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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ntioxidant capabilities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instant porridge 
made of foxtail millet (Setaria italica Beauv.) from different varieties with different endosperm characteristics and processing 
using different methods. The two foxtail millet varieties used in this study were waxy foxtail millet, ‘Samdachal’, and 
non-waxy foxtail millet, ‘Samdame’. The means of processing food to create instant porridge were dry cereal frying, wet 
cereal frying, freeze drying after steaming, popping, and no treatment. The WAI (water absorption index) of instant porridge 
made of waxy foxtail millet was higher than that of non-waxy foxtail millet, and popping created the highest WAI among 
the treatments tested. Whean we analyzed RVA characteristics of non-waxy foxtail millet instant porridge, peak viscosity 
and setback values were decreased in all processed foxtail millet instant porridge compared to non-waxy foxtail millet instant 
porridge. In waxy foxtail instant porridge, the peak and final viscosities of processed treated instant porridge increased. The 
viscosity just after pouring hot water into the instant porridge was higher in waxy foxtail millet porridge treated by freeze 
drying after steaming, popping, and wet cereal frying; the viscosity of non-waxy foxtail porridge was increased after popping 
as compared with the other treatments. The polyphenol contents and antioxidant activities were increased in all processed, 
treated-instant porridge except for freeze dried porridge after steamingnt. The popping treatment showed the highest polyphenol 
contents (1.5 fold), and ABTS antioxidant activity (1.2 fold), compared to no treatment. Non-waxy foxtail millet porridge 
produced by popping earned the highest sensory evaluation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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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조(Foxtail millet, Setaria italica)의 원산지는 중앙아시아로

서 신석기시대부터 중동, 중국 등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재

배되면서 근대까지 식량작물의 하나로서 이용되어온 곡물이

다(Seong & Kwon 2011). 식물체의 길이는 1.0~1.5 m, 곡식알

맹이 천 알의 무게는 2.5~3.0 g, 종피색은 황색, 회색, 오렌지

색, 흑색 등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낟알색은 회녹색과 노란색

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조의 지역적 적응성은  온대에서 아열

대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으로, 출수기와 식물체 높이, 이삭 

모양 등의 농업적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각 지역마다 여

러 종류의 재래종이 분포하고 있다(Yoon & Xu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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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크기와 무게가 작은 소립 화본과 곡물을 지칭하는 밀

렛류(millet)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 기장이 대표적으

로 이용되는 밀렛이고, 아프리카, 인도 등에서는 손가락조

(Finger millet), 진주조(Pearl millet), 테프(Teff), 코도(Kodo) 등 

다양한 종류가 이용되고 있다(Amadou 등 2013). 밀렛류는 쌀, 
밀, 옥수수 등 다른 화본과 곡물에 비하여 알맹이가 작아, 영
양 및 기능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호분층 및 배아의 비율

이 17%로 다른 곡류(쌀 3%, 소맥 2%)에 비하여 높다는 특징

이 있다. 조의 영양성분은 단백질함량 9~12%, 조섬유 6.7%, 
칼슘 14~30 mg/100 g, 철분 2.8~5.3 mg/100 g, 비타민 B1 0.59 
mg/100 g 등으로 주식으로 섭취되는 쌀에 비하여 식이섬유 

3~10배, 칼슘 3~5배, 철분 3배 더 높은 영양학적 특징을 지니

고 있다(FAO 1995). 그 외에도 폴리페놀 및 피트산 등 항산화

물질이 많아 콜레스테롤 저하, 당뇨 예방 등 성인병에 대한 광

범위한 예방 효과가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Amadou 등 2013; 
Woo 등 2012; Ko 등 2011). Lee 등(2014)은 조 등이 혼합된 

잡곡을 원료로 Aspergillus oryzae CF 1001 균주를 이용하여 

당화음료를 개발하여 항산화 활성 및 항당뇨 활성을 평가한 

결과, 상기의 활성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였다. Choi 등(2005)은 조의 단백질이 plasma adiponectin과 

HDL 콜레스테롤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

여 2형 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조는 배유 특성에 따라 아밀로스 함량이 25~28% 수준인 

메조와 아밀로스 함량이 8% 정도인 차조로 나눌 수 있는데

(Ha & Lee 2001),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용되는 조의 대부분

(99.8%)은 혼반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멥쌀밥에 넣었을 

때 찰성이 높아 식감을 높일 수 있는 차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Yoon ST 2011). 하지만 일본농림성자료에 의하면 조선

