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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잡곡밥

의 섭취 실태를 분석하고, 잡곡밥의 관능적 식미 향상을 위한 최적 혼합비율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제 5기 2

차년도(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잡곡밥의 섭취 현황을 분

석하였다. 24시간 회상법에 의하여 식품섭취조사에 참여한 만 1세 이상의

7,704명의 자료 중 백미밥 또는 백미에 백미이외의 곡류 및 두류를 한 가지

이상 혼합하여 지은 잡곡밥을 한 끼 이상 섭취한 7,190명(93.3%)의 자료를 분

석하였다. 잡곡밥의 일 섭취횟수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28.9%가 하루

한 끼의 잡곡밥을 섭취하였고, 24.3%는 하루 두 끼, 14.4%는 하루 세 끼의 잡

곡밥을 섭취하였다. 한 끼도 섭취하지 않은 사람은 32.4%를 보였다. 연구대상

자가 섭취한 백미밥과 잡곡밥의 15,250 끼니에 대하여 일반사항에 따른 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성(53.6%)보다는 여성(64.5%)에 있어서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에 따른 분석에서는 1~18세, 60대 이상의 연령군에서 60%

이상의 높은 잡곡밥 구성 비율을 보였고, 19세~40대에서는 약 50% 정도의 구

성 비율을 보였다. 거주지역에 따른 분석에서는 농어촌(54.8%)보다 중소도시

(57.5%), 대도시(62.0%)로 갈수록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높았다. 끼니에서는

점심(49.1%)보다 아침(69.6%), 저녁(57.9%)에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높았고,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71.2%의 높은 잡곡밥 구성 비율을 보인 반면, 급

식, 외식업소, 기타 장소의 경우에는 11.2%~38.9%를 보이며 낮은 비율을 보였

다. 백미밥과 잡곡밥 종류의 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백미밥이

41.1%로 가장 높은 구성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백미에 백미이외의 곡류

및 두류를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지은 잡곡밥, 보리밥, 혼합곡 상품을 이용한

잡곡밥, 흑미밥, 현미밥, 검은콩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곡류를 미곡류, 맥류,

잡곡류 및 두류로 분류한 후 곡류 혼합개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평균적으로

2~3개의 곡류를 혼합하여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류 혼합패턴은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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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53.2%가 미곡류만을 혼합하여 섭취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미곡류+두류’,

‘미곡류+맥류’, ‘미곡류+잡곡류’, ‘미곡류+맥류+두류’, ‘미곡류+맥류+두류+잡곡류’

순의 혼합패턴을 보였다. 둘째, 우리나라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잡곡인 현미,

흑미, 기장, 차수수, 차조, 찰보리를 실험재료로 선정한 후 식미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각각의 잡곡에 백미와 찹쌀을 혼합하였다. 혼합물실험설계법을 이용

하여 곡류 혼합비율에 따른 10개의 실험점을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실험점에

서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잡곡밥 6종의 곡류 혼합비율에 따른 관능검

사 결과, 백미와 찹쌀의 함량이 높고 잡곡의 함량이 낮을수록 종합적 기호도

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색도는 잡곡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a, b값이 높았

고, L값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텍스처 특성에서는 백미와 찹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부착성, 응집성이 증가하였고, 잡곡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경도, 탄

성, 씹힘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호화특성에서는 백미의 함량이 증가할

수록 최고점도, 최저점도, 강하점도, 최종점도가 증가하였고, 잡곡의 함량이 증

가할수록 치반점도와 호화개시온도가 높아졌다. 관능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반

응최적화도구를 이용한 잡곡밥의 최적 혼합비율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미밥-현미 27.0%, 백미 50.3%, 찹쌀 22.7%, 흑미밥-흑미 5.0%,

백미 67.7%, 찹쌀 27.3%, 기장밥-기장 11.9%, 백미 64.5%, 찹쌀 23.6%, 차수

수밥-차수수 15.6%, 백미 64.4%, 찹쌀 20.0%, 차조밥-차조 5.0%, 백미 56.8%,

찹쌀 38.2%, 찰보리밥-찰보리 9.1%, 백미 69.9%, 찹쌀 21.0%. 본 연구에서 도

출된 최적 혼합비율의 잡곡밥 6종과 한 대형 위탁 급식업체의 레시피대로 조

리한 잡곡밥과 비교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격이 높은 고품질의 쌀을

사용한 급식업체의 잡곡밥과 종합적 기호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주요어: 국민건강영양조사, 잡곡밥, 혼합물실험설계법, 관능검사, 식미, 최적화

학번: 2004-2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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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인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 식품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밥, 국, 김치 또는 밥, 찌개, 김치 등 전통식 식단을

중심으로 한 밥류의 기여순위가 가장 높다(강민지 등 2011; 문현경 등 1994;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2; 송윤주 등 2009, 정현주 등 2011; 최지현 &

문현경 2007). 쌀(Oryza sativa L.)은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

민족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요한 식량자원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

라의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2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쌀 소

비량이 69.8kg으로 2000년의 93.6kg 보다 약 25%(23.8kg)가 감소하였으며, 재

배 면적도 최근 10년간 16.5%가 감소하였다(통계청 2012). 또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식생활 패턴의 서구화, 간편식 섭취의 증가로 인해 빵, 면, 만두

류와 같은 밀 가공식품의 섭취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동물성 식품 및 지방

의 과잉 섭취현상이 심화되고 있기도 하다(김민아 등 2011; 이계임 등 2009;

정상진 등 2006). 이러한 식생활 패턴의 변화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다

양한 대사성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김영옥 2008; 백인경 2011;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2).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식품의 고급화, 다양화 추세에 따라 건강식품,

기능성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쌀에 있어서도 단순 식량자원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영양과 기능성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되고 있다(손종록 등 2002;

김연규 2010). 이에 영양 강화미, 유색미, 가공용 품종 등 다양한 종류의 특수

미들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백미와 비교하여 여러 종류의 생리활성 물질

및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잡곡 및 두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U.S. Department of Agriculture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에서는 대사성질환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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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철, 마그네슘, 셀레늄, 비타민 B군, 식이섬유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정제되지 않은 전곡류(whole grain)를 일정량 이상 섭취할 것

을 권장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하루 총 곡류 섭취량 중에 반 정도를 전

곡류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며, 일 3 oz(약 85 g)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전곡

류는 곡물의 배유(endosperm), 배아(germ), 겨(bran)를 함유하고 있는 곡류로,

통밀, 오트밀, 옥수수, 현미, 보리, 호밀, 메밀 등이 이에 속한다(Food & Drug

Administration 2009).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지만, 정제되지 않은

곡류인 현미, 보리, 귀리와 수수, 기장과 같은 잡곡류를 전곡류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전곡류는 피토케미칼(phytochemical), 섬유소, 항산화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

으며(Slavin 2004), 이러한 전곡류 섭취를 통해 당뇨병, 고혈압 또는 심혈관질

환 등과 같은 대사성 질환 발생위험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Jacobs DR 등

1998, Liu S 등 1990, McKewon NM 등 2002, Montonen J 등 2003; Wang L

등 2007). 국내의 경우에는 전곡류에 대한 권장량이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하루

한 끼 정백미 대신 전곡류의 섭취를 통해 혈당개선효과 및 동맥경화증 위험 요

소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장양수 등 2000). 또한 채소, 과일과 함께 전곡류인 현

미밥의 섭취는 청소년의 체내 항산화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김소현 등 2012). 이승민(2011)은 전곡류의 만성질환 예방효과에

대한 연구사례를 들며 한국인의 전곡류 섭취증진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전

곡류 섭취수준 및 실태파악에 대한 신뢰성 있는 기초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하루 중 섭취빈도가 높은 밥류의 경우 잡곡류 및 두류의

영양학적 우수성 등이 보고되면서(김양수 등 2005; 김혜미 2012; 임상빈 등

2003; 우관식 등 2011; 이하규 등 2010; 정은영 등 2009), 백미 중심의 쌀밥에서

다양한 잡곡류 및 두류를 혼합하여 섭취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안은미

등 2011; 이영미 2012). 과거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혼분식이 장려되기도 하였으

나(김숙희 1972), 근래에 들어서는 건강과 영양차원에서 혼식이 권장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식사패턴 분석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보고(강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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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계승희 등 1996; 최지현 & 문현경 2007; 최지현 & 문현경 2008; 송윤주 등

2005; 송윤주 등 2009; 문현경 등 1994)되고 있으나 주식류, 부식류 등 전반적인

차원에서 보고되고 있다. 일부 밥 중심 식사의 영양평가 및 쌀 소비와 관련된 연

구들이 보고(손수현 등 2013; Cha 등 2011)되고 있으나, 밥류만을 중심으로 섭취

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한편 잡곡류 및 두류를 이용하여 혼식하는 경우 관능적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김윤선 & 이귀주 2006, 윤석원 등 2011). 일반적

으로 밥의 식미는 곡류의 품종, 산지 및 재배조건에 따른 이화학적 성분특성

과 수확 후 건조, 저장 및 도정도에 따른 가공특성, 그리고 취반 할 때의 여러

가지 물리적 조건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한국쌀연구회 2010). 기존

에 밥의 식미 향상을 위한 연구들의 경우 취반 조건 설정 및 텍스처 특성을

분석하여 밥맛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한국식품개발연구원

1993; 금준석 등 1995; 이수정 1996; 한귀정 등 2008)들이 있었다. 잡곡밥에 있

어서 곡류의 적정한 혼합비율은 잡곡을 이용하여 지은 밥의 관능적 특성을 결

정짓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에 있어

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밥류를 중심으로 잡곡밥 및 곡류의 섭취 실태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둘째, 잡곡밥을 취반할 때의 물리적 조

건이라 할 수 있는 곡류의 혼합비율에 따라 품질 특성을 분석하고, 식미가 향

상된 최적의 곡류 혼합비율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그림 1-1과 같다. 각 연구주제별 연구방법을 요약하면 표

1-2와 같다. 연구 1에서는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잡곡밥과 곡류를 분석하고, 섭취빈도 및 곡류 혼합패턴

등을 분석하여 식생활에 있어서의 곡류이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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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한국인의 잡곡밥 섭취 실태 분석

식품군분류
(잡곡밥)

끼니
(아침, 점심, 저녁)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2011년 자료 이용)

섭취빈도가 높은 상위 15위 내의 잡곡밥 선정

연구 2
잡곡밥의 식미 향상을 위한 곡류 혼합

비율 최적화

식미가 최적화된 곡류 혼합비율 도출
식사장소

(가정, 급식, 외식, 기타)
일반사항

(성별, 연령 등)

섭취현황 분석

혼합물실헙설계법
(Minitab ver. 16.0 활용)

이화학적분석
(일반성분, 수분흡수율

색도, 호화 특성, 텍스처 특성)

관능검사
(외관, 향, 조직감, 찰기, 종합적기호도)

잡곡밥 6종 선정
(현미밥, 흑미밥, 기장밥, 

차수수밥, 차조밥, 찰보리밥)

그림 1-1. 연구의 구성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잡

곡밥 6종을 실험재료를 선정하였다. 혼합물실험설계법을 이용하여 각각 잡곡

밥의 곡류 혼합비율에 따른 실험점을 얻었으며, 그 실험점에서 품질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반응최적화도구를 이용하여 관능적 최적 혼합비율을 도출하

였다. 연구 2의 일부 내용은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와 동아시아식생활학회

지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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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연구 1 연구 2

연구목적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밥류를 중심으로 잡곡밥

섭취 실태에 대하여 분석

잡곡밥의 식미 향상을 위한 곡류
혼합비율별 이화학적 품질

특성을 분석하고, 관능적 최적
혼합비 도출

분석자료 및

실험재료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24시간 회상법에 의한
식품섭취조사 자료 이용

섭취빈도가 높은 현미, 흑미,
기장, 차수수, 차조, 찰보리와

식미 향상을 위한 혼합 곡류로
백미와 찹쌀을 실험재료로 선정

분석내용
일반사항, 식사장소, 끼니별

잡곡밥 섭취 현황 및 혼합 곡류
개수, 혼합 곡류패턴 분석

곡류별 일반성분 분석,
수분흡수율 측정 및 곡류

혼합비율에 따른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색도, 텍스처 특성,

호화 특성 분석

표 1-1.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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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잡곡밥의 섭취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재 시중에서 많이 시판되고 있는 혼합곡 상품 현황과 그와 관련된 특허 내

용을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았다. 또한 잡곡밥의 식미 향상을

위한 연구에서는 곡류의 혼합비율에 따른 품질 특성을 분석한 문헌들을 중심

으로 고찰하였으며, 미질 평가 방법에서는 본 연구의 실험 분석에 적용된 곡

류의 일반성분 및 수분흡수율과 관능검사, 기기적 측정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

였다.

1. 잡곡밥 섭취 현황

최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웰빙(well-being), 로하스(lohas) 등

사회적 가치와 소비자의식 변화에 따라 주식에 있어서도 전통적으로 즐겨먹던

백미밥에서 다양한 곡류를 섞어 먹는 잡곡밥의 섭취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

리나라 주요 식량작물 소비패턴을 보고한 내용(농수산물유통공사 2007)에 따

르면 조사대상 가구 중 85.2%가 콩, 보리, 흑미 등을 혼합한 잡곡밥을 섭취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강원 지역 성인의 경우에는 84.8%가 잡곡밥을 섭취하고 있었으

며, 콩, 흑미, 현미, 찹쌀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김윤선 & 이귀주 2006). 잡

곡밥의 섭취가 당뇨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식이요법으로 인지하고 있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94.1%가 잡곡밥을 섭취하였으며, 주로 혼합하는 잡곡류로는

검정콩, 찰보리, 찹쌀, 쌀보리, 찹쌀현미, 수수 등의 순을 보였다(정은순 등

2010). 서울, 전라, 경상지역의 10대 이상을 대상으로 잡곡밥의 기호도에 대하

여 조사한 연구(장혜림 등 2012)에서는 조사대상자의 78%가 잡곡밥을 좋아한

다고 하였으며, 혼식하는 잡곡으로는 흑미, 현미, 보리 순으로 나타났다.



