량 및 열량
목이버섯 즉석죽의 영양성분, 식이섬유, 열량에 대한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본 실험에 사용된 건목이버섯의 비타민 

D2 함량은 625 μg/100 g이었다.
건목이버섯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목이버섯 즉석죽은 비타

민 D2와 식이섬유 함량이 높았다. 건목이버섯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두 성분 모두 증가하였는데, 백미 80%와 흑미 20% 처
리구의 건목이버섯 무첨가구는 비타민 D2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식이섬유는 2.46 g/100 g이 함유되어 있었다. 건목이

버섯 4% 첨가구에서 비타민 D2는 27.16 μg/100 g으로, 식이섬

유 역시 4.01 g/100 g으로 각각 27.16 μg과 1.55 g이 증가하였

다. 건목이버섯 3%가 첨가된  백미 100% 처리구에서는 백미 

80%와 흑미 20% 처리구에 비해 비타민 D2 함량이 6.99 μg 
감소하였으며, 식이섬유 역시 1.11 g 감소하였다. 비타민 D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성 원료로 등록되어 있는데, 햇빛 

노출이 부족한 현대를 살고 있는 노인, 여성, 청소년에서 결

핍 증상이 많이 나타나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현상이다(Bischoff-Ferrari HA 2007; Pettifor JM 2007). 특히 한

국인의 체내 비타민 D3 농도는 남성은 34.2%, 여성은 22.4%
만이 정상이고, 그 외는 부족 내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비타민 D 부족 증상이 심각한 상황

이고,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36.4~57.9%가 결핍상태이다(Jung 
IK 2013).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인위적으로 비타민 D가 첨가

된 식품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alvo & Whiting 2013).
건목이버섯의 식이섬유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성 

원료로 등록되어 있는데, 주요 기능으로는 배변활동 원활과 

혈당 상승 억제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목이버섯은 훌

Table 3.  The vitamin D2 and dietary fiber content of ear mushroom instant gruel by the proportion of white rice to black 
rice and the added amounts of dried ear mushroom 

The proportion 
of white rice 
to black rice

(%)

The added 
amounts of dried 
ear mushroom

(%)

Vitamin D2 Dietary fiber Calorie

(μg/100 g) (μg/17 g)1) (g/100 g) (g/17 g) (kcal/100 g) (kcal/17 g)

100 : 0 3 11.54 ± 1.47c2) 1.96 ± 0.25c 2.62 ± 0.42b 0.45 ± 0.07b 384.8 ± 2.3c 65.4 ± 0.4c

80 : 20

0  0.00 ± 0.00e 0.00 ± 0.00e 2.46 ± 0.31b 0.42 ± 0.05b 393.1 ± 0.9a 66.8 ± 0.1a

1  6.35 ± 0.91d 1.08 ± 0.15d 2.86 ± 0.38b 0.49 ± 0.06b 392.9 ± 2.9a 66.8 ± 0.5a

2 12.59 ± 1.22c 2.14 ± 0.21c 3.25 ± 0.59ab 0.55 ± 0.10ab 389.7 ± 2.5ab 66.2 ± 0.4ab

3 18.53 ± 0.58b 3.15 ± 0.10b 3.73 ± 0.37a 0.63 ± 0.06a 388.2 ± 0.9bc 66.0 ± 0.2bc

4 27.16 ± 0.61a 4.62 ± 0.10a 4.01 ± 0.47a 0.68 ± 0.08a 388.4 ± 1.9bc 66.0 ± 0.3bc

75 : 25 3 19.07 ± 0.80b 3.24 ± 0.14b 3.72 ± 0.35a 0.63 ± 0.06a 390.8 ± 2.7ab 66.4 ± 0.5ab

1) One cup of instant gruel
2) Each mean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륭한 식품 원료이며 식감 또한 좋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즉

석죽은 실버대상 제품으로 아주 훌륭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백미 80%와 흑미 20%를 혼합하고, 건목이버섯 3%
를 첨가하여 만든 즉석죽 한 컵은 비타민 D2는 3.15 μg/17 g, 식
이섬유 역시 0.63 g/17 g이 함유되어 있었다. 특히 비타민 D
는 뼈 건강에 관련된 기능물질로서 50세 이하 성인 1일 충분 섭

취량이 5 μg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규정되어 있으며(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5), 건조버섯 3% 첨가된 죽 한 

