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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거저리 유충 분말을 첨가한 도토리묵 품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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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mprove the usability of mealworm and the nutritional quality of acorn Mook mostly composed of carbohydrates, we 
prepared acorn Mook using with different levels of mealworm powder, and the physico-chemical and sensory evaluation were 
investigated. In the content of proximate chemical composition, moisture content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But crude 
protein, crude ash, and crude fat contents were increased with increasing mealworm content. Carbohydrate content was reduced as 
mealworm content increased. Lightnes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reatments, redness was increased, and yellowness 
was decreased as the amount of mealworm powder increased. In physiological properties, hardness, gumminess, chewiness, and sp-
ringines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s the amount of mealworm powder decreased. However, adhesiveness and cohesivenes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scorbic acid content, activities of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were de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 of mealworm in acorn Mook. In sensory evaluation, acorn Mook containing 0.75% of mealworm powder showed 
highly preference compared with th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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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지구의 온난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 수급문제가 

증가되고 있으며, 인류 단백질 공급원인 육류와는 다른 단백

질 공급원이 필요하다(Baek 등 2015). 이러한 단백질 공급원

은 안전성, 영양성 및 소비자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Verkerk 등 2007), 그 대안 중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으로 식

용 곤충 분야가 부각되고 있다(Sah & Jung 2012; FAO 2013; 
Kim 등 2015).

현재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및 호주 등 많은 지역

에서 동물성 단백질에 함유되어 있는 필수아미노산과 미량 

영양소의 섭취를 위해 메뚜기, 흰개미, 딱정벌레 등 다양한 

곤충을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Bukkens SGF 1997; Yoo 
등 2013), 이들은 단백질 함량이 50~60% 정도로 매우 높게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 이외에도 조지방, 섬유소, 무기질, 비
타민 B군 등을 함유하고 있어(Bukkens SGF 1997; Yoo 등 

2013), 곤충의 영양학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다고 보고되어지

고 있다(Chung 등 2013; Chung 등 2014). 
그 중 거저리과에 속하는 갈색거저리(Tenebrio molitor) 유

충은 식중독균인 대장균(E. coli O157:H7)과 Salmonella spp.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중금속 함량 분석 결과, 비소(As), 
카드뮴(Cd) 및 납(Pb)은 검출되지 않았고, 수은(Hg)의 경우 

국산 0.03 mg/kg, 중국산 0.08 mg/kg으로 미량 검출되었지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ous Commission)의 수

은에 대한 일반식품이 기준치에 근거하여 기준치 이하로 확

인되었다(Kim 등 2015).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에서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

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갈색거저리 유충을 2016년 3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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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Control 0.75% mealworm 1.5% mealworm 2.5% mealworm

Acorn powder 15.00 14.25 13.50 12.50
Mealworm 0 0.75 1.50 2.50

Water 85.00 85.00 85.00 85.00

Table 1. Formula of acorn Mook prepared with different levels of mealworm powder                    (unit: %)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인정받은 자 외에도 모든 영업자

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MFDS Notice No. 2016-18).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식용 곤충은 좋지 않은 편견과 먹

을 수 없는 벌레로만 알고 있어, 사회적 편견이 너무 커 식품 

소재로써의 활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도토리는 산야에서 자생하는 견과류과의 나무열매

로 메밀전분, 녹두전분, 동부전분과 함께 묵의 재료로 이용되

고 있다. 도토리묵은 메밀, 녹두 등과 함께 앙금을 이용하여 

제조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식으로 독특한 텍스처 특성

을 가지고 있는 전분질 식품으로 춘궁기의 구황식품으로 애

용되기도 하였다(Jang 등 1976). 도토리를 이용한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 도토리묵은 구황식이나 별식으로 이용되어 

오늘날에도 간식이나 반찬거리로 즐겨 먹는 우리나라의 전

통음식으로서, 도토리의 고유한 향과 맛, 묵의 독특한 질감을 

즐길 수 있는 기호식품 중 하나이다. 그러나 도토리묵의 성분

으로는 탄수화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른 성분들은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의 식품소재

로서의 이용성을 높이고 대부분 탄수화물로 구성된 도토리

묵의 영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갈색거저리 유충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제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화학적 및 관능적 품질 

특성을 측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갈색거저리 유충(Tenebrio molitor, meal-

worm)은 MG 내츄럴(Damyang-gun, Korea)에서, 도토리묵 제

조에 사용된 도토리묵 가루는 영월농협(Youngwol-gun, Korea)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갈색거저리 유충 분말을 이용한 도토리묵 제조
갈색거저리 유충을 이용한 도토리묵을 만들기 위해 우선 

갈색거저리 유충을 건조한 후, 마쇄하여 여러 차례 예비실험

을 통하여 Table 1과 같은 조성으로 도토리묵을 제조하였다. 
제조방법은 도토리가루와 갈색거저리 유충에 물을 넣고, 10
분간 불려준 후 도토리묵의 겔화를 일정하게하기 위하여 stir-

rer로 저어주면서 점성이 생길 때까지 가열하였으며, 그 후 

냉각시켜 묵을 제조하였으며, 냉장온도에서 저장하면서 실험

에 사용하였다.