시대 및 일제 강점기말까지 조는 혼반용보다 주식으로 이용

되었으므로 메조의 섭취량이 더 많았고, 그 재배면적도 66만 

ha(1941년)에 이르렀다고 한다(Seong & Kwon 2011). 조선시

대 밥의 종류와 조리방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정리한 Bok 
(2007)에 의하면 ‘식료찬요’에는 메좁쌀로 밥을 해먹으면 신

장의 기운을 북돋우고, ‘동의보감’에는 청량미(청차조)로 밥

을 해먹으면 위경련과 속을 다스린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제

주에서는 메조를 미음조라고 하여 산후조리식품 및 환자의 

영양식으로 먹는 전통이 남아 있다. 해외의 조 가공이용방법

으로는 중국, 인도, 중남미 등에서는 술, 과자, 빵 등의 다양한 

형태로 잡곡을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전통적으

로 아침에 조죽을 먹으면 위장에 좋다는 믿음이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어린이 혹은 환자의 

이유식으로 많이 이용된다(Dorothy 등 1997). 
본 연구는 영양 및 기능성이 우수한 조의 새로운 소비 수

요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배유 특성이 다른 차조와 메조를 이

용하여 전통적 식품가공의 일종인 죽을 현대인의 식생활에 

적합한 분말 즉석 죽으로 개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험 재료 및 처리 방법
조를 이용하여 뜨거운 물에 부어 바로 먹을 수 있는 분말 

즉석 죽을 개발하고자 다양한 호화가공처리 후 분말화하고, 
제조된 즉석 죽의 이화학적 특성 및 품질특성을 조사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조는 2014년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에서 

생산된  메조와 차조로서, 메조 삼다메는 농촌진흥청 국립식

량과학원에서 2010년 개발된 황색조이며, 차조 삼다찰은 

2011년 개발된 청색조이다(Oh 등, 2013). 물만 부어 바로 섭

취할 수 있도록 전분의 호화 후 노화를 막는 가공처리로서 

1) 건조곡 볶음, 2) 수침곡 볶음, 3) 찐 후 급속냉동, 4) 팽화 

및 대조로 5) 원곡을 시험하였다. 수침곡 볶음과 찐 후 급속 

냉동은 전분의 알파화 후 급속한 수분건조로 노화를 막고자 

처리하였으며, 건조곡 볶음과 팽화는 전분의 호정화(dextrization)
를 위하여 처리하였다. 건조곡 볶음은 시료 150 g을 200~230℃
에서 6분, 140~170℃에서 7분 볶음 처리하였고, 수침곡 볶음

은 시료를 2시간 수침한 후 200~230℃에서 6분, 140~170℃에

서 10분 볶음 처리하였다. 찐 후 급속냉동건조는 2시간 수침한 

종자를 2시간 동안 충분히 찌고, 동결건조기(EDU-2100, EYELA, 
Tokyo, Japan)로 동결 건조하였으며, 팽화처리는 원곡을 전통

적인 고온고압의 형태의 팝핑기로 팽화처리하였다. 시료는 

각각의 가공처리 후 핀밀분쇄(Vibrating sample mill, CMT Co. 
Ltd, Tokyo, Japan)하여 즉석 죽 가루로 제조하였다.

2. 일반성분 분석
처리별 즉석 죽의 일반 성분은 단백질, 회분, 수분 및 무기

성분을 조사하였다. 수분함량은 105℃ 상압가열건조법으로 

측정하였으며, 회분함량은 550℃에서 24시간 회화하여 측정

하였다. 조단백은 시료일정량을 취하여 습식 분해한 후 볼륨

을 100 mL로 맞추고, Kjeldahl 분석장치(2300 Kjeltec Analyzer 
Unit, FOSS Tecator, Höganäs, Sweden)를 이용하여 정량하였

다. 무기성분의 함량은 시료 1 g을 550℃에서 회화한 후 0.5 N 
질산을 첨가하여 온도를 높여 녹이고, 여과지(GF/C)로 여과한 

다음 25 mL로 정용하여 유도결합플라즈마분석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ma-3300 DV, Perkin-Elmer, Norwalk, CT, 
USA)에서 mg/kg 단위로 정량한 후 아래의 계산식에 의하여 

분석하였다(Ko 등, 2013). 