컵은 비타민 D 하루 섭취량의 약 63%를 공급할 수 있다. 
즉석죽의 열량을 조사한 결과, 목이버섯 첨가량이 많아질

수록 열량이 감소하여 백미 80%와 흑미 20%의 건목이버섯 

무첨가구는 393.1 kcal/100 g이었으나, 4% 첨가구는 388.4 kcal/ 
100 g으로 4.7 kcal가 감소하였다. 동일한 목이버섯 3% 첨가

구에서는 흑미 0% 첨가구에서 384.8 kcal/100 g이었으나, 25% 
첨가구는 390.8 kcal/100 g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4. 즉석죽 분말의 DPPH free radical 소거능
실버대상 제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풍미 증진과 함께 

노화 억제기능 강화도 필요하여 흑미 0, 20, 25%를 첨가하고, 
DPPH free radical 소거능으로 항산화성을 조사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본 실험에서 대조구로 사용된 BHA 2 mg/L의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은 45.6%를 보였다. 흑미가 전혀 첨가되지 

않은 백미 100% 처리구에서는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이 

28.7%로 낮았으며, 흑미 20% 첨가구에서는 52.9~56.9%로 나타

났다. 더 많은 흑미가 첨가된 백미 75%와 흑미 25% 처리구에

서는 61.5%를 보여 흑미 첨가량 증가에 따라 DPPH free radical 
소거능도 증가하여 항산화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여러 종류의 특수미 가운데 흑미는 polyphenol 444.38 mg/ 
100 g, vitamin E 0.79 mg/100 g, phytic acid 130.92 mg/1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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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cavenging activity of DPPH free radical of 
ear mushroom instant gruel by the proportion of white rice 
to black rice and the added amounts of dried ear mushroom. 
Different letters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ymbols: WR100D3, 100% 
white rice added with 3% dried-ear mushroom; WR80D0, 
80% white rice and 20% black rice; WR80D1, 80% white 
rice and 20% black rice added with 1% dried-ear mushroom; 
WR80D2, 80% white rice and 20% black rice added with 
2% dried-ear mushroom; WR80D3, 80% white rice and 20% 
black rice added with 3% dried-ear mushroom; WR80D4, 
80% white rice and 20% black rice added with 4% dried- 
ear mushroom; WR75D3, 75% white rice and 25% black 
rice added with 3% dried-ear mushroom 

anthocyanin 146.90 mg/100 g을 함유하고 있으며(Seo 등 2008), 
가장 강한 DPPH(IC50=90.04 μg/mL), superoxide(IC50=1,992.92 
μg/mL) 및 hydroxyl(IC50=420.73 μg/mL) radical 소거능을 보여 

항산화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Kim 등 2008). 특히 흑미

(흑진주벼)의 anthocyanin은 수용성 색소인 flavonoid의 대표 

색소로 95%가 cyanidin 3-O-glucose이고, 나머지 5%는 peonidin 
3-O-glucoside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 g/mL의 anthocyanin 추
출물은 DPPH free radical 소거능 55.2%, superoxide free radical 
소거능 54.96%, 과산화수소 72.67% 제거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된 바 있다(Park 등 2008). 따라서 본 실험 결과, 건목이버섯

과 흑미를 팽화시켜 만든 목이버섯 즉석죽은 비타민 D2 공급

과 함께 항산화성 향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었다.

5. 즉석죽의 점도
즉석죽의 점도를 조사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건목이버섯 

함량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하여 흑미 20% 첨가구의 건

목이버섯 무첨가구는 4,559.1 cP이었는데, 4%에서는 1,004.8 
cP를 보였다. 또한 흑미량이 증가할수록 즉석죽의 점도가 떨

어졌으나, 변화의 폭은 작아 흑미 무첨가구에서 1,977.1 cP인
데 비해, 25% 첨가구는 1,124.8 cP를 보였다. 흑미 첨가에 따

른 가공제품의 점도 변화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었으나, 딸
기를 0~45% 첨가한 당화 딸기죽의 점도는 첨가량 증가에 따