- 7 -

산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급식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백옥희

등 2007)에 따르면, 밥류에 있어서 오곡찰밥, 잡곡밥, 콩밥 등의 순으로 기호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생활을 하는 성인들의 경우 건강 및 영양

을 생각하기 때문에 백미밥보다는 잡곡밥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전국 초등학교 메뉴별 제공 빈도를 조사한 연구(정현주 등 2000; 문현경

2003)에서 주식류를 살펴보면 보리밥의 제공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

로 콩밥, 쌀밥, 조밥, 수수밥, 팥밥, 찰밥, 잡곡밥 등과 같은 잡곡밥의 제공빈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운영(대전시 교육청

2012)되고 있는 대전지역 초, 중, 고등학교의 잡곡밥 제공 현황(농촌진흥청

2011)을 살펴보면 다양한 잡곡밥이 제공되고 있었다. 미곡류, 맥류, 두류, 잡곡

류 등의 다양한 곡류 및 두류를 혼합하여 메뉴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특히 ‘현

미’가 들어간 메뉴명이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적미밥’과 같이 유

색미를 혼합한 밥이 있었으며, ‘클로렐라밥’, ‘칼슘쌀밥’, ‘강황밥’, ‘아미노쌀밥’,

‘녹차칼슘밥’과 같이 영양 강화미, 기능성 곡류 등을 혼합한 밥도 제공되고 있

었다.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메뉴의 기호도를 분석

한 연구(김경애 등 2003; 김소희 등 2006; 변광인&정보화 2006; 이경은 등

2005; 이경화 & 박은숙 2010; 한경수 & 홍숙현 2002)에서는 일반적으로 쌀밥

(백미)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잡곡밥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주식류 다빈도 섭취음식은 쌀밥, 잡곡밥, 라면,

보리밥, 혼합잡곡밥, 콩밥, 흑미밥, 현미밥, 김밥, 김치볶음밥 등이 상위를 차지

하고 있었다(이영미 2012). 이를 통해 제공빈도는 잡곡밥류가 높았으나 선호도

에 있어서는 쌀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두류를 혼합한 경우에는

낮은 기호도를 보였다.

학교급식의 대상은 만 6세에서 18세 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특히 성장과 발육이 지속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한 식생활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식류에서 잡곡밥의 선호도를 높이고, 다양한 음식

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학부모 및 학교 선생님, 영양교사들의 교육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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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것이며(정혜정 2009), 메뉴개발도 다각도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100%인 11,520개교에서 1일 671만 명(전체학생의

99.5%)에게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교육부 2013)에서 학교급식을 통하여

쌀을 보급하는 것은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 일 것이

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경우 쌀로 된 밥을 살이 찌는 음식이라 여겨 밥을 기

피하고 대신에 패스트푸드나 밀가루 음식을 섭취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데,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들의 기호에 맞는 쌀밥을 중심으로 식습관에 익숙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정금주 2001; 손숙미 2001). 한때 정부에서는 통일미 과다재고로 인한 해

소방안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학교급식에 통일미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말까지 묵은 재고미가 공급되었었다. 그러나 성장기에 있는 아동, 청

소년에게 건강하고 건전한 쌀 소비습관 유지를 위해 맛있는 쌀을 공급해야 한

다는 여론과 함께 2001년 3월부터 신곡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이계

임 & 김성용 2002).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쌀은 안전성은 물론 영양적으로나

품질적으로 우수해야 할 것이다.

2. 혼합곡 상품 및 특허 현황

1) 혼합곡 상품

최근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건강 식단으로 혼식의 선호도가 높아지면

서 소비자의 요구도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혼합곡이 시판되고 있다. 쌀 수급이

부족하던 1970년대 초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잡곡방출을

늘리며, 쌀과 보리쌀의 비율을 8대 2 또는 7대 3으로 혼합한 혼합곡 판매방침을

세우기도 하였다(매일신문 1973).

일부 혼합곡 전문업체의 상품을 살펴보면, 5곡에서 30여곡에 이르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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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류, 맥류, 잡곡류 및 두류를 혼합하여 상품화하고 있으며, 일부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유색미, 강화미 등 특수미를 혼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메성 곡

류와 함께 찹쌀을 비롯한 찰성 곡물들을 많이 혼합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

람의 경우 부착성이 있고, 끈기가 있는 밥을 선호(김혜원 등 2012)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상품명은 ‘웰빙’, ‘건강’, ‘영양’, ‘균형’이라는 단어를 사

용하여 혼합곡의 영양적,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

한 곡류를 혼합하여 상품을 제조하는 경우 각각의 곡류가 가지고 있는 이화학

적 특성으로 인해 수분흡수율 및 호화특성 등과 같은 취반조건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취반시 익는 속도의 차이로 인해 조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제조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경도가 높고 수침시간이 장

시간 요구되는 곡류의 경우 압착을 하거나, 쌀알 크기로 분쇄하여 혼합함으로

써 조리시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혼합곡 시장이 본격화 되면서 혼합곡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요구도

및 선택속성 등을 분석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혼합곡 선택 속성에 있어

서 고객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포장 단위, 포장 디자인 등과 같

은 포장요인이었으며, 재구매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능성,

쌀의 생산년도, 영양성분, 쌀의 도정일자, 밥의 품질 등에 해당하는 품질요인

이었다(김은진 등 2012).

컨조인트 분석을 통하여 양곡판매종사자를 대상으로 혼합곡 구매속성에 관

하여 분석한 연구(윤석원 등 2011)에서는 현재 혼합곡 시장에서 중요한 속성

은 ‘곡수’와 ‘품목군’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곡수는 5~8곡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곡류의 종류로는 흑미·보리류가 주로 함유된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맛과 소화흡수가 용이하며, 부드럽게 도정된 곡류를 선호하였다. 또한 혼

합 곡수가 많을수록 가격이 높고,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

근 혼합곡 시장이 성숙되어 갈수록 소비자가 선호하는 곡류를 혼합하는 맞춤

식 혼합곡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었다.

농수산물유통공사(2007)의 ‘주요 식량작물 소비패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혼합곡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나, 구매하지 않은 절반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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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대부분 가족이 좋아하지 않는 곡류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서울·경기와 강원지역의 잡곡밥 섭취실태 및 만족도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김윤선 & 이귀주 2006)에서는 잡곡밥을 선호하는 이유로 ‘영양가가 백미

보다 우수해서’라고 답한 반면, 잡곡밥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부드럽지 못

해서’, ‘맛이 없어서’, ‘색·조직감이 좋지 못해서’ 등으로 나타나 잡곡밥의 관능

적 기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잡곡밥의 식미를 향상하기 위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수입산 잡곡들이 들어오면서 혼합되어지는 곡류의 원산지도 혼합곡

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의 잡곡 유통실태 보고서(성명환 & 권대흠 2011)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우리

나라의 잡곡류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높은 선호도에 비하여 국

산 잡곡류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수입량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잡곡 자급률은 25.8%로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곡류별 수입비중은 수

수 85%, 팥 78%, 조 71%, 메밀 57%라고 하였다.

2) 혼합곡 특허 현황

곡류의 섭취비율이 높은 국내와 일본을 중심으로 혼합곡 관련 특허 현황을 살펴

보았다.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www.kipris.or.kr)를 이용하였으며, 국내

특허의 검색어는 ‘잡곡밥’, ‘혼합밥’, ‘혼합곡’, ‘식미 향상’을 이용하였으며, 일본 특허

의 경우에는 국내 검색어와 동일하게 검색 한 후 연관검색어로 확장하여 ‘블렌드

쌀’, ‘블렌드 미’, ‘품질 개량’ 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중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국내 특허 11건, 일본 특허 16건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혼합곡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품이 시판되면서 여러 가지 기

술을 접목한 특허가 출원, 등록 되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영양 강화, 식미 향상,

편리성 추구, 품질개량 등의 목적으로 곡류 혼합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영양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양건강 혼합미’, ‘잡곡밥 제조용 곡물

혼합물’, 또는 ‘잡곡의 혼합곡’ 명칭으로 출원, 등록되어 있었다. 적용 기술에서는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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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잡곡류를 적정 비율로 혼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양소가 풍부한 다양한 곡

류를 섭취함으로써 균형 있는 식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곡류별 혼합비율을 산정할 때

그 원리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단순 혼합에 대한 비율만을 제시하고 있었다.

‘식미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곡류를 혼합한 특허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쌀의 혼합 방법’에서는 상대적으로 식미가 떨어지는 다

수확 품종의 쌀에 저 아밀로스 쌀인 백진주와 고품질의 쌀 추청, 그리고 향미(香

米)로 알려진 향남을 혼합하여 식미를 개선하고자 한 특허 내용이 있었다. 또한

‘백미의 크기로 분쇄한 혼합곡 및 그 제조 방법’, ‘압착혼합곡식의 제조방법’ 에

서는 곡류별 이화학적 특성 차이로 인해 혼합곡 취반시 어려움으로 지적되어 온

조리시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도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낱알이 큰 두류의 경우

분쇄, 압착의 방법으로 곡류를 가공한 후 혼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영양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혼합곡의 특허가 주류를 이루는 우리나라와는 달

리 일본은 식미 및 품질개량과 편리성 추구를 위한 내용으로 다수의 관련특허

가 출원, 등록되고 있었다(표 2-2). 식미개선을 위해 경질미에 저아밀로스 쌀을

혼합하는 방법, 고아밀로스 쌀과 중아밀로쌀을 혼합하는 블렌드 미(米)가 있는

반면, 쌀밥의 품질 개량을 위해 α화 전분과 β화 전분을 혼합한 쌀, 그리고 아

밀라아제, 프로테아제, 셀룰라아제 등 품질 개량제를 혼합한 블렌드 미가 있었

다. 일부 우리나라와 같이 영양 성분을 강조하여 ‘잡곡 블렌드 미곡’이라는 명

칭으로 여러 가지 곡류를 혼합한 블렌드 미가 있었으며, 백미와 현미를 용적비

5:5로 혼합한 ‘취사용 미곡 혼합물’이 있었다. 또한 ‘영양가 높은 취사 혼합미의

제조법’이라는 명칭으로 발아현미, 대두, 정백미를 혼합한 혼합곡이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다양한 곡류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혼합

곡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리성을 강조한 블렌드 미도 있었다. ‘블렌드 쌀 및

그것을 이용한 레토르트 식품 및 무균 팩에 든 식품’, ‘블렌드 무세미의 제조

방법’, 백미와 무세미를 혼합한 ‘블렌드 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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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 칭(특허번호) 적용기술

1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쌀의 혼합

방법(KR-1021472)
다수확 품종의 쌀 + 백진주 + 추청 + 향남

2
영양건강 혼합미

(KR-2008-0000593)

1분도미, 2분도미, 3분도미, 4분도미, 5분도미, 6분도미, 7분도미, 8분도미,

9분도미 중의 하나인 쌀 + 백미

3

백미에 곡류와 두류를 일정비율

배합한 제조미(製造米)의 제조 방법

(KR-2006-0083554)

백미에 곡류와 두류를 일정비율 배합한 제조미

4
잡곡밥 제조용 곡물 혼합물

(KR-2001-0110059)

보리 15~25중량%, 현미 10~20중량%, 찰흑미 8~12중량%, 찹쌀 8~12중량%,

통밀 8~12중량%, 현미찹쌀 8~12중량%, 차기장 2~3중량%, 속서리태 4~6중

량%, 백태 2~3중량%, 먹태 2~3중량%, 차조 4~6중량%, 율무 2~3중량%, 차

수수 4~6중량%, 적두 2~3중량%

5
잡곡밥 제조용 곡물 혼합물

(KR-2001-0109456)

보리 18∼25중량%, 현미 15∼22중량%, 속서리태 4∼6중량%, 현미찹쌀 8

∼12중량%, 통밀 10∼15중량%, 찰흑미 8∼12중량%, 찹쌀 8∼12중량%,

차조 4∼6중량%, 적두 2∼3중량%, 차수수 4∼6중량%

6
잡곡밥 제조용 곡물 혼합물

(KR-2001-0109455)

보리 20∼30중량%, 현미 15∼25중량%, 흑미 12∼18중량%, 현미찹쌀 12

∼18중량%, 속서리태 8∼12중량%, 차수수 8∼12중량%, 차조 4∼6중량%

7

쌀과 잡곡의 가공 방법 및 쌀과

잡곡의 혼합곡

(KR-2000-0066762)

쌀 80%, 검정콩 5%, 보리 5%, 현미 3%, 율무 2%, 흑미3%, 차조2%의

혼합곡

8
잡곡의 1차 가공 방법 및 쌀과 잡곡의

혼합곡(KR-2000-0038509)
보리, 찰현미, 수수, 율무 및 콩의 혼합곡

9
잡곡밥 제조용 곡물 혼합물

(KR-2000-0012716)

백미 45~62중량%, 찹쌀 13~18중량%, 현미 6~10중량%, 2분도로 정미한

차수수 3~5중량%, 기장 3~5중량%, 차조 3~5중량%, 녹두 2~3중량%, 흑향

미 2~3중량%, 검은콩 2~3중량%, 팥 2~3중량%, 쌀메밀 2~3중량%

10

백미의 크기로 분쇄한 혼합곡 및 그

제조 방법

(KR-2000-0000496)

백미의 크기로 분쇄한 혼합곡(두류와 곡류)

11
압착혼합곡식의 제조 방법

(KR-495496)

압착혼합곡식 - 곡류는 현미, 찹쌀, 흑미, 보리, 녹차압맥, 비타압맥, 녹말,

율무 차수수, 차조, 기장, 옥수수를 사용하며, 두류는 서리태, 작두,녹두,

창태, 백태, 강낭콩, 흑태, 거두, 서먹태 등이 사용됨

표 2-1. 혼합곡 관련 국내 특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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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 칭(특허번호) 적용기술

1
블렌드 쌀 및 그것을 이용한 레토르트 식품

및 무균 팩에 든 식품(JP-2011-135849)
통상의 백미 + 고아밀로오스 미 + 대맥

2
쌀밥 물성이 개선된 블렌드미

(JP-2003-180269)
경질미 + 저아밀로오스 미

3
블렌드 쌀

(JP-2001-292713)
4000∼8000 대기압으로 가압한 현미 + 백미

4
블렌드 쌀

(JP-2000-210037)
백미 + 무세미

5
블렌드 무세미의 제조 방법

(JP-1999-046703)

백미 2종 이상 + 1종 이상의 전분，곡식 가루를 고압 조립기에서 알파

화하여 압출한 압출물재 + 연마제 혼합 교반→ 블렌드 무세미 제조

6
잡곡 블렌드 미곡

(JP-1996-038078)

반 도정한 백미 50∼70％，대맥 15∼25％，피 1∼5％，수수 1∼5％，기장 1

∼5％，메밀 5∼10％의 잡곡 블렌드 미

7
블렌드미의 제조 방법

(JP-1996-024675)

가수한 일본형의 단·중입종미의 현미 + 인도형의 장입종미의 백미 냉동

미 → 정미하여 블렌드 미 제조

8
인디카 쌀밥의 제조법

(JP-1995-274858)
Indica미 또는 이것을 포함한 블렌드 미(쌀)에 취사시 아밀라이제 첨가

9

고아밀로스쌀 및 중아밀로스쌀로

이루어진 밥 및 해당 밥의 취반 방법

(JP-1995-231759)