K (mg/100 g) = 
(mg/kg × 정용부피(mL)/시료무게(g) × 1.205 / 10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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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mg/100 g) = 
(mg/kg × 정용부피(mL)/시료무게(g) × 1.400 / 1000) × 100
Mg (mg/100 g) = 
(mg/kg × 정용부피(mL)/시료무게(g) × 1.665 / 1000) × 100
Na (mg/100 g) = 
(mg/kg × 정용부피(mL)/시료무게(g) × 1.350/ 1000) × 100

3. 조리 및 품질 특성
가공처리별 즉석 죽의 물리성 및 품질 특성을 살펴보고자 

색도, 수분흡착성, 호화특성, 점도를 조사하였다. 즉석 죽 가

루의 색도는 색차계(Color difference meter, CR-300, Minolta, 
Osaka, Japan)를 이용하여서 명암도를 표현하는 L값(lightness), 
적색도를 표현하는 a값(redness), 황색도를 표현하는 b값(yellow-
ness)의 값을 측정하였다. 이때 사용된 표준백판 L값 99.2, a
값은 －0.1, b값 －0.31이었다. 즉석 죽 가루의 수분흡수특성

을 알기 위하여 수분흡착지수(WAI, Water absorption index)와 

수분용해지수(WSI, Water solubility index)는 We 등(2011)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건조된 시료 1 g에 증류수 30 mL 
가한 후 30℃로 맞추어 30분간 교반한 후 30분 2,500 rpm에서 

원심분리하고, 상등액과 침전물을 분리한 후 각각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젖은 침전물의 무게를 B라고 하고, 상등액을 알

루미늄 접시에 부어 105℃ 건조 후 고형분의 무게를 측정한 

것을 A라고 하였을 때 수분흡착지수(WAI)와 수분용해지수 

(WSI)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WAI (g/g) = B/Dry sample weight
WSI (g/g) = A/Dry sample weight

처리별 즉석죽의 호화 특성은 신속점도측정계(RVA-3D, 
Newport Scientific, Warriewood, Australia)를 사용하여 조사하

였다. 각 처리별 시료 3 g을 RVA 시료통에 담고, 증류수를 

25 mL 넣은 후 0~1분 50℃, 1~4.7분 95℃까지 상승, 4.7~7.2분
은 95℃에서 유지, 7.2~11분은 50℃까지 냉각, 11~13분은 
50℃를 유지하면서 점도를 측정하였다. 점도의 측정은 4초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실제 즉석 죽을 섭취할 때의 즉석 죽의 조

직감을 알아보고자(Han 등 1988), 배유 특성 및 가공처리 방

법별 즉석 죽에 뜨거운 물을 부은 후 점도를 조사하였다. 각 

처리별 즉석 죽 가루 5 g에 95~90℃사이의 뜨거운 물 30 mL
를 부은 후, 10초간 10회 교반하여 분말을 물에 풀고, 바로 

신속점도계의 30초 내 점도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4. 항산화 성분 및 항산화 활성
원료곡별 및 가공처리별 즉석 죽의 항산화 활성 및 항산화 

성분을 살펴보고자 폴리페놀 및 ABTS 및 DPPH 라디컬 소거

능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가공처리 후 핀밀 분쇄한 시료 5 g
을 80% 에탄올 50 mL를 가하여 50℃에서 24시간 동안 진탕

추출(SK-71 Shaker, JEIO Tech, Kimpo, Korea)을 2회 실시하

였다. 그 후 여과하여 감압농축기(Eyela N-1000, Tokyo, Japan)
로 40℃에서 용매를 제거하였다. 여기에 에탄올 80%를 이용

하여 재용해한 후 50 mL로 맞추어 제조한 즉석죽 에탄올 추

출물은 －20℃냉동고에 보관하면서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처리별 에탄올 추출물에 대한 총 폴리페놀 함량은 Dewanto 
등(2002)과 Duval & Shetty(2001)의 방법에 준하여 분석하였

으며, 표준물질로 (+)-catechin(Sigma-Aldrich)를 사용하여 검

량선을 계산하였고, mg catechin equivalent(CE) / g(dry basis)
으로 나타내었다. 

즉석 죽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은 DPPH(1,1-diphenyl- 
2-picrylhydrazyl, Sigma-Aldrich) 및 ABTS(2,2'-Azino-bis-3-ethyl- 
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Sigma-Aldrich) radical의 소거

활성을 Choi 등(2006)의 방법에서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ABTS 
및 DPPH radical의 소거활성은 Trolox를 표준물질로 사용하

였고, mg TE(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 g(dry 
basis)으로 표현하였다. 