3. 갈색거저리 유충을 첨가한 도토리묵 품질특성 분석

1) 일반성분 분석
갈색거저리 유충을 첨가한 도토리묵의 일반성분 분석은 

AOAC법(1995)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수분은 105℃ 상압

가열건조법을 사용하였다. 조단백질은 Kjeldahl법, 조지방은 

에테르 추출법, 조회분은 직접회화법으로 측정하였다.

2) 색도
갈색거저리 유충을 첨가한 도토리묵을 평평하게 자른 후 

색차계(CR-300 Minolta Chroma Meter, Konica Minolta Sensing 
Inc, Tokyo, Japan)를 사용하여 Hunter L, a, b 값을 측정하였으

며, 각 시료당 10회 측정한 뒤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이때 사

용한 표준 백색판(standard plate)의 L*, a* 및 b* 값은 각각 

95.02, 0.04 및 0.26이었다. 

3) 조직감
제조한 갈색거저리 유충을 첨가한 도토리묵의 조직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30×30×20 mm의 동일한 크기로 자른 후 

Texture Analyzer(TA-XT2/25, Stable Micro System Co. Ltd., 
Surrey, England)를 사용하여 각 시료별로 5회씩 반복 측정하

였다. 이때 사용한 probe는 지름 1 cm이었으며, texture profile 
analysis(TPA) parameter로부터 경도(hardness), 부착성(adhesi-
veness), 응집성(co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씹힘성(che-
winess) 등을 5회 반복 측정하였다. 측정조건은 pre-test speed, 
test speed 및 post-test speed는 모두 1.0 mm/sec로 하였고, trig-
ger type은 5.0 g, strain은 50%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4. 갈색거저리 유충을 첨가한 도토리묵 항산화 성분 및
활성

갈색거저리 유충 분말 첨가 수준에 따른 도토리묵의 항산

화성분은 polyphenol 화합물의 함량(AOAC법 1995)과 ascor-
bic acid의 함량(Park 등 2008)을 측정하였고, 항산화 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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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ash Carbohydrate Crude fat
Control  85.45±0.28a1) 0.18±0.01d 0.05±0.01d 14.16±0.16a 0.17±0.02d

0.75% mealworm 85.71±0.17a 0.41±0.05c 0.07±0.02c 13.40±0.14b 0.41±0.02c

1.50% mealworm 85.37±0.22a 0.90±0.03b 0.10±0.02b 12.74±0.18c 0.89±0.03b

2.50% mealworm 85.46±0.22a 1.30±0.05a 0.13±0.02a 11.90±0.33d 1.21±0.07a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d)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2. Proximate chemical composition of acorn Mook prepared with different levels of mealworm powder  (unit: %)

Treatment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Control  38.30±0.90b1) 3.42±0.32c 14.90±0.57a

0.75% mealworm 40.60±1.31a 3.74±0.33b 14.55±0.55ab

1.50% mealworm 41.09±1.11a 3.82±0.19b 14.32±0.72b

2.50% mealworm 40.57±1.15a 4.43±0.23a 14.42±0.55b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c)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Hunter’s color value of acorn Mook prepared with different levels of mealworm powder 

DPPH전자공여능(Blois MS 1958)과 ABTS 라디칼 소거능

(Robert 등 1999)을 측정한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5. 관능평가
갈색거저리 유충 함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도토리묵의 관

능평가를 위하여 식품영양학과 45명을 선정하여 실험목적 

및 평가항목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시료의 맛, 색, 조
직감 및 종합적 기호도에 대하여 대단히 싫다(dislike ex-
tremely) 1점, 보통이다(neither like nor dislike)를 4점, 대단히 

좋다(like extremely)를 7점으로 하는 Likert 7점 척도법에 따

라 측정하였다

6. 통계처리
모든 연구 결과의 자료는 실험을 5회 이상 반복 측정한 후, 

SPSS 12.0를 이용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그
룹 간의 유의성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

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갈색거저리 유충을 첨가한 도토리묵 품질특성 분석

1) 일반성분
도토리묵의 영양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은 갈색거저리 유충을 첨가하여 묵을 제조하고, 일반