고아밀로스쌀 + 중아밀로스쌀

10
잡취용 가공쌀 및 잡취용 가공쌀의

제조 방법 (JP-1997-028318)
찹쌀과 표준미와의 혼합미의 수분율을 68％정도로 한 잡탕죽용 미

11
취반 미곡의 품질 개량 방법

(JP-1996-051941)
α화전분과 β전분을 혼합한 쌀

12
쌀밥의 품질 개량제 및 품질 개량 방법

(JP-1995-274865)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셀룰라아제 등을 함유한 인디카 미, 이를 포함

한 블렌드 미

13
쌀밥 개량제, 개량 쌀밥의 제조 방법 및

개량제 첨가 쌀(JP-1995-274856)

프로테아제，β아밀라아제 및 전분류를 포함한 저질미，특히，경질미 및

경질미를 포함한 블렌드 미(쌀)

14
알파화미를 혼합한 멥쌀

(JP-1993-084043)
알파화미를 혼합한 멥쌀

15
취사용 미곡 혼합물

(JP-2005-174806)
백미와 현미를 용적비로, 5:5로 혼합

16
영양가 높은 취사 혼합미의

제조법(JP-2002-177933)
발아현미, 대두, 정백미의 혼합미

표 2-2. 혼합곡 관련 일본 특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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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잡곡밥의 식미 향상을 위한 연구

최근 잡곡의 영양적, 기능적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쌀과 잡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잡곡밥의 식미 향상을 위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백미

(동진 품종)에 흑미(진도흑미 품종과 수원 425 품종)를 5%, 10%를 첨가하여

텍스처 특성 및 색도변화를 알아본 연구(김두운 등 1998)에서는 흑미의 첨가

량이 많아질수록 흑미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경도가 높아지고, 색도

의 경우에는 가수율에 관계없이 흑미 혼용밥의 명도(L값)는 감소하고, 적색도

(a값)는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백미(동진 품종)에 찰흑미(상해항혈나 품

종)와 찰벼(신선찰벼 품종)를 각각 5%, 7%, 9%, 11% 첨가하여 텍스처와 관능

검사 특성을 분석한 연구(오금순 등 2002)에서는 찰흑미를 9% 첨가하였을 때

모든 텍스처 인자들에서 높은 값을 보였고, 찰벼의 경우에는 9% 첨가하였을

때 탄성, 응집성, 씹힘성, 부착성 및 부착성대비 경도의 비율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관능검사에서는 찰흑미와 찰벼를 9% 혼합하였을때 각각의 혼합밥에

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쌀과 보리를 9:1과 5:5의 비율로 혼합하여 취반한 후 저장시간에 따른 텍스

처 특성을 분석한 연구(김명환 1999)에서는 쌀과 보리의 혼합비율이 9:1인 경

우 5:5 보다 높은 부착성을 보였고, 저장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부착성이 모

두 감소하였다. 또한 씹힘성은 쌀과 보리의 혼합비율이 5:5인 경우 높게 나타

났으며 저장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부착성이 모두 증가하였다. 쌀, 보리, 콩,

팥을 혼합한 잡곡밥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김경자 1985)의 쌀 70%, 보

리 10%, 콩 10%, 팥 10%를 함께 혼합한 잡곡밥의 텍스처가 가장 좋았으며,

곡류와 두류를 혼합한 잡곡밥의 취반 특성을 분석한 연구(임상빈 등 2003)에

서는 백미에 서리태 8%, 팥 10%를 혼합한 잡곡밥의 관능적 기호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와 강원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잡곡밥 섭취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김윤선 & 이귀주 2006)에서는 잡곡밥 섭취시 쌀밥에 6~10%의 잡곡과 두

류를 혼합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잡곡밥 섭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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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조사한 연구(정은순 등 2010)에서는 잡곡의 혼합비율이 50%일 때 보다,

40%를 혼합하였을 때 관능적 선호도가 더 높았으며, 결론적으로 당뇨환자들

의 경우 잡곡의 비율이 낮고, 찰성 곡물의 함량이 많은 잡곡밥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고령층을 위한 잡곡밥의 혼합비율을 제시한 보고(장

혜림 등 2013)에서는 청소년은 40%, 고령층은 소화흡수율과 기호도를 고려하

여 30%의 잡곡 혼합비율을 제시하였으며, 이 혼합비율에서 영양성과 기능성

을 평가하였다.

한편, 권용웅 등(1991)은 저식미(低食味)쌀에 찹쌀 또는 고식미(高食味)쌀을

일정비율 혼합하여 식미향상효과를 보고자 하였으며, 밥맛이 다른 품종들의

쌀을 혼합하여 밥맛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저식미쌀(일

반계 품종)에 시판되고 있는 고식미쌀(동진 품종)을 중량비 80%까지 혼합하여

도 식미향상은 없었다. 식미가 불량한 통일계 고미(‘87, ’89년산)에 시판되고

있는 일반 찹쌀을 20% 혼합하였을 때 식미 향상효과가 있었으나, 중하위 통

일계 및 중상위 일반계 쌀에는 찹쌀 20%를 혼합하여도 유의적인 식미향상효

과를 볼 수 없었다.

천아름 등(2007)은 다른 품종과의 혼합을 통하여 식미 및 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밀로스 함량이 다른 일품벼, 백진주벼, 화선찰벼를 비교한 결

과, 호화가 늦고, 경도가 낮으며, 노화 특성이 양호한 백진주벼, 화선찰벼가 적

절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신미, ‘심복백+피해립’, 통일계, 싸라기, 고미를 이

용하여 중저가 혼합미의 원료 검토 결과 혼합 비율이 증가함에 따른 외관기호

도 및 식미평가에서 신미, 불완전미(심복백+피해립), 통일계, 싸라기, 고미 순

으로 기호도가 감소하여, 가격적인 면을 고려할 때 불안전미가 중저가용 혼합

곡으로 적합하다고 하였다.

쌀 품종별 이화학적 특성과 호화 특성을 통하여 식미의 텍스처 예측모델을

제시한 연구(Bo 등 2013; Bo 등 2010)에서는 고아밀로스 품종의 쌀에 저아밀

로스 품종의 쌀을 혼합함으로써 경도, 점착성, 부착성 등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저식미쌀에 고식미쌀을 혼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소

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품질의 식미를 구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잡곡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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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식미 쌀의 식미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곡류 혼합비율이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잡곡과 고식미의 백미, 찹

쌀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잡곡밥의 식미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4. 쌀의 미질 평가 방법

쌀의 품질은 곡류의 품종, 산지 및 재배조건에 따른 이화학적 성분 특성과

수확 후 건조, 저장 및 도정도에 따른 가공 특성, 그리고 취반할 때의 여러 가

지 물리적 조건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한국쌀연구회 2010). 그러나

쌀에 대한 맛은 취급하는 사람의 기호성, 소비연령, 영양상태 등 개인의 특성

에 따라 달라지며, 그에 따라 품질 평가 항목의 중요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쌀알이 단립형이면서 맑고 투명하며 호화온도가 중

간이거나 다소 낮으며, 아밀로스 함량은 20% 전후로, 밥을 지었을 때 윤기가

돌고, 찰기가 있으며 구수한 냄새를 갖는 쌀을 선호하고 있다(농촌진흥청

2003). 쌀의 객관적 미질 평가를 위하여 이화학적 특성에 근거한 여러 가지

방법이 연구되고 있는데, 식미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아밀로스와 단

백질, 무기질 함량을 분석하는 방법과 물리적 측정 방법으로 쌀가루나 전분의

호화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아밀로그라프(amylograph)와 밥의 물성을 직접적

으로 측정할 수 있는 텍스처미터(texturemeter) 측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농촌진흥청 2003). 본 연구에서는 아밀로스와 조단백질, 수분흡수율, 관능

검사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기적 측정방법인 색도, 호화 특성, 텍스처 특성을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1) 일반성분

쌀의 아밀로스(amylose) 함량 측정은 아밀로스의 나선구조상에 요오드분자

를 결합시켜 안정된 청자색 혼합물을 형성시키는 특성을 이용하여 아밀로스-



- 17 -

요오드 혼합물의 청색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비색계의 적색 파장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여 검정한다(한국쌀연구회 2010). 일반적으로 쌀의 아밀로스 함량은

식미와 음의 상관을 보여, 아밀로스 함량이 낮을수록 그 식미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쌀은 아밀로스 함량이 높으면 취반시 흡수량이 많고 점도가 낮

아지며 경도가 높은 밥이 되고, 아밀로스 함량이 낮으면 밥의 체적증가가 낮

아, 부드럽고 점도가 있는 밥이 된다(Juliano 등 1985). 또한 아밀로스 함량이

낮을수록 밥이 찰기를 나타내며 부드럽고 탄력이 있는 경향을 보인다

(Marshall & Wadsworth 1994). 우리나라 양질미 품종 선발기준에서 아밀로스

함량은 20% 이하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농촌진흥청 2003).

쌀 단백질의 함량은 품종, 질소비료 사용량, 토양, 물 관리 등에 의해서 변

동되고 동일품종에 있어서도 질소시비량에 따라 달라진다(한국쌀연구회 2010).

우리나라 자포니카 벼 품종의 식미관련 미질특성을 분석한 연구(최용환 등

2006)에서는 단백질 함량의 경우 현미에는 7~9%, 백미에는 6~8% 정도 함유되

어 있으며, 식미와 관련된 단백질은 prolamin과 glutelin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 단백질의 함량이 높을수록 전분의 호화, 팽화가 억제되기 때문에 식미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단백질 함량은 식미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단백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쌀의 경우

취반 후 밥이 더욱 딱딱하게 느껴지고 탄력과 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1993). 우리나라 양질미

품종 선발기준에서 단백질 함량 범위는 현미에서의 기준으로 7~9% 범위이다

(농촌진흥청 2003).

2) 수분흡수율

쌀이 일정 수분을 흡수하여 평형상태가 되었을 때의 수분흡수율은 원료 쌀

무게의 20~27%이다(박혜우 & 우경자 1991). 흑미 혼용밥의 취반조건과 텍스

처 변화를 살펴본 연구(김두운 등 1998)에서는 백미(동진 품종)가 침지 50분

후에 평형수화시간에 도달한 반면 흑미(진도흑미 품종과 수원 425 품종)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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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이후에 도달하였다. 이는 흑미와 같은 유색미는 과피, 호분층, 배아를 모

두 함유하는 현미 상태로 이용되기 때문이다(김채은 등 2008). 현미는 외피가

두껍고 수분의 침투가 어려워 수분흡수율이 낮고, 이는 결과적으로 취반시 곡

류의 호화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김경애 & 전은례 1996). 박정우 등(2009)의

연구에서는 현미의 침지 온도가 높을수록 침지시간에 따른 현미의 수분흡수율

이 더 많이 증가하였으며, 60℃에서 25분 동안 침지 시켰을 때 수분흡수율이

침지 전 무게의 약 16%까지 증가하면서 압력밥솥을 이용할 때의 적당한 수분

증가 비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쌀밥의 경우 수분흡수율은 가수

량에 의해 조절이 가능하므로 식미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1993).

3)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쌀의 품질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사람의 오감을 이

용한 주관적인 평가법으로 표준화된 시험조건과 통계적 처리로 결과에 대하여

객관성을 부여하고 있다. 밥의 식미요인인 외관(color, glossiness, plumpness),

향미와 맛(roasted, nutty, oldy, sweety), 텍스처(hardness, stickiness,

moistness, roughness, chewiness) 및 종합적 선호도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한

국식품개발연구원 1993, 농촌진흥청 2003). 그러나 검사패널간에 개인차가 있으

며, 동일한 패널이라도 시간과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감각내용

을 수량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김성곤 2003). 또한 관능평가

시 300~600 g 정도의 시료를 준비해야 하고, 20여 명의 패널요원을 필요로 하는

등 검사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밥 맛의 선호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직접 먹어 보고 평가할 수 밖

에 없기 때문에 평가항목을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실시한다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손종록 등 2003).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일본 곡물검정협회의 식미측정을 위한 관능검사 방법은 표 2-3과 같으며, 농촌

진흥청이 제시하는 우리나라 쌀밥의 관능적 품질 평가기준은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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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높은 품질 낮은 품질

외관

Ÿ 윤기가 높고, 밥알이 제 모양을 유

지한다.

Ÿ 색이 하얗다.

Ÿ 윤기가 떨어지고, 밥알이 퍼지거나

퍼진 느낌이 너무 없다.

Ÿ 색이 노랗다.

향
Ÿ 이취가 없으며 밥 고유의 향이 강

하다.

Ÿ 악취가 있거나 밥 고유의 향이 약하

다.

맛
Ÿ 이미가 없으며 밥 고유의 맛 및

단맛이 강하다

Ÿ 이미가 있거나 밥 고유의 맛과 단맛

이 약하다.

조직감

Ÿ 밥의 경도가 표준시료와 같으며,

밥의 찰기(부착성, 탄력성, 응집성)

가 강하다.

Ÿ 밥의 경도가 표준시료와 같으나 찰

기가 없거나, 밥이 경도가 표준보다

단단하거나 무르다.

종합적인

품질평가

Ÿ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표준시료

와 품질차이가 없으면서 하나 이

상의 평가항목에서 표준 시료보다

품질이 높게 평가된 경우

Ÿ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표준시료보

다 품질이 낮게 평가된 경우

자료: 농촌진흥청 2003

표 2-4. 쌀밥의 관능적 품질평가 기준

평가기관 평가항목
취반가수량

(수분함량 14% 기준)

농촌진흥청

Ÿ 외관, 향, 맛, 조직감, 종합

Ÿ +3~0~-3의 7 단계

Ÿ 표준시료를 0으로 함

1.2배

한국식품

개발연구원

Ÿ 외관, 향, 맛, 조직감, 종합

Ÿ 7점법

Ÿ 표준시료를 4점으로 함

1.33배

일본

곡물검정협회

Ÿ 외관, 향, 맛, 끈기, 경도, 종합

Ÿ +3~0~-3의 7 단계

Ÿ 표준시료(니혼바레)를 0 으로 함

1.45배

자료: 김성곤 2003; 농촌진흥청 2003

표 2-3. 식미 관능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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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기적 측정에 의한 평가

쌀의 색도는 외관 품질 특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쌀의 색과

형태에 따른 외관 기호도를 살펴본 송진 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쌀의 형태

보다는 색도가 종합적 기호도와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b값(적색도)과

외관품질(적색도×황색도)은 색기호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쌀과 밥의 색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미강층에 있는 색소

성분이 조리과정 중 수분에 용출되고 배유에 분산됨으로써 실제로 쌀과 밥의

색도에는 차이가 있다(Lamberts 등 2007).