라 낮아졌으며(Kim 등 2012a), 파래 분말을 첨가한 죽은 반대

Fig. 2. The viscosity of ear mushroom instant gruel by 
the proportion of white rice to black rice and the added 
amounts of dried ear mushroom. These values are means 
± S.D. Different letters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ymbols: WR100D3, 
100% white rice added with 3% dried-ear mushroom; WR80D0, 
80% white rice and 20% black rice; WR80D1, 80% white 
rice and 20% black rice added with 1% dried-ear mushroom; 
WR80D2, 80% white rice and 20% black rice added with 
2% dried-ear mushroom; WR80D3, 80% white rice and 20% 
black rice added with 3% dried-ear mushroom; WR80D4, 
80% white rice and 20% black rice added with 4% dried-ear 
mushroom; WR75D3, 75% white rice and 25% black rice 
added with 3% dried-ear mushroom

로 높아졌는데(Lee 등 2010), 이러한 원인은 재료가 갖는 고

유의 특성 때문으로 추측된다. 

6. 즉석죽의 관능
즉석죽의 관능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목이버섯

이 첨가되면 일반적으로 색, 맛, 향, 조직감, 기호도가 증가하

였는데, 가장 좋은 관능을 보인 처리구는 백미 80%와 흑미 

20%를 혼합하고, 건목이버섯 3%가 첨가된 구로 나타났다. 
또한 쌀 혼합비율에서 흑미가 첨가되지 않거나 20%를 초과

할 경우, 색과 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관능이 떨어졌다. 
그러나 최고점도와 전체적인 기호도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

였던 국수(Lee 등 1987)와는 달리 목이버섯 즉석죽의 기호도

는 최고점도와 연관성이 없었다.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목이버섯의 부

가가치 향상과 소비량 확대를 위해 팽화기술을 접목한 목이

버섯 즉석죽을 제조하고, 품질특성을 조사하여 실버층에 쉽

게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백미와 흑미를 

75~100%와 25~0%로 혼합한 후 비타민 D2와 식이섬유 함량

이 높은 건목이버섯을 0~4%로 첨가하여 호화도, 영양성분, 
항산화성 및 관능 등을 조사하였다. 즉석죽 분말의 호화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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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sensory properties of ear mushroom instant gruel by the proportion of white rice to black rice and the added 
amounts of dried ear mushroom

The proportion 
of white rice 
to black rice

(%)

The added 
amounts of dried 

ear mushroom
(%)

Color Taste Flavor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100 : 0 3 2.5 ± 0.41)b2) 2.0 ± 0.4c 3.8 ±0.3a 3.5 ±0.3bc 2.5 ±0.4c

80 : 20

0 3.2 ± 0.2a 3.5 ± 0.4b 3.5 ±0.2ab 3.0 ±0.4c 3.0 ±0.4bc

1 3.4 ± 0.4a 3.7 ± 0.6ab 3.6 ±0.2ab 3.5 ±0.3bc 3.6 ±0.5ab

2 3.3 ± 0.3a 3.9 ± 0.3ab 3.5 ±0.1ab 3.8 ±0.3ab 4.1 ±0.5a

3 3.3 ± 0.5a 4.4 ± 0.4a 3.4 ±0.2ab 4.2 ±0.4a 4.3 ±0.5a

4 3.0 ± 0.3ab 4.2 ± 0.3ab 3.5 ±0.2ab 4.0 ±0.4ab 3.5 ±0.4ab

75 : 25 3 2.8 ± 0.2ab 4.0 ± 0.4ab 3.2 ±0.2b 4.0 ±0.3ab 3.9 ±0.4a

1) Estimated by 5 point scale, where 5, excellent; 4, good; 3, moderate and acceptable; 2, poor; 1, very poor and unacceptable
2) Each mean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건목이버섯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흑미 첨가량이 감소할수록 

최고점도와 유지강도, 강하점도, 최종점도, 노화점도가 증가

하는 경향이었다. 백미 80%와 흑미 20%를 혼합한 후 건목이

버섯 3%를 첨가한 즉석죽은 비타민 D2 18.53 μg/100 g, 식이

섬유 3.73 g/100 g이 함유되어 있어 뼈의 형성과 유지와 배변 

활동 촉진 효과가 기대되었다. 또한 DPPH free radical 소거능

도 56.79%로 나타나, 항산화성이 높아 실버층의 건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실험 결과, 목이버섯은 기능성 가

공제품 개발의 소재로서 사용가치가 매우 높아 실버층뿐 아

니라, 다양한 연령층에 적합한 가공제품 생산에 응용가능하

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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