5. 즉석 죽의 관능검사
제조된 분말 즉석 죽의 기호도를 살펴보고자 관능검사를 

수행하였다. 배유특성 및 가공처리별 분말 5 g, 탈지분유 1.3 
g, 소금 0.05 g을 첨가하여 잘 혼합한 분말에 시료량의 5배의 

80~90℃의 뜨거운 물 25 mL를 부어 분말이 잘 풀리도록 저은 

후 관능검사요원에게 배포하여 실시하였다. 관능검사에 참여

한 패널은 남 9명, 여 11명으로 총 20명이며, 나이는 20대 중

반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즉석 죽의 배포 시 대

조구인 무처리 즉석 죽을 가운데 두고 각 처리별 즉석 죽을 

임의 배치함으로써 대조구와 비교하여 죽의 관능을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관능검사에서는 외관, 향, 맛, 조직감, 및 전

반적 기호도를 평가하였고, 채점기준은 매우 좋음(3)에서 매

우 나쁨(－3)까지의 7단계를 100% 무처리구를 대조구(0)로 

평가하였다. 관능검사 및 분석한 데이터들의 결과 통계처리

는 SAS 프로그램으로 DUNCAN 다중검정을 실시하였으며 

p<0.05 수준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시험재료의 이화학적 특성
시험에 사용된 재료의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1에서와 같다. 단백질 함량은 메조 삼다메가 더 높았고, 조지

방, K, Ca, Mg 함량은 차조 삼다찰이 더 높았다. 아밀로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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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 material
of instant porridge

Proximate compositions (g/100 g) Minerals compositions (mg/100 g)

Moisture Amylose Protein Crude oil K Ca Mg

Non-waxy foxtail1) 7.5±0.072)a3) 24.4±0.48b 10.1±0.03b  3.9±0.07a  245.2±17.52a 14.7±2.73a 153.4±11.62a

Waxy foxtail 7.4±0.09a  6.6±0.11a   8.9±0.03a 4.4±0.01b  312.1±13.33b 17.8±4.08a 185.2± 8.28b 
1) Non-waxy foxtail millet: Samdame, Waxy foxtail millet: Samdachal
2) Each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3) 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test (P<0.05).

Table 1. Chemical properties, antioxidants and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foxtail millet

량은 메조 삼다메가 24.4 g/100 g으로, 메벼의 아밀로스 함량

인 20~25 g/100 g에 해당되었고, 차조 삼다찰은 아밀로즈 함

량이 6.6 g/100 g으로 일반적인 찰벼의 아밀로스 함량인 2~3 
g/100 g(Matveev 등 2001)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2. 배유특성 및 가공처리별 조 즉석 죽 가루의 색도 및
수분특성

서로 다른 호화증진 가공 처리한 조 즉석 죽 가루와 원료

곡 가루의 색도는 Table 2에 나타난 것과 같다. 원료곡 가루

의 색도에서 밝기(lightness)는 차조와 메조가 비슷하였고, 황
색도(yellowness)와 적색도(redness)는 메조가 가장 높았다. 가
공처리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밝기가 감소하고, 적색도와 

황색도는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원료곡 종류 및 처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었다. 메조는 팽화처리 시 밝기와 적색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황색도가 다소 감소하여 색감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수침곡 볶음 처리 시 밝기가 가장 감소하고, 
적색도와 황색도가 증가하여 색이 어둡고 진한 색감으로 변

Row material
of instant porridge

Processing
treatment

L-value
(Lightness)

a-value
(Redness)

b-value
(Yellowness)

Non-waxy
foxtail millet1)

Dry cereal frying 72.6±1.092)b3) 5.5±0.04b 18.9±0.33c

Wet cereal frying 69.2±0.50a 6.4±0.03c 20.2±0.08d

Freeze drying after steaming 79.5±0.32c 2.3±0.06a 17.0±0.09b

Popping 85.7±0.27d 2.5±0.03a 12.3±0.12a

No treatment 83.4±0.24d 2.4±0.07a 17.8±0.39b

Waxy 
foxtail millet

Dry cereal frying 75.7±0.25a 4.0±0.02c 15.9±0.11c

Wet cereal frying 74.0±0.21a 3.9±0.01c 19.1±0.04d

Freeze drying after steaming 80.6±0.27b 1.3±0.02a 14.2±0.12b

Popping 81.3±0.08b 3.0±0.01b 13.2±0.01a

No treatment 80.8±0.58b 1.1±0.06a 13.1±0.42a

1) Non-waxy foxtail millet: Samdame, Waxy foxtail millet: Samdachal
2) Each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3) 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test (P<0.05).  