밥의 물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식미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텍스처 측정법

Texture Profile Analysis: TPA)이 사용되고 있다. TPA를 통하여 밥의 경도

(hardness), 끈기(stickiness), 응집성(cohesiveness), 부착성(adhesiveness), 탄

성(springiness), 씹힘성(chewiness)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취반된 밥의 텍스처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블록의 형태로 측정하는 방법과 밥알 하나씩 측정하

는 방법이 있다(Szczesniak & Hall 1975). Okabe(1979)는 블록의 형태로 측정

하는 방법은 측정 결과의 재현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밥알 3개를 동시

에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한편 Juliano 등(1980)은 밥알의 모양, 크기

등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는 밥알을 측정하는 방법보다 블록 형태로 측정

하는 방법이 재현성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텍스처 특성 중 경도와 끈기를 경도로 나눈 값으로 식미 품질의 측정이 가

능하다. 일반적으로 끈기를 경도로 나눈 값이 0.15~0.20일 때 밥의 식미가 양

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kabe 1979).

신속점도측정계(Rapido Visco Analyzer: RVA)는 쌀가루의 호화특성을 평가

하여 식미를 유추하는 것으로, 작은 시료량으로 짧은 시간에 검정이 가능한데,

보통 12% 정도의 현탁액을 만들어서 RVA에 넣고 호화특성을 검정한다. 측정

값으로는 호화개시온도(pasting temperature), 최고점도(peak viscosity), 최저

점도(trough), 최종점도(final visc), 강하점도(break down), 치반점도(set back)

가 있다(농촌진흥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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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개시온도는 가열온도의 증가에 따라 곡립 전분입자의 점도가 처음 증가

하는 시점으로 곡립의 전분 입자 내부 구조가 치밀하면 가열시 팽윤이 지연되

어 호화개시온도가 높아진다(한국쌀연구회 2010). 일반적으로 호화개시온도가

낮을수록 식미가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하기용 등 2006).

최고점도는 전분입자의 붕괴와 점도를 감소시키는 폴리머 정렬 효과 사이의

평형점에서 나타타며, 최저점도는 전분이 고온에서 일정 시간 유지되면 전분

입자들의 아밀로스가 용액으로 빠져나와 재정렬되어 파괴되기 때문에 나타나

는 값이다(한귀정 등 2008). 최고점도와 최저점도간의 차이인 강하점도는 호화

중 열, 전단(shear)에 대한 저항성을 의미하며 아밀로스 함량과 음의 상관관계

를 나타낸다. 치반점도는 최고점도와 최종점도간의 차이로 취반후 전분의 노

화와 관련이 있으며, 측정값이 높을수록 노화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한국쌀

연구회 2010). 일반적으로 호화개시온도는 낮으며, 최고점도와 강화점도는 높

고, 치반점도가 낮은 쌀이 대체로 밥맛이 양호하다(임상종 등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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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인의 잡곡밥 섭취 실태 분석

1. 서론

보리, 흑미, 기장, 조, 수수, 옥수수 등과 같은 잡곡은 필수지방산을 비롯하

여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토코페롤 등과 같은 항산화성분을 함유하고 있

으며(김양수 등 2005, 이하규 등 2010, 우관식 등 2011), 비타민, 무기질 및 식

이섬유도 쌀보다 2배 이상 함유하고 있다(임상빈 등2003). 또한 잡곡밥은 백미

밥에 비해 당지수(Glycemic Index, GI)가 낮아 상대적으로 섭취 열량을 감소

시킬 뿐 아니라 포만감을 증가시켜 과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정은영 등

2009). 현미는 백미에 비하여 단백질, 식이섬유, 무기질, 비타민 특히 비타민

B1. B2의 함량이 많으며(Juliano 1985; 최정숙 등 2002; 김미숙 등 2004), 항산

화 및 항당뇨 활성 기능을 가지고 있는 phenolic acid 및 α,γ-tocopherol, α,γ

-tocotrienol 함량 또한 많이 함유하고 있다(박경열 등 2003; 박경열 등 2004;

김성란 등 2004; 정은희 2007). 특히 미강의 tocotrienol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우기민 등 2005), 동물실험을 통한 항암효과에서도 효능

이 있음을 보고 하였다(이영상 & 김용호 2006). 그 밖에도 미강 추출물이 혈

당저하 및 지질개선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Kestin 등 1990; Hegsted

등 1993;, Kahlon 등 1994; 정하숙 & 신진철 2009). 따라서 백미보다는 현미의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기능적으로나 영양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잡곡 및 현미의 영양학적, 기능적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비만으로

인한 각종 성인병이나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식이요법에도 잡곡류를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식량작물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어, 여러 유통 업체들 역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잡곡 및 혼합곡류를 반가공 형태로 시판하고 있다(임상빈

등 2003; 김윤선 & 이귀주 2006).

우리나라 가정에서 혼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곡류는 콩, 보리, 흑미, 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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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수, 검은콩, 찹쌀 등이었다(농수산물유통공사 2007). 또한 현미, 보리, 귀

리, 잡곡류와 같은 정제되지 않은 전곡류(whole grain)의 급원식품으로는 혼합

잡곡밥, 현미밥, 옥수수, 시리얼, 조밥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이승민

2011). 초, 중, 고등학생들의 주식류 다빈도 식품으로는 면류와 일품요리를 제외

하였을 때 쌀밥, 잡곡밥, 보리밥, 혼합잡곡밥, 콩밥, 흑미밥, 현미밥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이영미 2012).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밥 중심의 섭취실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

끼고 식생활에 있어서의 잡곡밥 섭취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한국인을 대상

으로 한 식사패턴 조사(강민지 등 2011; 계승희 등 1996; 최지현 & 문현경 2007;

최지현 & 문현경 2008; 송윤주 등 2005; 송윤주 등 2009; 문현경 등 1994) 및 밥

중심 식사의 건강 영양평가(손수현 등 2013)와 관련된 연구들이 일부 보고되고

있으나, 백미밥과 잡곡밥만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보고된바 없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잡곡밥 섭취 현황 및 섭취빈도와

곡류 혼합패턴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에 있어서 곡류이용 실

태를 파악하고, 향후 식생활 교육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분석자료 및 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2차년도(2011) 자료 중 식품섭취 조사 자

료를 이용하였다. 전체 10,589명 중 24시간 회상법에 의한 식품섭취조사에 참여

한 7,704명의 자료 중 세 끼니의 식단에서 백미밥 및 잡곡밥을 한 끼 이상 섭취

한 7,190명(93.3%)의 15,250 끼니의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밥의 종류로 일품요리 등을 제외하고, 백미만을 이용하여 지

은 백미밥과 백미에 백미이외의 미곡류, 맥류, 잡곡류 및 두류를 한 가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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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종 류

미곡류 쌀, 찹쌀, 현미, 찹쌀현미, 흑미, 기타 미곡류(향미, 배아미, 쑥쌀 등)

맥 류 보리, 귀리, 밀 등

잡곡류 기장, 메밀, 조, 수수, 율무, 혼합잡곡상품 등

두 류 검은콩, 강낭콩, 대두, 녹두, 동부콩, 땅콩, 완두콩, 작두콩 등

표 3-1. 곡류 및 두류의 분류

혼합한 잡곡밥으로 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곡류는 쌀, 찹쌀, 현미, 흑미 등과

같은 미곡류, 보리, 밀, 귀리 등의 맥류, 조, 수수, 기장과 같은 잡곡류로 분류

된다(한국식품조리과학회 2007). 잡곡밥은 백미에 흑미, 보리, 조, 수수, 조, 기

장과 같은 다양한 곡류 중 한 가지 이상을 혼합하여 지은 밥으로 정의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곡류뿐 아니라 콩, 팥과 같은 두류 등을 혼합

하여 지은 밥도 잡곡밥이라 부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백미에 두류

및 다른 곡류를 첨가한 밥을 잡곡밥으로 정의하여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2) 분석방법

(1) 분석내용

① 분석의 단위

본 연구에서는 백미밥과 잡곡밥을 한 끼 이상 섭취한 7,190명의 15,250 끼니

에 대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과 잡곡밥의 섭취횟수

및 섭취패턴은 연구대상자인 7,190명을 분석단위로 하였으며, 백미밥과 잡곡밥

의 구성 현황, 잡곡밥 및 곡류 종류의 구성 비율, 곡류 혼합개수 및 혼합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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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대상자가 섭취한 백미밥과 잡곡밥의 15,250 끼니를 분석단위로 하여

분석하였다.

② 대상자의 일반사항

설문조사 내 수집된 공통변수의 사회경제적 위치지표에서 성별, 만 연령, 거

주지역, 가구소득수준 변수를 이용하였다. 연령은 만 1세 이상을 기준으로 1~6

세, 7~18세,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나누었다. 거주지역은 전

국 16개 시도 중 서울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연구대상자를 대도시 거주자로,

중소도시의 동에 거주하는 연구대상자는 중·소도시 거주자, 읍·면에 거주하는

연구대상자는 농어촌 거주자로 분류하였다. 가구소득수준은 사분위수를 기준

으로 ‘상’, ‘중상’, ‘중하’, ‘하’ 로 구분하였으며, 결혼여부는 기혼, 미혼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에 이용하였다.

③ 잡곡밥의 섭취횟수 및 섭취패턴

잡곡밥의 일 섭취횟수는 ‘섭취않음’, ‘1일 1식’, ‘1일 2식’, ‘1일 3식’으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섭취패턴 분석을 위해서 ‘아침+점심+저녁’, ‘아침+점심’, ‘아침

+저녁’, ‘점심+저녁’, 아침, 점심, 저녁 패턴으로 분류하여 하였다.

④ 백미밥과 잡곡밥 구성 현황

일반사항 및 끼니, 식사장소에 따라 백미밥과 잡곡밥의 구성 현황을 분석하

였다. 이때 끼니는 간식을 제외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니로 나누었으며, 식

사장소는 ‘가정’, ‘이웃집/친척집’은 가정식에 포함시켰으며, ‘학교’, ‘직장’, ‘유아

원/유치원’, ‘노인정/노인대학/복지관’, ‘사찰/교회’는 급식으로, ‘한식/중식/양식’,

‘분식점’, ‘패스트푸드점’은 외식업소로, ‘노점/편의점/제과점/기타’ 는 기타로 분

류하였다.

⑤ 백미밥, 잡곡밥 및 곡류 종류의 구성 비율

우리나라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백미밥, 잡곡밥 및 곡류의 종류를 끼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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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장소별로 분석하였다. 밥류는 조사 대상자가 응답한 음식명을 기준으로

구성 비율을 분석하였으며, 곡류의 종류는 음식명에 대한 식품명을 참고하여

섭취빈도를 분석하였다. 이때 흑미밥과 검정쌀밥, 찹쌀밥과 찰밥, 서리태, 흑

태, 검정콩과 같이 근본적으로 유사한 종류의 음식명과 식품명을 통합하여 정

리한 후 분석하였다. 구성 비율이 높은 잡곡밥과 곡류의 순위를 작성하여 상

위 15위까지 선정하였다.

⑥ 곡류 혼합개수 및 곡류 혼합패턴

잡곡밥 취반시 혼합하는 곡류의 혼합개수를 끼니별, 식사장소별로 분석하였

다. 또한 곡류 혼합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표 3-1을 기준으로 ‘미곡류’, ‘미곡류

+맥류’, ‘미곡류+두류’, ‘미곡류+잡곡류’, ‘미곡류+맥류+두류’, ‘미곡류+맥류+두류

+잡곡류’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곡류 분류별 평균 혼합개수도

끼니와 식사장소에 따라 분석하였다.

(2) 통계분석

자료분석을 위한 기초작업은 Excel 2007 program을 이용하였고, 통계분석은

SPSS ver 21.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섭취한 식품 중 음식코드

를 참고하여 밥류에 해당하는 음식군을 1차로 추출한 후 식품명에 곡류 및 두

류로만 구성된 밥류를 2차로 추출하여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 및

끼니별, 식사장소별 잡곡밥의 섭취 현황, 백미밥과 잡곡밥 종류별 구성 비율,

곡류 혼합개수 및 곡류 혼합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오차, 백분율,

순위로 나타냈으며, 분포의 차이는 χ2-검정, t-검정, 분산분석을 α<0.05 수준

에서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여

일반화 할 수 있도록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ing design) 요소인 가중치,

층화변수, 집락변수(1차 표본 추출단위)를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구분
2011년

(n=7,190명)

%

성별
남 50.5

여 49.5

연령

1~6세 5.6

7~18세 15.0

19~29세 14.0

30대 16.3

40대 17.7

50대 14.8

≥60대 16.7

거주지역

대도시 45.8

중·소도시 36.6

농어촌 17.6

결혼여부
2) 미혼 36.5

기혼 63.5

가구소득수준3)

상 25.5

중상 29.6

중하 28.2

하 15.6
1)
모든 통계값에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함.

2)
결측값(n)=24명.

3)
결측값(n)=76명

표 3-2.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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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

분석에 이용된 총 7,190명의 일반사항은 표 3-2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

성 50.5%, 여성 49.5%로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하였다. 연령군에서는 40대

(17.7%)가 가장 많았고, 거주지역은 대도시 거주자(45.8%)가 가장 많았다. 결

혼여부에서는 미혼자(36.5%)보다는 기혼자(63.5%)가 많았으며, 가구소득수준

은 ‘중상’, ‘중하’ 집단이 각각 29.6%, 28.2%를 보이며 다수를 차지하였다. 분석

에 이용된 백미밥과 잡곡밥의 섭취끼니 수는 아침 5,176 끼, 점심 4,820 끼, 저

녁 5,254 끼로 전체 15,250 끼니였다(표 3-3).



구분 아침 점심 저녁 합계

n

성별

남 2,308 22,06 2,364 6,878

여 2,868 2,614 2,890 8,372

연령

1~6세 504 480 544 1,528

7~18세 650 636 713 1,999

19~29세 258 284 307 849

30대 555 570 657 1,782

40대 647 632 647 1,926

50대 832 779 803 2,414

≥60대 1,730 1,430 1,583 4,752

거주지역

대도시 2,308 2,215 2,317 6,750

중소도시 1,833 1,761 1,964 5,558

농어촌 1,035 934 973 2,942

결혼여부
2)

미혼 1,485 1,470 1,670 4,562

기혼 3,672 3,331 3,627 10,630

가구소득수준3)

상 1,054 923 979 3,734

중상 1,446 1,302 1,482 4,169

중하 1,387 1,346 1,436 4,230

하 1,226 1,204 1,304 2,956

합계 5,176 4,820 5,254 15,250

1)모든 통계값에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함.