성분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갈색거저리 유충 무첨가군인 대조군의 수분함량은 85.45%

였으며, 갈색거저리 유충 첨가군은 첨가 농도별로 각각 

85.71, 85.37 및 85.46%로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단백질, 조회분 및 조지방의 경우, 도토리

묵 제조시 첨가한 갈색거저리 유충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유

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수화물의 함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이유는 갈색거저리 유

충의 조단백질과 조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

었다(Kim & Jung 2013). 
Min 등(2016)은 갈색거저리 유충을 첨가하여 제조한 쿠키

에서 조단백질, 조지방 함량이 높게 나타났고, 탄수화물 함량

은 낮았다고 하여 본 결과와 제조한 식품은 다르지만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2) 색도
갈색거저리 유충 함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도토리묵의 색

도 차이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갈색거저리 유충 무첨가군인 대조군의 명도는 39.30이었

으며, 갈색거저리 유충을 첨가하여 제조한 실험군은 첨가 농

도별로 각각 40.66, 41.09 및 40.57로 대조군과는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고, 농도별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 도
토리묵 제조시 다소 밝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색도의 경

우, 대조군은 3.42였으며, 갈색거저리 유충 첨가군은 첨가 농

도가 높을수록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황색도

에서는 대조군은 14.90을 나타내었고, 갈색거저리 유충 첨가

군은 14.55, 14.32, 14.42로 대조군에 비하여 다소 낮아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Kim 등(2014)은 갈색거저리 유충분말을 첨가한 파스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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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Hardness(g) Adhesiveness Springiness Cohesiveness Gumminess Chewiness
Control 193.93±19.96a1) －8.65±4.23a 0.76±0.04a 0.95±0.01a 183.79±14.18a 139.52±17.76a

0.75% mealworm 162.99±18.70b －8.44±3.36a 0.74±0.03a 0.94±0.02a 170.62±33.46ab 126.93±23.70ab

1.50% mealworm 174.77±39.54ab －7.38±3.27a 0.70±0.03b 0.90±0.06b 158.83±34.30ab 111.90±32.76b

2.50% mealworm 165.46±36.18b －6.42±2.05a 0.71±0.04b 0.93±0.03a 154.56±32.23b 110.11±30.71b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b)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4. Textural characteristics of acorn Mook prepared with different levels of mealworm powder 

Treatment Polyphenol
(mg%)

Ascorbic acid
(mg%)

DPPH
(%)

ABTS
(AEAC mg%)

Control  28.48±1.42a1) 144.23±0.25a 66.36±2.63a 272.49±6.44a

0.75% mealworm 21.24±0.95d 143.44±0.30b 51.34±0.27b 209.39±4.82b

1.50% mealworm 22.69±1.05c 141.54±0.28c 34.85±0.74c 175.08±5.96c

2.50% mealworm 26.00±1.03b 139.96±0.17d 26.63±2.99d 169.85±5.81c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d)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5. Antioxidative component and activities of acorn Mook prepared with different levels of mealworm powder 

서 명도와 황색도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졌고, 적색도

는 증가한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Hwang & Choi(2015)의 

갈색거저리 유충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머핀의 L값은 감

소하였고, 적색도(a값)와 황색도(b값)이 증가되었다고 한 결

과와 비교하면 다소 차이를 보여, 제조하는 식품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조직감
갈색거저리 유충 함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도토리묵의 조

직감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갈색거저리 유충 무첨가군인 대조군의 경도(hardness)는 

193.93 g이었으며, 갈색거저리 유충 첨가군은 각각 162.99, 
174.77, 165.46 g으로 대조군과 비교할 때 경도가 낮아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갈색거저리 유충 첨가 농도에 의존하

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부착성(adhesiveness)의 경우, 
대조군이 갈색거저리 유충 첨가군보다 낮은 값을 보이기는 

하지만, 갈색거저리 유충 첨가군과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다. 탄성(springiness)에서는 대조군이 0.76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지만, 갈색거저리 유충 첨가량이 증가하

게 되면 탄성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검성

(gumminess) 및 씹힘성(chewiness)의 경우에는 대조군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갈색거저리 유충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점

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Kim 등(2014)은 갈색거저리 유충 분말 첨가량이 높아질수

록 파스타에서의 경도가 낮아졌다고 하여 본 결과와 일치하

였으나, Kim 등(2015)과 Min 등(2016)은 갈색 거저리 유충 첨

가 쿠키 및 패티에서의 경도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한

다고 하여 본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제조한 식품이 

갖는 물리적 특성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갈색거저리 유충을 첨가한 도토리묵 항산화 성분 및
활성