Table 2. Changes of Hunter's color values of instant porridge by characteristics of endosperm of foxtail millet (Setaria 
italica Beauv. cv. Samdame and Samdachal) and processing treatment

하였다. 차조는 팽화곡과 찐 후 냉동건조 처리 시 원곡과 가

장 비슷하였으며, 건조곡 볶음 및 수침곡 볶음 시  밝기가 감

소하고, 적색도와 황색도가 증가하였다.
Table 3은 배유특성 및 호화 가공처리에 따른 조 즉석 죽 

가루와 원료곡 가루의 WAI 및 WSI를 나타낸 것이다. 가공처

리에 따라 수분특성은 크게 변화하여, 원곡에 비하여 모든 가

공처리에서 WAI가 증가하였으며, 그 정도는 팽화곡, 찐 후 

냉동건조, 수침곡 볶음, 건조곡 볶음의 순서였다. WAI는 시

료의 수분 친화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시료 전분 입자 속 비결

정형된 부분이 많을수록 높아지며(Konik-Rose 등 2001), Lee 
등(1995)은 팽화처리된 알파미분 첨가량에 따른 흰 떡의 WAI
를 조사한 연구 결과, 알파미분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WAI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팽화처리에 의하여 전분 분자가 분해되

고, 수용성 성분이 증가하여 수분의 포집능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시험 결과도 팽화처리 시 다른 처

리에 비해 WAI가 증가하는 정도가 큰 걸로 보아 팽화처리가 

전분 분자의 분해 및 수용성 성분 증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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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 material
of instant porridge

Processing
treatment

WAI4)

(g g－1)
WSI

(g g－1)

Non-waxy
foxtail millet1)

Dry cereal frying 2.6±0.012)b3) 0.09±0.017a

Wet cereal frying 3.4±0.01c 0.12±0.012b

Freeze drying after steaming 3.5±0.02c 0.10±0.006a

Popping 5.3±0.08d 0.18±0.008d

No treatment 2.1±0.02a 0.15±0.071c

Waxy 
foxtail millet

Dry cereal frying 2.6±0.01b 0.14±0.024a

Wet cereal frying 5.0±0.12c 0.20±0.036b

Freeze drying after steaming 7.5±1.17d 0.40±0.094d

Popping 7.8±0.46d 0.38±0.040d

No treatment 1.9±0.05a 0.27±0.018c

1) Non-waxy foxtail millet: Samdame, Waxy foxtail millet: Samdachal
2) Each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3) 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test (P<0.05). 
4) WAI : Water absorption index, WSI : Water solubility index.

Table 3. WAI and WSI of instant porridge by characteristics of endosperm of foxtail millet (Setaria italica Beauv. cv. 
Samdame and Samdachal) and processing treatment

로 생각되었다. 배유특성에 따른 WAI는 모든 처리에서 차

조가 높게 나타나 찰성 곡류의 호화 처리 시 메성 곡류보다 

수분을 흡수하는 양이 많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모든 처리

에서 차조의 팽화처리 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Chinnaswamy & Hanna(1990)에 의하면 팽화처리 시 아밀로펙

틴이 아밀로스에 비하여 전분 분자구조의 분획화가 증가한

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WSI도 WAI와 같이 팽화와 찐 

후 냉동건조 가공 처리 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유특성별

Row material
of instant porridge

Processing
treatment

Viscocity(RVU) Peak 
time
(min)

Pasting 
temp.
(℃)

Peak 
visc.

Holding
strength

Final 
visc.