2)결측값(n)=58 끼니. 3)결측값(n)=161 끼니

표 3-3. 연구대상자의 끼니별 백미밥과 잡곡밥의 섭취횟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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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잡곡밥의 섭취횟수 및 섭취패턴

(1) 잡곡밥의 섭취횟수

잡곡밥의 일 섭취횟수는 그림 3-1과 같다. 전체 평균적으로 조사 대상자의

28.9%가 하루 한 끼의 잡곡밥을 섭취하였고, 24.3%는 하루 두 끼, 14.4%는 하

루 세 끼의 잡곡밥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한 끼도 섭취하지 않은

사람은 32.4%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하루 한 끼 이상의 잡곡밥을 섭취하는 비

율은 67.6%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잡곡밥을 섭취하는 경우 남녀 각각 27.8%, 30.0%를

보이며 1일 1식을 섭취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 끼도 섭취하지 않은 경우

에는 여자(27.9%)보다 남자(36.8%)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의

잡곡밥 섭취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에 따른 분석에서는 19~29

세, 30대의 경우 하루 한 끼도 잡곡밥을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각각 41.9%,

40.2%를 보이며 다른 연령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잡곡밥의 섭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세~50대 까지는 전체적으로 하루 한 끼의 잡곡밥을 섭취하

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하루 세 끼의 잡곡밥

을 섭취하는 비율이 31.4%를 보이며 높은 섭취비율을 보였다. 잡곡밥의 기호

도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장혜림 등 2012)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약 78%가 잡

곡밥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고, 10대, 20대보다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섭취비

율이 높았으며, 섭취빈도에서는 조사대상의 약 34%가 ‘매일’이라고 응답하여,

매일 잡곡밥이 소비되고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 외 거주지역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대도시로 갈수록 하루 한 끼 이상의

잡곡밥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고, 결혼 여부에서는 미혼자보다 기혼자에서

하루 한 끼 이상의 잡곡밥 섭취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분

석결과에서는 ‘하’에서 ‘상’의 그룹으로 갈수록 잡곡밥을 섭취할 확률이 높았으

나, 하루 세 끼의 잡곡밥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하’ 그룹에서 20.5%를 보이며

높은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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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1-6세 7-18세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혼 미혼 상 중상 중하 하

성별*** 연령***2) 거주지역** 결혼여부***3) 가구소득수준**4)
전체

(n=7,190)

섭취안함 36.8 27.9 26.4 29.1 41.9 40.2 36.0 26.0 24.5 30.0 33.9 35.6 31.9 33.2 29.0 33.1 33.4 35.4 32.4 

1일 1식 (%) 27.8 30.0 30.4 35.5 34.4 31.8 29.2 27.9 15.8 31.0 28.4 24.4 25.9 34.2 33.0 28.4 28.9 22.8 28.9 

1일 2식 (%) 22.8 25.9 25.6 23.5 19.9 21.7 24.5 26.8 28.3 25.5 24.1 21.7 25.5 22.2 25.3 24.3 24.7 21.3 24.3 

1일 3식 (%) 12.6 16.2 17.6 11.9 3.8 6.3 10.3 19.3 31.4 13.5 13.6 18.3 16.7 10.4 12.7 14.2 13.0 20.5 14.4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

1)모든 통계값에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함. 2)χ2-검정, **p<0.01, ***p<0.001
3)결측값(n)=58끼니. 4)결측값(n)=161끼니.

그림 3-1. 잡곡밥의 일 섭취횟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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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잡곡밥 섭취패턴

잡곡밥의 섭취횟수를 아침, 점심, 저녁의 끼니로 나누어 섭취패턴을 분석한

결과는 표 3-4와 같다. 전체적으로 ‘아침+점심+저녁’의 세 끼 패턴은 14.4%를

보였으며, 두 끼를 섭취하는 경우 ‘아침+저녁’의 패턴에 14.1%, 한 끼를 섭취

하는 경우에는 ‘아침’패턴에서 13.1%를 보이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끼니패턴에서 ‘아침+점심+저녁’ 패턴의 잡곡밥을 섭취하는 남

성은 12.6%, 여성은 16.2%를 보였다. 두 끼를 섭취하는 경우 ‘아침+저녁’ 패턴

에 대한 비율이 남, 여 각각 13.5%, 14.7%를 보이며 ‘아침+점심’, ‘점심+저녁’

패턴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침, 저녁의 경우 가정에서 식사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 끼의 잡곡밥을 섭취하는 경우 남, 여

각각 유사한 비율을 보이며 아침에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에 따른 끼니패턴에서는 ‘아침+점심+저녁’ 패턴에서 1~6세, 7~18세의

경우 각각 17.6%, 11.9%의 섭취 비율을 보인 반면, 19~29세, 30대의 경우

3.7%, 6.4%의 비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섭취 비율을 보였다. 40대

부터 다시 섭취 비율이 높아지면서, 60대 이상의 경우 31.3% 가 ‘아침+점심+

저녁’의 패턴으로 하루 세 끼의 잡곡밥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끼를

섭취하는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아침+저녁’의 패턴에서 높은 섭취 비율을 보

였다. 한 끼를 섭취하는 경우 19세~6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전체적으로 ‘아침’

에서 높은 섭취 비율을 보였으나, 1세~18세 경우 아침보다는 점심에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맛과 기호적인 면보다는 영양과 건강을 생각하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잡곡밥의 섭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전곡류 섭취수준에 대하여 조사한 O'neil 등(2010)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도 19~50세(0.63 serving)보다는 51세 이상(0.77 servings)에서

전곡류의 섭취가 많다고 하였으며, 전곡류의 섭취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나은

양질의 식사와 영양을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도 전체적

으로 섭취기준량(3.0 servings 이상) 이하의 전곡류를 섭취하고 있음을 지적하

면서, 전곡류의 섭취증진을 위한 영양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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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결혼여부, 가구소득수준별 잡곡밥의 섭취패턴에서(표 3-5)는 대도

시, 중소도시 거주자의 경우 ‘아침+점심+저녁’의 패턴에서 각각 13.4%, 13.6%의

섭취수준을 보였는데, 농어촌의 거주자의 경우에는 18.3%가 ‘아침+점심+저녁’

패턴으로 잡곡밥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끼와 한 끼를 섭취하는 경우

‘아침+저녁’과 ‘아침’패턴에서 높은 섭취비율을 보였다. 결혼여부에 따른 비교에

서는 미혼자(10.4%)보다는 기혼자(16.7%)가 ‘아침+점심+저녁’의 패턴의 비율이

높았고, 두 끼를 섭취하는 경우 ‘아침+저녁’의 패턴에서 높은 섭취 비율을 보이

고 있었다. 한 끼를 섭취하는 경우 아침에서 높은 섭취 비율을 보였다.

가정소득수준에 따른 잡곡밥 섭취끼니패턴에서는 ‘하’그룹의 20.5%가 ‘아침+

점심+저녁’의 세 끼니를 잡곡밥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 ‘중상’, ‘중하’

그룹에 비해 섭취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탔다. 전체적으로 두 끼니의 잡곡밥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아침+저녁’의 패턴에서 높은 섭취비율을 보였고, 한 끼를

섭취한 경우에는 ‘아침’의 패턴에서 잡곡밥을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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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연령

전체

(n=7,190)남

(n=3,173)

여

(n=4,017)

1~6세

(n=711)

7~18세

(n=1,024)

19~29세

(n=495)

30대

(n=959)

40대

(n=964)

50대

(n=1,093)

≥60대

(n=1,944)

% % %

섭취 안함 36.8 27.9 26.4 29.1 41.9 40.2 36.0 26.0 24.5 32.4

아침 13.2 13.1 8.2 12.5 15.8 13.9 14.9 15.2 9.2 13.1

점심 6.7 8.7 13.6 12.7 9.2 5.9 6.9 6.5 3.2 7.7

저녁 8.0 8.2 8.7 10.3 9.4 12.0 7.4 6.2 3.5 8.1

아침+점심 4.8 6.0 4.2 5.4 5.5 3.9 4.0 7.3 6.8 5.4

아침+저녁 13.5 14.7 14.5 13.3 8.4 12.7 15.4 15.6 17.8 14.1

점심+저녁 4.5 5.2 6.9 4.8 6.0 5.1 5.1 3.9 3.6 4.9

아침+점심+저녁 12.6 16.2 17.6 11.9 3.7 6.4 10.2 19.4 31.3 14.4

χ2 77.8*** 784.5***

1)모든 통계값에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함.
***p<0.001.

표 3-4. 잡곡밥 섭취의 성별, 연령별 섭취패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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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거주지역 결혼여부2) 가구소득수준3)

전체

(n=7,190)대도시

(n=3,282)

중소도시

(n=2,635)

농어촌

(n=1,273)

기혼

(n=4,841)

미혼

(n=2,325)

상

(n=1,819)

중상

(n=2,033)

중하

(n=1,977)

하

(n=1,285)

% % % %

섭취 안함 30.0 33.9 35.6 31.9 33.3 29.0 33.1 33.4 35.4 32.4

아침 14.1 11.8 13.4 12.7 13.9 15.5 12.3 12.2 11.4 13.1

점심 8.1 8.2 5.4 5.6 11.2 7.1 8.1 8.8 6.1 7.7

저녁 8.8 8.5 5.6 7.5 9.0 10.3 7.9 7.9 5.2 8.1

아침+점심 6.0 4.7 5.2 5.3 5.4 5.2 5.1 5.2 5.8 5.3

아침+저녁 14.5 14.0 13.2 15.5 11.7 14.3 13.2 15.9 12.0 14.1

점심+저녁 5.1 5.4 3.2 4.7 5.1 5.8 6.1 3.6 3.6 4.9

아침+점심+저녁 13.4 13.6 18.3 16.7 10.4 12.7 14.2 13.0 20.5 14.4

χ2 72.7***2) 14.9*** 118.9***

1)모든 통계값에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함. 2)결측값(n)=24명. 3)결측값(n)=76명.
***p<0.001.

표 3-5. 잡곡밥 섭취의 거주지역, 결혼여부, 가구소득수준별 섭취패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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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미밥과 잡곡밥의 구성 현황

(1) 일반사항에 따른 구성 현황

연구 대상자가 섭취한 백미밥과 잡곡밥의 15,250끼니에 대하여 일반사항에

따른 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림 3-2와 같다. 전체적으로 백미밥(41.1%)보

다는 잡곡밥(58.9%)의 구성 비율이 높았다.

성별에 따른 결과를 보면 남, 여 모두 백미밥보다는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53.6%)보다는 여성(64.5%)에 있어서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별로 살펴보면 1~18세 까지는

60% 이상의 높은 잡곡밥 구성 비율을 보인 반면 19세 이상 40대 까지는 약

50% 정도의 구성 비율을 보이며 다른 연령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구

성 비율을 보였다. 특히 19~29세의 경우엔 49.5%로 가장 낮은 구성 비율을 보

였다. 50대부터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증가하면서 60대 이상에서는 67.7%의 높

은 잡곡밥 구성 비율을 보였다. 거주지역에 따른 구성 비율에서는 농어촌

(54.8%)보다는 중소도시(57.5%), 대도시(62.0%)로 갈수록 잡곡밥의 구성 비율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백미밥과 잡곡밥의 구성

비율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Ⅰ기에서 Ⅳ기 까지(1998~2008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

류의 섭취 비율을 분석한 연구에서 에너지 섭취 기여음식으로 Ⅰ~Ⅲ기까지는

쌀밥이 1순위였으나 Ⅳ기에서는 잡곡밥이 1순위를 차지하였다(안은미 등

2011). 또한 10년(1998~2009년)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생활 구조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1998년 잡곡밥의 섭취비율이 17.1%에서 2009년 24.6% 로

증가하며 잡곡밥의 섭취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영미 2012). 여기서

이영미(2012)의 연구와 본 연구의 잡곡밥 섭취비율에 있어서 각각 24.6%,

58.9%를 보이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경우 백미이

외에 다른 곡류를 혼합한 경우 모두 잡곡밥이라고 분류한 반면, 이영미 연구의

경우에는 식품명대로 분류하여 잡곡밥, 현미밥, 보리밥 등으로 분석하였기 때

문에 본 연구의 잡곡밥 의미와는 다르게 분석된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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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1-6 세 7-18 세 19-29 세 30 대 40 대 50 대
60 대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농어촌 기혼 미혼 상 중상 중하 하

성별***2) 연령*** 거주지역* 결혼여부3) 가구소득수준4)
전체

(n=15,250)

잡곡밥 (%) 53.6 64.5 62.9 61.7 49.5 51.2 53.9 62.9 67.7 62.0 57.5 54.8 59.6 57.9 60.2 59.9 57.3 58.0 58.9 

백미밥 (%) 46.4 35.5 37.1 38.3 50.5 48.8 46.1 37.1 32.3 38.0 42.5 45.2 40.4 42.1 39.8 40.1 42.7 42.0 41.1 

0.0 

20.0 

40.0 

60.0 

80.0 

100.0 

(%)

1)모든 통계값에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함.
2)χ2-검정, *p<0.05, ***p<0.001. 3)결측값(n)=58끼니. 4)결측값(n)=161끼니.

그림 3-2. 일반사항에 따른 백미밥과 잡곡밥의 구성 현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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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점심 저녁 가정식 급식 외식업소 기타

끼니***2) 식사장소***
전체

(n=15,250)

잡곡밥 (%) 69.6 49.1 57.9 71.2 38.9 11.2 22.5 58.9

백미밥 (%) 30.4 50.9 42.1 28.8 61.1 88.8 77.5 41.1

0

20

40

60

80

100

(%)

1)모든 통계값에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함.
2)χ2-검정, ***p<0.001.

그림 3-3. 끼니와 식사장소에 따른 백미밥과 잡곡밥의 구성 현황1)

(2) 끼니와 식사장소에 따른 구성 현황

끼니와 식사장소에 따른 백미밥과 잡곡밥의 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그

림 3-3과 같다. 아침에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69.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

음 저녁에 57.9%의 구성 비율을 보였다. 점심의 경우에는 49.1%의 구성 비율

을 보이며 아침, 저녁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잡곡밥 구성 비율을 나타났다.