갈색거저리 유충 함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도토리묵의 poly-
phenol 화합물, ascorbic acid 및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Polyphenol 화합물의 경우, 대조군은 28.48 mg%였으며, 갈

색거저리 유충 분말 첨가군은 첨가 농도별로 각각 21.24, 
22.69 및 26.00 mg%로 대조군이 가장 많은 함량을 나타내었

다. Ascorbic acid의 경우에는 대조군은 144.23 mg%로 가장 

많은 함량이었고, 갈색거저리 유충 첨가군은 139.96~143.44 
mg%로 대조군보다는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
와 같이 대조군이 갈색거저리 유충첨가군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묵의 주 원료인 도토리 가루가 대조군 제조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Hwang 등(2015)은 

갈색거저리 유충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머핀의 polyphenol 
화합물의 함량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높

아진다고 하여 본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항산화 활성 측정 결과의 경우,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대

조군은 66.36%로 가장 높았고, 갈색거저리 유충 첨가군은 첨

가 농도에 따라 각각 51.34, 34.85 및 26.63%로 갈색거저리 유

충 첨가량이 많을수록 라디칼 소거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나 갈색거저리 유충 첨가에 따른 주 원료인 도토리 가루의 

첨가량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ABTS 라디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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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Taste Flavor Color Texture Overall preference

Control 3.98±1.67a1) 4.27±1.63a 5.22±1.28a 4.58±1.74a 4.60±1.52a

0.75% mealworm 3.82±1.76a 4.22±1.74a 4.36±1.33b 4.27±1.76a 4.31±1.78a

1.50% mealworm 2.78±1.52b 3.42±1.42b 3.91±1.18bc 2.56±1.37b 3.02±1.53b

2.50% mealworm 3.02±1.39b 3.49±1.50b 3.67±1.19c 3.09±1.38b 3.31±1.35b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c)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6. Sensory evaluation of acorn Mook prepared with different levels of mealworm powder 

거능의 경우도 DPPH 라디칼 소거능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3. 관능검사
갈색거저리 유충 함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도토리묵의 맛, 

향, 색, 조직감 및 종합적 기호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맛의 경우, 대조군은 3.98의 기호도를 보였으며, 갈색거저

리 유충 첨가군은 첨가농도별로 각각 3.82, 2.78, 3.02로 0.75 
% 첨가군은 대조군보다 다소 낮은 기호도를 보이기는 하였

지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과 

조직감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조군과 0.75% 첨가군이 높은 기

호도를 보였다. 색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에서는 대조군이 

5.22로 가장 높았고, 첨가 농도별로 각각 4.36, 3.91 및 3.67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색에 대한 기호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 기호도에서는 대조군이 4.60으로 가장 높

은 값을 나타내었고, 0.75% 첨가군은 4.31로 다소 낮았지만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1.5% 및 2.5% 첨
가군은 낮은 기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2014)의 갈색거저리 유충 분말이 20% 첨가된 쿠키

가 관능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나타내었다고 하여 본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실험에서의 도토리묵은 쿠키와 달리, 과량 

첨가시 도토리묵의 부드러운 촉감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도

토리묵에는 0.75% 내외가 기호도면에서 좋을 것으로 판단되

었으며, 갈색거저리 유충 첨가로 단백질의 함량을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요약 및 결론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의 식품소재로서 이용성을 높이고, 
대부분 탄수화물로 구성된 도토리묵의 영양성을 높이기 위

하여 갈색거저리 유충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도토리묵을 제

조하고 이화학적 및 관능적 품질 특성을 측정하였다. 일반성

분 실험결과, 수분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조단

백과 조회분, 조지방 함량은 갈색거저리 유충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높은 값을 보였으며, 탄수화물은 갈색거저리 유충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색도의 경우, 명

도는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갈색거저

리 유충 첨가 농도가 높을수록 적색도는 증가하였고 황색도

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직감의 경우, 경도와 탄성, 검
성 및 씹힘성은 갈색거저리 유충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고, 점착성과 응집성은 갈색거저리 유충 첨

가에 의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
색거저리 유충을 첨가한 도토리묵의 항산화 성분 및 활성 측

정결과, polyphenol 화합물의 함량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

이지 않았지만, ascorbic acid의 함량은 적게나마 갈색거저리 

유충의 함량과 반비례하였다. 또한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에서 갈색거저리 유충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활성은 

감소하였다. 갈색거저리 유충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도

토리묵의 관능평가에서는 대조군이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

였지만, 0.75% 갈색거저리 유충 첨가군과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도토리묵 제조 시 갈색거저리 유

충의 함량은 0.75% 내외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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