Break
down

Set 
back

Non-waxy
foxtail millet1) 

Dry cereal frying  18.0 16.9  30.9   1.1 12.9 6.7 87.9 
Wet cereal frying   6.1  4.7   8.2   1.4 2.1 6.5 81.0 
Freeze drying after steaming  10.7  9.8  18.0   0.9 7.3 6.8 82.2 
popping  22.9 21.4  31.6   1.6 8.7 6.4 83.4 
No treatment  47.0 27.9  64.9  19.1 17.9 5.1 79.4 

Waxy 
foxtail millet

Dry cereal frying  39.6 37.4  50.6   2.2 11.1 5.4 74.6 
Wet cereal frying  68.2 67.7  99.6   0.6 31.4 6.9 81.6 
Freeze drying after steaming 210.9 91.5 127.5 119.3 －83.4 3.2 61.8 
popping  52.5 27.0  36.2  25.5 －16.4 2.1 84.5
No treatment  35.4 26.8  36.7   8.6 1.3 4.9 79.8 

1) Non-waxy foxtail millet: Samdame, Waxy foxtail millet: Samdachal

Table 4. RVA pasting properties of instant porridge by characteristics of endosperm of foxtail millet (Setaria italica Beauv. 
cv. Samdame and Samdachal) and processing treatment

로는 차조에서 높게 나타나, 분자구조 분획화에 의한 상등액 

내 콜로이드성 용해물질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3. 배유특성 및 가공처리별조 즉석 죽 가루의호화특성
작물별 및 가공처리별 즉석 죽 가루의 RVA 특성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메조를 원료로 한 즉석 죽은 원곡에 열과 수

분을 가한 것에 비하여 가공 처리한 즉석 죽 가루에서 Peak 
viscosity(PV)와 Final viscosity(FV)가 저하되어 가공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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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점도가 저하되었으며, 전분의 노화와 관계있는 

setback도 저하되어 사전에 가공처리에 의해 호화가 이루어

져 열과 수분에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처리별로는 수침곡 볶

음에서 PV와 FV가 원료곡에 비하여 현저히 저하되고, setback
이 낮게 나타나 가장 안정적인 상태의 즉석 죽 가루로 판단되

었다. 차조는 호화 시 건조곡 볶음처리를 제외하고는 원곡에 

비하여 가공 처리한 즉석 죽 가루의 호화 시 점도가 더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찐 후 냉동건조 즉석 죽은 가장 낮은 온

도에서 가장 빨리 호화가 개시되었으며, PV와 FV가 가장 높

게 나타났다. Kim 등(2012)은 벼, 옥수수, 밀, 보리, 귀리를 대

상으로 팽화 압출한 페이스트의 점도는 원료곡에 비하여 낮

아지는 경향이라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메조는 같은 경향

을 보였으나, 차조의 팽화처리 시는 원료곡과 비슷한 점도 변

화를 나타내는 등 배유 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찰성과 메성 

쌀의 호화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멥쌀과 찹쌀가루의 호

화양상은 전분의 구조적 차이에 의하여 초기호화온도 및 PV, 
호화 엔탈피 모두 멥쌀에서 찹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찹쌀

의 호화가 더 쉽게 일어난다고 하였는데(Kim KA 1996; Lee 
& Lee 2013), 본 시험의 메조와 차조의 무처리 가루를 보면 

메조에서 PV와 FV 및 Breakdown이 높아 같은 경향이었다.
 
4. 배유특성 및 가공처리별 조 즉석 죽의 점도
가루 즉석 죽에서 섭취 시 점도는 가루의 호화도 및 질감

과 관계하므로(Han 1988), 최종적으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이다. 실제 소비자가 즉석 가루죽을 섭취할 

때의 점도 상태를 알아보고자 제조된 즉석 죽 가루에 뜨거운 

물을 부어 10초간 10회 교반으로 즉석 죽을 만들어 섭취하기 

직전 상태로 만들어 점도를 조사해 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가공 처리에 따라서는 메조와 차조 모두 건조곡 볶음가루로 

Processing treatment
Viscocity (RVU) 

Non-waxy 
foxtail millet1) 

Waxy 
foxtail millet 

Dry cereal frying   2.1±0.1512)a3)   4.3±0.265b

Wet cereal frying   6.5±0.233b 228.3±3.268c

Freeze drying after steaming  35.0±1.257c 347.1±2.480d

popping 258.8±11.356d 223.6±1.225c

No treatment   2.6±0.05a   1.8±0.07a

1) Non-waxy foxtail millet: Samdame, Waxy foxtail millet: Samdachal
2) Each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3) 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test (P<0.05).  