식사장소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가정식의 경우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71.2%를 보인 반면, 급식, 외식업소, 기타 장소의 경우 11.2%~38.9%를 보이며

아주 낮은 구성 비율을 보였다. 특히 외식업소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백

미밥의 구성 비율이 상당히 높은(88.8%)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아침,

저녁을 가정에서 섭취하는 것과는 달리 점심의 경우 대부분 가정이외의 장소

인 급식이나 외식업소에 섭취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로 인해

점심에는 아침, 저녁보다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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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사항에 따른 끼니별 구성 현황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따른 끼니별 백미밥과 잡곡밥의 구성 현황을 분석

석한 결과는 표 3-6과 같다. 아침에는 남, 여 각각 65.7%, 73.5%의 잡곡밥 구

성 비율을 보였고, 저녁에는 아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역시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심의 경우 남성

은 백미밥의 섭취비율이 높았으며, 여성은 아침, 저녁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구

성 비율이었으나, 여전히 잡곡밥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에서도 아침과 저녁은 전체적으로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심의 경우 1~18세, 50대 이상의 연령군에서는 잡곡밥의 구성 비율

이 높은 반면, 19세 이상, 40대의 연령군에서는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낮고,

백미밥의 구성 비율이 높았다. 특히 19~29세의 경우에는 저녁에도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분석에서 전체적으로 아침에는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높았

고, 점심에는 중소도시, 농어촌 거주자의 경우 백미밥의 구성 비율이 높았다.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에는 점심에도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여부에 따른 분석에

서는 아침, 점심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저녁에는 미혼자보다는 기혼

자에게 있어서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

에 따른 백미밥과 잡곡밥의 구성 비율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밥 중심의 전통식 식사패턴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농촌에 거주할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밥 이외 면과 빵과 같은 주

식이 포함된 혼합식 패턴은 연령층이 낮고,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분포가 높아서,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식생

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강민지 등 2011; 최지현 & 문현경

2008; 최지현 & 문현경 2007). 따라서 잡곡밥 섭취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

램이나 교재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식생활 교육 이루어지고,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분

아침

(n=5,176)

점심

(n=4,820)

저녁

(n=5,254)

백미밥 잡곡밥 χ2
백미밥 잡곡밥 χ2

백미밥 잡곡밥 χ2

% % %

성별
남 34.3 65.7

37.0
***

57.8 42.2
102.3

***
46.8 53.2

49.9
***

여 26.5 73.5 43.3 56.7 37.2 62.8

연령

1~6세 35.9 64.1

46.4**

36.9 63.1

15.9***

38.3 61.7

113.2***

7~18세 29.2 70.8 43.4 56.6 41.6 58.4

19~29세 35.6 64.4 57.3 42.7 56.6 43.4

30대 33.9 66.1 64.4 35.4 47.1 52.9

40대 34.3 65.7 60.0 40.0 44.3 55.7

50대 24.5 75.5 48.2 51.8 39.2 60.8

≥60대 26.2 73.8 40.4 59.6 31.6 68.4

거주지역

대도시 27.1 72.9

24.6*

48.2 51.8

16.3*

39.1 60.9

15.3중소도시 32.0 68.0 51.3 48.7 44.0 56.0

농어촌 35.0 65.0 56.0 44.0 45.3 54.7

결혼여부
2)

미혼 31.6 68.4

6.2

48.0 52.0

10.3

46.2 53.8

22.1
**

기혼 29.8 70.2 52.3 47.7 39.9 60.1

가구

소득수준
3)

상 25.8 74.2

20.8

53.0 47.0

4.5

40.2 59.8

11.0

중상 30.4 69.6 49.8 50.2 39.7 60.3

중하 32.3 67.7 51.4 48.6 44.8 55.2

하 34.0 66.0 48.7 51.3 43.7 56.3

전체(n=15,250) 30.4 69.6 50.9 49.1 42.1 57.9

1)모든 통계값에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함.

2)결측값(n)=58 끼니. 3)결측값(n)=161 끼니

표 3-6. 일반사항에 따른 끼니별 백미밥과 잡곡밥의 구성 현황1)

- 39 -



- 40 -

(4) 일반사항에 따른 식사장소별 구성 현황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따른 식사장소별 백미밥과 잡곡밥의 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3-7~8과 같다. 전체적으로 가정식을 제외하고 급식, 외식업

소, 기타장소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점심식사에서 가정식, 외식, 급식 영양평가를 보고한 정상진 등(2006)의 연

구에서 성인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점심식사를 외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세 연령을 기준으로 19세~39세의 연령 집단에서

40세 이상의 집단보다 남녀 모두 외식률이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정식이 아닌 급식, 외식업소 등을 이용하는 경우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낮은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40세 이하의 외식률이 높은 남자에서 상대적으로 잡곡밥

의 구성 비율이 낮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18세의 연령군에서는 급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잡곡밥의 구성 비

율이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유아기 및 청소년기 해당하는

1~18세의 연령군의 경우 아침, 저녁은 주로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

을 것으로 생각되며, 점심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급식 등을 이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군과 비교하여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

된다. 이승민(2011)은 전곡류 섭취는 섭취 시간보다 섭취 장소의 영향이 크다

고 하였으며, 특히 공헌도가 가장 큰 식사장소는 가정이며, 학령기 연령층에서

는 학교급식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기호도가 높은 음식은 튀김이나 볶음 음식, 서양식 등 전통음식이

감소하고 외래음식과 절충된 음식의 기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로인해 주식류 메뉴 구성시 학생들의 기호도에 맞혀 국수 등과 같은 분식류,

일품요리 등을 많이 구성하고 있기도 하다(문현경 2003; 이영미 2012). 그러나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습관 형

성을 위해 ‘하루 3끼 규칙적으로 섭취’, ‘잡곡밥과 채소·과일의 충분한 섭취’,

‘고기, 생선, 달걀, 콩 등 단백질 식품을 하루 3~4회 섭취’ 등의 내용을 중심으

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

에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또한 학교급식에서는 다양한 잡곡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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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농촌진흥청 2011). 우태정 등(2011)은 초등학생들의 편식교정과 잡

곡밥, 채소, 생선, 우유 등과 같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 교재를 개발

하였으며, 그 효과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다른 연령군과 비교하여 1~18세의 연령에서 잡곡밥을 섭취할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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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연령

전체

(n=15,250)남

(n=6,878)

여

(n=8,372)
χ2 1~6세

(n=1,528)

7~18세

(n=1,999)

19~29세

(n=849)

30대

(n=1,782)

40대

(n=1,926)

50대

(n=2,414)

≥60대

(n=4,752)
χ2

가정식

%

19.6
***

% %

백미밥 30.8 27.0 36.2 31.9 32.3 31.4 29.4 23.0 25.3

87.9***
28.8

잡곡밥 69.2 73.0 63.8 68.1 67.7 68.6 70.6 77.0 74.7 71.2

급식

백미밥 65.3 55.4

21.8
***

33.1 45.2 77.2 74.2 68.7 59.8 64.2

168.9
***

61.1

잡곡밥 34.7 44.6 66.9 54.8 22.8 25.8 31.3 40.2 35.8 38.9

외식

업소

백미밥 91.8 82.4

25.9
***

85.5 96.8 89.9 92.6 88.7 88.1 77.3

27.7
***

88.8

잡곡밥 8.2 17.6 14.5 3.2 10.1 7.4 11.3 11.9 22.7 11.2

기타

백미밥 81.7 72.4

3.4

57.1 71.2 80.4 88.8 93.6 70.4 75.6

12.7

77.5

잡곡밥 18.3 27.6 42.9 28.8 19.6 19.6 6.4 29.6 24.4 22.5

1)모든 통계값에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함.

***p<0.001.

표 3-7. 성별, 연령에 따른 식사장소별 구성 현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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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거주지역 결혼여부
2)

χ2

가구소득수준
3)

전체

(n=15,250)대도시

(n=6,750)

중소

도시

(n=5,558)

농어촌

(n=2,942)
χ2 기혼

(n=10,630)

미혼

(n=4,562)

상

(n=2,956)

중상

(n=4,230)

중하

(n=4,169)

하

(n=3,734)
χ2

% % % %

가정식

백미밥 25.9 29.4 34.3

55.4*
27.3 31.9

30.1***
24.0 26.7 30.6 35.3

86.5***
28.8

잡곡밥 74.1 70.6 65.7 72.7 68.1 76.0 73.3 69.4 64.7 71.2

급식

백미밥 54.5 64.2 67.8

26.8
*

67.0 52.8

44.4
***

58.4 58.3 65.3 63.3

9.4

61.1

잡곡밥 45.5 35.8 32.2 33.0 47.2 41.6 41.7 34.7 36.7 38.9

외식

업소

백미밥 89.1 86.7 92.6

5.2

87.0 93.5

10.9*
91.3 88.7 88.9 82.5

8.0

88.8

잡곡밥 10.9 13.3 7.4 13.0 6.5 8.7 11.3 11.1 17.5 11.2

기타

백미밥 78.3 77.4 76.2

0.1

77.5 77.2

0.7

76.0 79.9 73.2 80.8

1.4

77.5

잡곡밥 21.7 22.6 23.8 22.5 22.8 24.0 20.1 26.8 19.2 22.5

1)모든 통계값에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함. 2)결측값=58끼니. 3)결측값=161끼니.

*p<0.05, ***p<0.001.

표 3-8. 거주지역, 결혼여부,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식사장소별 구성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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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2 

0.2 

0.3 

0.3 

0.7 

0.8 

1.1 

1.6 

2.0 

3.0 

3.2 

3.4 

3.5 

37.9 

41.1 

0 5 10 15 20 25 30 35 40 45

기타

콩밥

팥밥

수수밥

기장밥

차조밥

강낭콩밥

찹쌀밥

찹쌀현미밥

검은콩밥

현미밥

흑미밥

혼합잡곡밥

보리밥

잡곡밥

백미밥

(%)

1)모든 통계값에 국민건강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함. 전체 n=15,250 끼니.

그림 3-4. 백미밥과 잡곡밥 종류의 구성 비율1)

4) 백미밥, 잡곡밥 및 곡류 종류의 구성 비율

(1) 백미밥과 잡곡밥 종류의 구성 비율

우리나라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백미밥과 잡곡밥의 구성 비율을 분석하였으

며, 상위 15위까지 선정하여 그림 3-4에 나타냈다. 백미밥이 41.1%의 가장 높

은 구성 비율 보였고, 그 다음으로 백미에 백미이외의 곡류 및 두류를 두 가

지 이상 혼합하여 지은 잡곡밥 37.9%, 보리밥 3.5%, 혼합곡 상품을 이용하여

지은 잡곡밥 3.4%, 흑미밥 3.2%, 현미밥 3.0%, 검은콩밥 2.0%, 찹쌀현미밥

1.6%, 찹쌀밥 1.1%, 강낭콩밥 0.8%, 차조밥 0.7%, 기장밥, 수수밥이 각 0.3 %,

팥밥 0.2%, 콩밥 0.2%, 기타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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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니별 밥류의 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표 3-9), 아침의 경우 백미에 백미

이외의 곡류 및 두류를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지은 잡곡밥이 47.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백미밥(30.4%), 혼합곡 상품을 이용한 잡

곡밥 (4.3%), 현미밥(3.5%), 흑미밥(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점심은 백미

밥 50.9%로 제일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백미에 백미이외의 곡류

및 두류를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지은 잡곡밥(28.9%), 보리밥(3.7%), 흑미밥

(3.3%), 현미밥(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녁 또한 백미밥의 구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백미에 백미이외의 곡류 및 두류를 두 가지 이상 혼

합하여 지은 잡곡밥(37.7%), 혼합곡 상품을 이용한 잡곡밥(3.8%), 보리밥

(3.3%), 흑미밥(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침의 경우 점심, 저녁과는 달리 백미밥보다 잡곡밥을 많이 섭취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침의 경우 대부분 가정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식사장소에 따른 백미밥과 잡곡밥의 구성 비율을 살펴본 결과

(표 3-10)와 연계하여 살펴보면 가정식의 경우 잡곡밥의 구성 비율(47.2%)이

높은 반면, 가정이외의 장소인 급식, 외식업소, 기타 장소의 경우 잡곡밥의 구

성 비율이 낮고, 백미밥의 구성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외

식업소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백미밥이 8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백미에 백미이외의 곡류 및 두류를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지은

잡곡밥(5.4 %), 보리밥(2.2%), 차조밥(0.8%)의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른

식사장소와 비교하여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밥의 종류에 있어서도 외식업소, 기타장소의 경우 가정식, 급식과 비교하여 10

여 종 안팎의 메뉴명을 보이고 있어, 잡곡밥의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재료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외식업소의 특성상 백미보다 가격이 높은 잡

곡 및 두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곡류를 혼

합하여 취반을 할 때 곡류 및 두류 종류별 조리방법 및 호화속도 등의 차이로

인해 조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로인해 다양한 잡곡류를 활용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외식업소에서 식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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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메뉴 선택에 제한이 있는 소비자들은 결국 잡곡밥보다는 백미밥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승민(2011)은 외식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전곡류 섭취 증진을 위해서는 외식에서 제공되는 메뉴에 대한 정책

적인 중재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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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아침
(n=5,176)

점심
(n=4,820)

저녁
(n=5,254)

전체
(n=15,250) 누적

비율
(%)

밥류 % 밥류 % 밥류 % 밥류 %

1 잡곡밥 47.0 백미밥 50.9 백미밥 42.1 백미밥 41.1 41.1

2 백미밥 30.4 잡곡밥 28.9 잡곡밥 37.7 잡곡밥 37.9 79.0

3 혼합
잡곡밥 4.3 보리밥 3.7 혼합

잡곡밥 3.8 보리밥 3.5 82.4

4 현미밥 3.5 흑미밥 3.3 보리밥 3.3 혼합
잡곡밥

3.4 85.9

5 흑미밥 3.4 현미밥 2.8 흑미밥 3.0 흑미밥 3.2 89.1

6 보리밥 3.4 혼합
잡곡밥

2.1 현미밥 2.8 현미밥 3.0 92.1

7 검은콩밥 2.1 검은콩밥 1.9 검은콩밥 1.9 검은콩밥 2.0 94.1

8 찹쌀
현미밥 2.0 차조밥 1.1

찹쌀
현미밥 1.8

찹쌀
현미밥 1.6 95.7

9 찹쌀밥 1.1 찹쌀밥 1.1 찹쌀밥 1.2 찹쌀밥 1.1 96.8

10 강낭콩밥 1.0
찹쌀

현미밥 1.0 강낭콩밥 0.8 강낭콩밥 0.8 97.6

11 차조밥 0.4 수수밥 0.8 차조밥 0.6 차조밥 0.7 98.3

12 현미
완두콩밥

0.2 강낭콩밥 0.7 기장밥 0.2 기장밥 0.3 98.6

13 콩밥 0.2 기장밥 0.6 동부콩밥 0.2 수수밥 0.3 98.9

14 기장밥 0.2 팥밥 0.3
발아

현미밥 0.1 팥밥 0.2 99.1

15 완두콩밥 0.1 완두콩밥 0.3 콩밥 0.1 콩밥 0.2 99.2

16 기타 0.7 기타 0.7 기타 0.5 기타 0.8 100.0

χ2
694.1

***

1)
모든 통계값에 국민건강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함.

***p<0.001.

표 3-9. 끼니별 백미밥과 잡곡밥 종류의 구성 비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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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가정식

(n=11,464)

급식

(n=2,185)

외식업소

(n=1,320)

기타

(n=281)

전체

(n=15,250)

누적

비율

(%)밥류 % 밥류 % 밥류 % 밥류 % 밥류 %

1 잡곡밥 47.2 백미밥 61.1 백미밥 88.8 백미밥 77.5 백미밥 41.1 41.1

2 백미밥 28.8 잡곡밥 20.2 잡곡밥 5.4 잡곡밥 15.1 잡곡밥 37.9 79.0

3 혼합잡곡밥 4.6 흑미밥 4.3 보리밥 2.2 흑미밥 2.7 보리밥 3.5 82.4

4 보리밥 3.8 현미밥 3.0 흑미밥 1.5 보리밥 2.3 혼합잡곡밥 3.4 85.9

5 현미밥 3.5 보리밥 2.8 차조밥 0.8 현미밥 0.8 흑미밥 3.2 89.1

6 흑미밥 3.3 차조밥 1.7 검은콩밥 0.5 찹쌀밥 0.6 현미밥 3.0 92.1

7 검은콩밥 2.4 수수밥 1.6 찹쌀밥 0.2 검은콩밥 0.5 검은콩밥 2.0 94.1

8 찹쌀현미밥 2.1 검은콩밥 1.1 기장밥 0.2 혼합잡곡밥 0.3 찹쌀현미밥 1.6 95.7

9 찹쌀밥 1.3 기장밥 1.0 팥밥 0.2 수수밥 0.1 찹쌀밥 1.1 96.8

10 강낭콩밥 1.1 찹쌀밥 0.7 완두콩밥 0.1 - - 강낭콩밥 0.8 97.6

11 차조밥 0.5 혼합잡곡밥 0.6 현미밥 0.1 - - 차조밥 0.7 98.3

12 콩밥 0.2 찹쌀현미밥 0.5 - - - - 기장밥 0.3 98.6

13 기장밥 0.2 율무밥 0.3 - - - - 수수밥 0.3 98.9

14 동부콩밥 0.2 옥수수밥 0.2 - - - - 팥밥 0.2 99.1

15 완두콩밥 0.2 팥밥 0.2 - - - - 콩밥 0.2 99.2

16 기타 0.7 기타 0.6 　- 　- 　- 　- 기타 0.8 100.0

χ2
3268.4

***

1)모든 통계값에 국민건강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함.

***p<0.001.

표 3-10. 식사장소별 백미밥과 잡곡밥 종류의 구성 비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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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콩

완두콩

팥

기장

강낭콩

수수

혼합잡곡상품

조

찹쌀

현미

찹쌀현미

검은콩

흑미

보리

백미

(%)

1)모든 통계값에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함. 전체 n=15,250 끼니

그림 3-5. 곡류 종류의 구성 비율1)

(2) 곡류 종류의 구성 비율

우리나라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곡류 종류의 구성 비율을 분석하여 그림

3-5에 나타냈다. 백미가 37.5 %의 가장 높은 구성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

음으로 보리 10.2%, 흑미 9.3%, 검은콩 9.0%, 찹쌀현미 7.6%, 현미 7.4%, 찹쌀

5.4%, 조 4.1%, 혼합잡곡상품 2.5%, 수수 1.9%, 강낭콩 1.3%, 기장 0.9%, 팥

0.7%, 완두콩, 동부콩 각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곡류(1.9%)에는 대두,

율무, 옥수수, 녹두, 귀리, 땅콩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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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정에서 혼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곡류로 콩, 보리, 흑미, 현미,

조, 수수, 검은콩, 찹쌀 등이라고 보고한 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 2007)와 유사

하였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잡곡밥의 섭취비율이 높아지면서, 상품

화된 혼합잡곡상품의 사용빈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백미를 제외하고 미곡류 중에는 찹쌀현미의 구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맥

류 중에는 보리, 두류 중에는 검은콩, 잡곡류에서는 조의 구성 비율이 가장 높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010년 대비 2012년 가구당 연간 쌀 구입량을 보면 일

반 쌀은 9.5%(58.8kg) 감소하고, 현미는 20.7%(9.9kg)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건강에 관심이 높은 50~60대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농진청뉴스 2013). 그러나 멥쌀현미보다는 찹쌀현미의 섭취비율이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벼에서 왕겨만을 제거한 멥쌀현미의 경우

식감이 거칠고, 식미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김성곤 등 1984; 송보현 등 1988)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찹쌀현미의 섭취빈도가 높

은 것으로 생각된다.

끼니별 곡류 종류의 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표 3-11), 전체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백미의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잡곡만

을 이용하여 밥을 지어 먹기보다는 백미에 다른 곡류를 혼합하는 형태의 잡곡

밥을 섭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보리(10.2%), 흑미

(9.3%), 검은콩(9.0%), 찹쌀현미(7.6%), 현미(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사장소별 곡류 종류의 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표 3-12)에서는 전체적으

로 백미와 보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식의 경우 흑미

(10.3%), 검은콩(9.8%), 현미(8.3%), 찹쌀현미(7.9%)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급

식의 경우 조(7.8%), 찹쌀현미(7.6%), 수수(6.1%), 찹쌀(5.1%)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외식업소의 경우 백미가 81.2%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히 높

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보리(7.3%), 검은콩(4.8%), 찹쌀

(2.0%), 흑미(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장소도 역시 백미(55.6%)의 사

용량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리(7.9%), 흑미(7.3%), 찹쌀현미(4.2%), 조

(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51 -

순위

아침
(n=5,176)

점심
(n=4,820)

저녁
(n=5,254)

전체
(n=15,250)

누적

비율

(%)곡류 % 곡류 % 곡류 % 곡류 %

1 백미 33.9 백미 42.1 백미 37.7 백미 37.5 37.5

2 흑미 10.3 보리 10.6 보리 9.9 보리 10.2 47.8

3 보리 10.2 검은콩 7.9 흑미 9.8 흑미 9.3 57.1

4 검은콩 9.7 흑미 7.5 검은콩 9.1 검은콩 9.0 66.0

5 현미 8.2
찹쌀

현미
7.1 현미 7.8

찹쌀

현미
7.6 73.6

6
찹쌀

현미
7.9 현미 5.8

찹쌀

현미
7.5 현미 7.4 81.0

7 찹쌀 5.6 조 5.2 찹쌀 5.4 찹쌀 5.4 86.4

8 조 3.7 찹쌀 5.1 조 3.5 조 4.1 90.5

9
혼합

잡곡상품
2.9 수수 3.0

혼합

잡곡상품
2.7

혼합

잡곡상품
2.5 92.9

10 수수 1.6
혼합

잡곡상품
1.6 수수 1.5 수수 1.9 94.8

11 강낭콩 1.5 기장 0.9 강낭콩 1.3 강낭콩 1.3 96.2

12 기장 1.0 강낭콩 0.9 기장 0.9 기장 0.9 97.1

13 팥 0.8 팥 0.6 팥 0.7 팥 0.7 97.8

14 완두콩 0.5 완두콩 0.4 완두콩 0.4 완두콩 0.4 98.2

15 동부콩 0.4 동부콩 0.2 동부콩 0.4 동부콩 0.4 98.6

16 기타 1.6 기타 1.1 기타 1.5 기타 1.4 100.0

1)모든 통계값에 국민건강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함.

표 3-11. 끼니별 곡류 종류의 구성 비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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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가정식

(n=11,464)

급식

(n=2,185)

외식업소

(n=1,320)

기타

(n=281)

전체

(n=15,250)
누적비율
(%)

곡류 % 곡류 % 곡류 % 곡류 % 곡류 %

1 백미 33.8 백미 46.8 백미 81.2 백미 55.6 백미 37.5 37.5

2 보리 10.6 보리 10.7 보리 7.3 보리 7.9 보리 10.2 47.8

3 흑미 10.3 조 7.8 검은콩 4.8 흑미 7.3 흑미 9.3 57.1

4 검은콩 9.8 찹쌀현미 7.6 찹쌀 2.0 찹쌀현미 4.2 검은콩 9.0 66.0

5 현미 8.3 수수 6.1 흑미 1.7 조 6.3 찹쌀현미 7.6 73.6

6 찹쌀현미 7.9 찹쌀 5.1 조 1.3 찹쌀 2.6 현미 7.4 81.0

7 찹쌀 5.6 흑미 4.8 현미 0.6 검은콩 4.8 찹쌀 5.4 86.4

8 조 3.7 검은콩 4.7 찹쌀현미 0.4 수수 5.8 조 4.1 90.5

9 혼합잡곡상품 2.9 현미 3.9 기장 0.2 현미 0.8 혼합잡곡상품 2.5 92.9

10 강낭콩 1.5 기장 0.9 팥 0.2 혼합잡곡상품 0.2 수수 1.9 94.2

11 수수 1.5 혼합잡곡상품 0.4 강낭콩 0.1 기장 2.8 강낭콩 1.3 96.2

12 기장 1.0 팥 0.4 수수 0.1 팥 0.8 기장 0.9 97.1

13 팥 0.8 완두콩 0.3 완두콩 0.1 강낭콩 0.4 팥 0.7 97.8

14 완두콩 0.5 강낭콩 0.2 기타 1.5 완두콩 0.2 완두콩 0.4 98.2

15 동부콩 0.4 동부콩 0.1 - 동부콩 0.2 동부콩 0.4 98.6

16 기타 1.3 기타 0.4 - 기타 0.2 기타 1.4 100.0
1)모든 통계값에 국민건강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함.

표 3-12. 식사장소별 곡류 종류의 구성 비율1)



- 53 -

5) 곡류 혼합개수 및 혼합패턴

(1) 끼니별, 식사장소별 곡류 혼합개수

잡곡밥을 섭취할 때 혼합하는 곡류개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3-13과 같다. 끼니

별 혼합하는 곡류개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한 개의 곡류를 이용하는 비율이

아침 30.8%, 점심 51.3%, 저녁 42.3%로 전체적으로 한 개의 곡류를 이용하는 비

율이 높았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그림 3-2) 각 끼니별 백미 한 종류

만을 이용하여 취반한 백미밥의 섭취비율이 높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

다. 그 외 현미밥, 발아현미밥, 찹쌀밥의 경우 해당 곡류 한 종류만을 이용하여

섭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가정보다는 가정이외의 장소에서 식사 하는 비율

이 높은 점심의 경우 상대적으로 한 개의 곡류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식사장소별 혼합 곡류개수 결과와 연계하여 살펴보면 가정식의

경우 한 개의 곡류를 이용하는 비율이 29.2%인 반면 급식, 외식업소, 기타의 경

우 각각 61.9%, 88.7%, 77.5%의 높은 비율을 보여, 점심에 한 개의 곡류를 이용

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혼합 곡류개수가 2~4개인 경우는 아침 52.9%, 저녁 44.2%, 점심 35.6% 순으로

나타났으며, 5개 이상의 곡류를 혼합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아침, 점심, 저녁 각각

16.4%, 13.0%, 13.4%의 비율로 나타났다. 식사장소에 따라 혼합하는 곡류의 개수

는 가정식의 경우 54.5%, 급식소 23.7%, 외식업소 10.9 %, 기타장소 12.1% 가 2~4

개의 곡류를 혼합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이상을 혼합하는 경우는 가

정식 16.3%, 급식소 14.4%, 외식업소 0.5%, 기타 10.4%의 비율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적으로 한 개의 곡류를 이용하는 비율이 41.4%였으며, 2~4개의 곡류는 44.4%,

5개 이상을 혼합하는 경우는 14.2%의 비율로 나타났다.

곡류 분류별 혼합 곡류개수를 살펴본 결과(표 3-14), 끼니별 혼합 곡류개수로

아침은 2.83개, 점심 2.26개, 저녁 2.50개의 곡류를 평균적으로 혼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류 분류별로는 아침, 저녁의 경우 미곡류, 두류, 맥류, 잡곡류 순으로

혼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심의 경우에는 미곡류, 잡곡류, 맥류, 두류 순으로

혼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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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개수

끼니 　 식사장소
전체

(n=15,250)아침

(n=5,176)

점심

(n=4,820)

저녁

(n=5,254)

가정식

(n=11,464)

급식

(n=2,185)

외식업소

(n=1,320)

기타

(n=281)

% % %

1개 30.8 51.3 42.3 　 29.2 61.9 88.7 77.5 41.4

2개 21.6 17.3 19.7 23.5 13.5 3.9 5.4 19.6

3개 17.5 12.1 14.4 17.3 9.1 6.8 3.7 14.7

4개 13.8 6.2 10.1 13.7 1.1 0.2 3.0 10.1

5개 7.6 7.6 6.4 7.4 10.6 0.1 6.5 7.2

6개 2.6 1.2 1.6 2.5 0.3 0.0 0.0 1.8

7개 이상 6.2 4.2 5.4 　 6.4 3.5　 0.4 3.9 5.2

χ2
529.4

***
3008.5

***

1)모든 통계값에 국민건강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함.

***p<0.001.

표 3-13. 끼니, 식사장소별 곡류 혼합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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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끼니

F-value
2)

식사장소

F-value
전체

(n=15,250)아침

(n=5,176)

점심

(n=4,820)

저녁

(n=5,254)

가정식

(n=11,464)

급식

(n=2,185)

외식업소

(n=1,320)

기타

(n=281)

Mean±S.E. Mean±S.E. Mean±S.E.

미곡류 1.89±0.03
2)

1.55±0.02 1.73±0.03 88.1
***3)

1.90±0.03 1.41±0.04 1.05±0.01 1.36±0.06 309.0
***

1.73±0.18

맥류 0.30±0.01 0.24±0.01 0.25±0.01 33.5*** 0.30±0.01 0.21±0.02 0.08±0.01 0.14±0.03 64.9*** 0.26±0.01

두류 0.36±0.02 0.22±0.01 0.29±0.01 69.9
***

0.37±0.02 0.11±0.01 0.06±0.01 0.09±0.02 116.8
***

0.29±0.01

잡곡류 0.28±0.01 0.25±0.01 0.23±0.01 12.6
***

0.28±0.01 0.31±0.02 0.01±0.00 0.18±0.06 156.1
***

0.25±0.01

혼합

곡류개수
2.83±0.04 2.26±0.04 2.50±0.04 105.2*** 2.85±0.05 2.03±0.07 1.21±0.03 1.76±0.13 302.4*** 2.53±0.04

1)모든 통계값에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함.
2)분산분석.
***p<0.001.