Table 5. Viscosity of instant porridge by characteristics 
of endosperm of foxtail millet (Setaria italica Beauv. cv. 
Samdame and Samdachal) and processing treatment 

만든 죽은 무처리 죽과 점도 차이가 크게 없었다. 메조의 경

우, 수침곡, 냉동건조, 팽화처리의 순서로 죽의 점도가 증가

되었고, 차조는 찐 후 냉동건조에서 가장 점도가 높았다. 건
조곡 볶음 죽이 무처리 죽과 점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건조곡 볶음에 의해서는 호화과정이 충분하게 일어나

지 않았다는 알 수 있었다. 차조의 찐 후 냉동처리는 347.1 RVU
로서 모든 가공처리 및 작물 전체에서 가장 높았으며, 메조 

팽화처리, 차조의 수침곡 볶음 및 팽화처리 분말은 즉석 죽으

로 이용하기에 충분한 점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5. 배유특성및가공처리별조즉석죽가루의항산화활성
원료곡 및 가공처리별 즉석 죽 가루의 폴리페놀 함량(Fig. 

1)은 가공처리에 따라 메조와 차조 모두 폴리페놀 함량이 증

가하는 경향이었으나, 찐 후 냉동건조 처리 시에는 원료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조에서 항산화성을 나타내는 성분이 수용성이 많아 찌는 과

정에서 손실이 컸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원료곡 및 가공처리별 즉석 죽 가루의 항산화 활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DPPH 및 ABTS 라디컬 소거능을 조사하였다

(Fig. 2). DPPH 라디컬 소거능의 경우, 모든 원료곡에서 찐 후 

급속냉동건조 처리시 항산화 활성이 가장 낮아 메조와 차조

에서는 무처리와 같은 수준이었고, 팽화처리에 의하여 메조

와 차조 모두 항산화 활성이 가장 높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으

로는 건조곡 볶음, 수침곡 볶음의 차례를 나타내었다. ABTS 
라디컬 소거능은 폴리페놀 함량과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나, 
메조와 차조 모두 찐 후 냉동건조 시 원료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으며, 메조에서는 건조곡 볶음, 수침곡 

볶음, 팽화처리가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차조에

서는 팽화처리 시 가장 높은 ABTS 라디컬 소거능을 나타내

었다. 천연물에서 항산화 활성이 나타나는 것은 활성 radical

Fig. 1. Polyphenol contents by characteristics of endosperm 
of foxtail millet (Setaria italica Beauv.) and processing 
treatment (non-waxy foxtail millet: Samdame, waxy foxtail 
millet: Samdac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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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by 
characteristics of endosperm of foxtail millet (Setaria italica 
Beauv.) and processing treatment (non-waxy foxtail millet: 
Samdame, waxy foxtail millet: Samdachal). 

에 전자를 공여함으로써 식품 속 지방질의 산화를 억제하고, 
인체에서는 활성 radical에 의하여 일어나는 노화현상을 억제

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인체의 질병과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Kim 등 2001). 본 연구에서 건조 

및 수침 볶음처리, 팽화처리와 같은 가열처리 후 ABTS 및 

Row material
of instant porridge Processing treatment Appearance Color Taste Texture Overall

eating quality

Non-waxy
foxtail millet1) 

Dry cereal frying 0.952)±0.1063)a4) 1.70±0.137c 1.65±0.140b 0.35±0.122a 0.65±0.169a

Wet cereal frying 1.15±0.169ab 1.40±0.142b 1.00±0.166a 0.35±0.140a 1.10±0.190b

Freeze drying after steaming 1.00±0.151a 0.65±0.169a 1.65±0.155b 2.00±0.166b 1.65±0.140c

Popping 1.75±0.149c 1.35±0.102b 2.00±0.151c 2.05±0.143b 2.10±0.164d

Waxy 
foxtail millet

Dry cereal frying 0.90±0.150a 2.05±0.126b 0.95±0.126a 1.05±0.126a 0.65±0.102a

Wet cereal frying 1.65±0.126b 1.80±0.109b 2.40±0.105d 2.60±0.106bc 2.00±0.151b

Freeze drying after steaming 0.80±0.086a 1.05±0.143a 1.30±0.180b 2.30±0.137b 1.65±0.102b

Popping 1.45±0.106b 1.10±0.115a 1.95±0.106c 2.65±0.102bc 1.70±0.153b

1) Non-waxy foxtail millet: Samdame, Waxy foxtail millet: Samdachal
2) Sensory evaluation value of control: 0
3) Each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4) 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test (P<0.05). 

Table 6. Sensory evaluation of instant porridge by characteristics of endosperm of foxtail millet (Setaria italica Beauv.) 
and processing treatment

DPPH radical 소거능이 증가한 것은 조 원료곡 내 당류의 

caramel형 갈색화 반응에 의한 항산화 효과 증가로 생각되며

(Ahn, 1984), Ko 등(2009)은 볶음 시간에 따른 수수의 DPPH 
및 ABTS radical 소거활성도를 측정 결과, 5~7분까지 볶음시

간이 증가할수록 항산화 활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고, Song 등(2013)은 팥 품종별 볶음처리 결과, 초기에는 약

간 감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만 찐 후 냉동건조 처리 

시에는 수용성 항산화 성분의 손실로 항산화 활성이 감소되

었다. 

6. 배유특성 및 가공처리별 조 즉석 죽의 관능검사
작물별 및 가공처리별 즉석 죽의 관능검사 결과(Table 

6), 메조 삼다메는 팽화처리한 즉석 죽의 전체적인 기호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팽화처리 즉석 죽이 맛, 외양

과 질감부문에서 다른 처리에 비하여 점수가 높았던 것에 

기인하였다고 생각된다. 차조 삼다찰은 수침곡 볶음 즉석 

죽의 경우, 차조 특유의 쓴맛이 완화되고, 질감도 다른 처

리에 비하여 우수하였기 때문에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찐 후 냉동건조로 

만든 즉석 죽은 처리로 인한 호화는 충분히 일어나서 점도

가 높고 조직감은 좋았으나,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가루의 

뭉침 현상이 일어나 외관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났고, 이것

이 기호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Fig. 3). 결론적으로 메조 삼다메를 팽화처리한 분말 즉석 

죽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뜨거운 물에도 잘 녹아 가공

적성이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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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ping of non-waxy foxtail 
millet

Popping of waxy foxtail 
millet

Freeze drying after steaming 
of non-waxy foxtail millet

Freeze drying after steaming 
of waxy foxtail millet

Fig. 3. Instant porridge of foxtail millet by characteristics of endosperm of foxtail millet (Setaria italica Beauv. cv. 
Samdame and Samdachal) and popping and freeze drying after steaming processing.

요 약

영양 및 기능성이 높은 조의 다양한 수요 창출을 위하여 

배유 특성이 다른 조를 대상으로 분말 즉석 죽을 제조하고, 
이화학적 특징 및 조리 특성 등의 품질과 항산화 활성의 생리

활성을 평가하였다. 대상으로 사용한 조 원료곡은 메조 삼다

메, 차조 삼다찰을 사용하였고, 물만 부어 바로 섭취할 수 있

도록 전분의 호화 후 노화를 막는 가공처리로서 1) 건조곡 볶

음, 2) 수침곡 볶음, 3) 찐 후 급속냉동, 4) 팽화처리하고 대조

로 5) 원곡을 사용하였다. 재료의 수분 흡착능을 알아보는 

WAI는 팽화처리에서 가장 높았으며, 원료곡에 따라서는 차

조가 높았다. 즉석 죽 가루의 RVA 특성은 메조의 경우, 가공 

처리 후 전체적으로 점도 및 setback이 저하되어 열과 수분

에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차조는 가공 처리된 즉석 죽을 재 

호화함에 따라 점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즉석 죽 가루에 뜨

거운 물에 부었을 때의 점도는 건조곡 볶음가루 죽은 원료

곡 가루죽과 점도 차이가 크게 없었고, 메조는 팽화처리, 차
조는 찐 후 냉동건조, 수침곡 볶음 및 팽화처리 분말에서 즉

석 죽으로 이용하기에 충분한 점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었

다.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함량 및 ABTS 라디컬 소거능은 

찐 후 냉동건조를 제외하고는 가공처리에 의해 뚜렷이 증가

하였으며, 가공처리 중에는 팽화처리 시 원료곡 폴리페놀 함

량 및 ABTS 라디컬 소거능의 1.5배, 1.7배로 가장 증가가 컸

다. 배유 특성 및 가공처리별 즉석 죽의 관능검사 결과, 메조 

삼다메를 팽화처리한 분말 즉석 죽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으

며, 뜨거운 물에도 엉김 현상 없이 잘 녹아 가공적성이 우수

하였다. 따라서, 죽의 점도 및 수분흡착능은 차조 삼다찰이 

높았으나, 항산화 활성, 열과 수분에 대한 안정성, 기호도 및 

물에 풀었을 때 엉김 현상을 고려할 경우, 메조 삼다메가 더 

우수하였으며, 가공처리방법으로는 팽화처리가 모든 항목

에서 가장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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