표 3-14. 곡류 분류별 곡류 혼합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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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장소에 따른 혼합 곡류개수는 가정식이 2.85개로 가장 많았으며, 급식소

2.03개, 외식업소 1.21개, 기타 1.76개의 곡류를 혼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별

로 살펴보면 가정식의 경우 미곡류, 두류, 맥류, 잡곡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급식소

는 미곡류, 잡곡류, 맥류, 두류의 순을 보였다. 외식업소는 미곡류, 맥류, 두류, 잡

곡류의 순으로 곡류를 혼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혼합 곡류개수는 미곡류 1.73개, 두류 0.29개, 맥류 0.26개, 잡곡류

0.25개를 혼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합 곡류개수는 2.53개를 보이며 2~3개의

의 곡류를 혼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이용하는 곡류의 평

균 혼합 곡류개수를 2.9개라고 보고한 연구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 2007)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전국단위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와는 달리, 일부

지역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표본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백미의 섭취빈도가 높기 때문에, 백미를 제외한 곡류 혼

합개수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백미를 제외한 혼합 곡류개

수를 분석해 보았다. 백미를 제외하면서 백미만을 구성된 백미밥이 제외되었고,

그로인해 15,250 끼니에서 9,624끼니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백미를 제외한 곡

류 분류별 혼합 곡류개수는 표 3-15와 같다. 끼니별 혼합 곡류개수는 아침 2.65

개, 점심 2.57개, 저녁 2.60개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백미를 제

외하였을 때, 아침, 점심, 저녁에 혼합하는 곡류의 개수에 차이가 없음을 말한다.

미곡류의 혼합개수는 아침 1.30개, 점심 1.14개, 저녁 1.28개를 보였는데, 이는 백

미에 현미, 흑미, 찹쌀, 찹쌀현미 등과 같은 곡류를 이용하여 밥을 짓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식사장소에 따른 곡류 혼합개수는 가정식 2.62개, 급식 2.68개, 외식업소 1.80개,

기타 3.18개로 나타나, 역시 외식업소에서 가장 낮은 곡류 혼합개수를 보였으며,

기타장소에서 가장 높은 곡류 혼합개수를 보였다. 기타 장소에는 ‘노점/편의점/제

과점/기타’ 등이 있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의 코딩을 확인해 본 결과 ‘기타’

라고 응답한 장소가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기타’ 장소에 대한 명확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전체 평균 혼합개수는 미곡류 1.25개, 맥류 0.44개,

두류 0.49개, 잡곡류 0.43개, 혼합 곡류개수는 2.61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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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끼니

F-value
2)

식사장소

F-value
전체

(n=9,624)아침

(n=3,733)

점심

(n=2,612)

저녁

(n=3,279)

가정식

(n=8,420)

급식

(n=952)

외식업소

(n=180)

기타

(n=72)

Mean±S.E. Mean±S.E. Mean±S.E.

미곡류 1.30±0.03
2)

1.14±0.03 1.28±0.37 11.3
***3)

1.29±0.03 1.09±0.07 0.45±0.09 1.50±0.20 24.0
***

1.25±0.03

맥류 0.44±0.02 0.48±0.02 0.42±0.02 5.6** 0.43±0.01 0.54±0.03 0.67±0.05 0.58±0.10 12.9*** 0.44±0.01

두류 0.52±0.02 0.44±0.02 0.49±0.02 9.3
***

0.52±0.02 0.27±0.03 0.54±0.05 0.36±0.10 23.6
***

0.49±0.02

잡곡류 0.40±0.02 0.50±0.02 0.40±0.02 15.2
***

0.39±0.02 0.79±0.05 0.13±0.03 0.74±0.20 50.6
***

0.43±0.02

혼합

곡류개수
2.65±0.05 2.57±0.05 2.60±0.05 1.7 2.62±0.05 2.68±0.11 1.80±0.12 3.18±0.32 15.7*** 2.61±0.04

1)모든 통계값에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함.
2)분산분석
**p<0.01,

***p<0.001.

표 3-15. 곡류 분류별 곡류 혼합개수-백미 제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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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끼니별, 식사장소별 곡류 혼합패턴

잡곡밥 섭취할 때 혼합하는 곡류의 혼합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미곡류, 맥류,

잡곡류, 두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16과 같다. 전체적으

로 53.2%가 미곡류만을 혼합하여 섭취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미곡류+두

류’(9.5%), ‘미곡류+맥류’(8.8%), ‘미곡류+잡곡류’(8.0%), ‘미곡류+맥류+두

류’(7.2%), ‘미곡류+맥류+두류+잡곡류’(6.3%), ‘미곡류+맥류+잡곡류’(3.8%), ‘미

곡류+두류+잡곡류’(3.2%)의 순으로 혼합패턴을 보였다.

미곡류의 경우 백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섭취빈도과 높은 백미밥이 혼

합패턴의 분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백미를 제외하고 분석해 보았

다(표 3-17). 아침, 점심, 저녁의 경우 미곡류 혼합패턴이 각각 19.5%, 21.3%,

21.6%를 보이며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백미를 제외하고 현미, 찹쌀,

찹쌀현미, 흑미와 같은 미곡류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

다. 그 다음으로 아침, 저녁은 ‘미곡류+두류’의 혼합패턴이 많았으며, 점심은

‘미곡류+맥류+두류’의 혼합패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장소에 따른 혼합패턴을 살펴보면 가정식, 급식의 경우에는 미곡류의

혼합패턴이 각각 20.3%, 25.0%를 보이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외식업

소의 경우에는 ‘맥류+두류’의 혼합패턴에서 38.4%를 보이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기타 장소에서는 ‘미곡류+맥류+잡곡류’의 혼합패턴이 27.5%로 높은 빈

도를 나타냈다. 전체 평균적으로 ‘미곡류’, ‘미곡류+두류’, ‘미곡류+맥류+두류+

잡곡류’, ‘미곡류+맥류’, ‘잡곡류’, ‘미곡류+맥류+두류’, ‘맥류’, ‘두류’ 등의 순으로

혼합패턴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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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끼니 식사장소

전체

(n=15,250)아침

(n=5,176)

점심

(n=4,820)

저녁

(n=5,254)

가정식

(n=11,464)

급식

(n=2,185)

외식업소

(n=1,320)

기타

(n=281)

% % %

미곡류 44.3 60.9 54.5 43.4 70.1 90.2 81.7 53.2

미곡류+두류 12.2 7.0 9.4 12.6 2.4 0.9 2.8 9.5

미곡류+맥류 10.5 6.8 8.9 11.0 3.6 2.4 3.2 8.8

미곡류+잡곡류 9.3 6.5 8.1 9.6 5.9 1.0 0.6 8.0

미곡류+맥류+두류 8.6 6.4 6.7 8.5 3.6 5.0 0.6 7.2

미곡류+맥류+두류+잡곡류 7.7 4.9 6.1 7.7 3.8 0.4 3.9 6.3

미곡류+맥류+잡곡류 3.5 5.5 2.7 3.0 10.0 - 6.1 3.8

미곡류+두류+잡곡류 3.9 2.0 3.6 4.2 0.6 0.1 1.1 3.2

χ2
408.6

***
2258.5

***

1)모든 통계값에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함.
***p<0.001.

표 3-16. 끼니별, 식사장소별 곡류 혼합패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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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끼니 식사장소
전체

(n=9,624)아침

(n=3,733)

점심

(n=2,612)

저녁

(n=3,279)

가정식

(n=8,420)

급식

(n=952)

외식업소

(n=180)

기타

(n=72)

% % %

미곡류 19.5 21.3 21.6 20.3 25.0 14.4 21.6 20.7

미곡류+두류 11.9 8.8 10.3 11.3 5.0 4.2 9.4 10.5

미곡류+맥류+두류+잡곡류 9.6 8.6 9.4 9.6 7.2 4.4 15.6 9.3

미곡류+맥류 10.2 7.4 9.0 10.0 2.8 2.6 4.7 9.0

잡곡류 7.7 9.8 9.0 8.4 11.9 7.0 3.7 8.7

미곡류+맥류+두류 9.6 6.9 8.4 9.5 2.3 0.9 0.9 8.5

맥류 5.0 7.3 6.3 5.5 7.5 20.5 9.4 6.1

두류 5.8 5.9 5.8 6.2 2.9 5.0 0.3 5.8

미곡류+맥류+잡곡류 4.2 9.7 4.1 3.4 23.4 　- 27.5 5.7

미곡류+잡곡류 5.8 3.0 5.0 5.3 1.6 1.3 　- 4.8

맥류+두류 3.8 5.8 3.6 3.1 7.7 38.4 1.4 4.3

미곡류+두류+잡곡류 3.7 2.8 3.8 3.8 1.4 0.7 2.1 3.5

두류+잡곡류 2.1 1.3 2.1 2.0 0.6 0.4 3.3 1.9

맥류+잡곡류 0.7 0.7 0.7 0.8 0.6 0.2 　- 0.7

맥류+두류+잡곡류 0.6 0.7 0.7 0.7 0.2 　- 　- 0.6

χ2
229.7

***
1688.6

***

1)모든 통계값에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함.
***p<0.001.

표 3-17. 끼니별, 식사장소별 곡류 혼합패턴-백미 제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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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2차년도(2011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 국민의 식생활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잡곡밥의 섭취 실태

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4시간 회상법에 의하여 식품섭취조사에 참여한 만 1

세 이상의 7,704명의 자료 중 백미밥 또는 백미에 백미이외의 곡류 및 두류를

한 가지 이상 혼합하여 지은 잡곡밥을 한 끼 이상 섭취한 7,190명(93.3%)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잡곡밥의 일 섭취횟수를 분석한 결과, 한 끼를 섭취한 사람은 27.8%, 두

끼를 섭취한 사람은 22.8%, 세 끼를 섭취한 사람은 12.6%를 보였다. 한 끼도

섭취하지 않은 사람은 32.4%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하루 한 끼 이상의 잡곡밥

을 섭취하는 비율은 67.6%를 나타냈다.

2) 잡곡밥의 섭취횟수를 아침, 점심, 저녁의 끼니로 분류하여 잡곡밥의 섭취

패턴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아침+점심+저녁’의 세 끼 패턴은 14.4%를 보

였으며, 두 끼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아침+저녁’의 패턴에서 높은 비율(14.1%)

을 보였고, 한 끼를 섭취하는 겅우에는 ‘아침’ 패턴에서 높은 비율(13.1%)을

보였다.

3) 남, 여 모두 백미밥보다는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높았고, 남성(53.6%)보

다 여성(64.5%)에서 잡곡밥의 구성 비율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별

로 살펴보면 1~18세, 60대 이상에서는 60%이상의 높은 잡곡밥의 구성 비율을

보였다. 거주지역에 따른 잡곡밥의 구성 비율에서는 농어촌(54.8%)보다는 중

소도시(57.5%), 대도시(62.0%)로 갈수록 높은 섭취비율을 보였다.

4) 끼니에 따른 백미밥과 잡곡밥의 구성 비율 분석결과, 아침에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69.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저녁에 57.9%의 구성 비율

을 보였다. 점심의 경우에는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49.1%를 보이며 아침, 점

심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식사장소에 따른 분석결과, 가정에

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71.2%를 보인 반면, 급식,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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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기타 장소의 경우에는 잡곡밥의 구성 비율이 11.2%~38.9%를 보이며 낮

은 섭취비율을 보였다.

5) 우리나라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백미밥과 잡곡밥 종류의 구성 비율을 분

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백미밥이 41.1%로 가장 높은 구성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백미에 백미이외의 곡류 및 두류를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지은 잡

곡밥, 보리밥, 혼합곡상품을 이용한 잡곡밥, 흑미밥, 현미밥, 검은콩밥, 찹쌀현

미밥, 찹쌀밥, 강낭콩밥, 차조밥, 기장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 우리나라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곡류 종류의 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백미가 37.5 %로 가장 높은 구성 비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보리, 흑미,

검은, 찹쌀현미, 현미, 찹쌀, 조, 혼합잡곡상품, 수수, 강낭콩, 기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7) 혼합 곡류개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미곡류 1.73개, 두류 0.29개, 맥

류 0.26개, 잡곡류 0.25개를 혼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합 곡류개수는

2.63개를 보이며, 평균적으로 2~3개의 곡류를 혼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곡류 혼합패턴에서는 전체적으로 53.2%가 미곡류만을 혼합하여 섭취하였

으며, 그 다음으로 ‘미곡류+두류’, ‘미곡류+맥류’, ‘미곡류+잡곡류’, ‘미곡류+맥류

+두류’, ‘미곡류+맥류+두류+잡곡류’ 등의 순으로 혼합패턴을 보였다.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잡곡밥 섭취 실태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에 있어서 곡류 및 두류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식생활 교육 및 잡곡밥 섭취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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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잡곡밥의 식미 향상을 위한 곡류 혼합비 최적화

1. 서론

밥은 쌀을 중심으로 기타 곡류에 물을 가하여 끓인 후 죽보다 되게 조리한

음식으로 조리법이 간단하고 조미(調味)를 하지 않아도 맛이 좋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 민족의 주식으로서 이용되어 왔다(복혜자 2007).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영양이 풍부하고 기능적으로 우수한

식품을 섭취해야 하는데, 한국인의 경우 하루 중 섭취빈도가 높은 밥류에 있어

서 다양한 영양소와 생리활성 물질을 보충할 수 있는 잡곡 및 두류를 혼합한 잡

곡밥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안은미 등 2011; 이영미 2012).

그러나 잡곡류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식감이 부드럽지 못하고, 맛, 색, 조직

감과 같은 관능적 측면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김윤선 & 이귀주

2006). 혼합 잡곡 구매속성에 관한 연구결과(윤석원 등 2011)에서도 도정율이

낮은 것보다 도정율이 높고 부드러운 혼합잡곡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현미는 벼에서 왕겨만을 제거한 것으로 외피가 두껍고 질

겨 수분의 흡수율이 낮아 호화제한성이 따르며, 백미와 비교하여 맛과 식미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김성곤 등 1984; 송보현 등 1988). 이러한 현미의 취반

특성 및 식미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와 가공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기존 현미와 비교하여 부드러운 조직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발아과정

중 GABA와 같은 기능성 성분의 함량이 증대되는(금준석 등 2004; 최용민 등

2009; 조동화 등 2011) 발아현미가 있으며, 현미의 거칠은 식감의 원인이 되는

과피층을 부분적으로 도정하여 수분흡수 속도 및 식미를 개선한 현미(김혜원

등 2012, http//riceborn.com 2012)가 있다. 또한 현미를 발아, 건조하는 과정

중에 현미에 균열을 가하여 취반시 수분침투를 용이하게 하고, 섭취 후 소화

흡수가 용이하도록 한 연화현미와 칼집현미 등도 소개되고 있다(전학주 1997;

김용환 & 이정복 2005; http://www.erang.k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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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곡밥의 식미향상 위한 방법으로 곡류의 혼합비율에 따른 품질특성을 분석

하고, 적정 혼합비율을 제시한 연구(김경자 1985; 김두운 등 1998; 김명환

1999; 오금순 등 2002; 임상빈 등 2003; 장혜림 등 2013)들이 있으며, 또한 저

식미(低食未)의 쌀에 고식미(高食未)의 쌀을 혼합함으로서 식미를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권용웅 1991; 천아름 등 2007; 천아름 등 2005; Bo 등 2013; Bo 등

2012)들이 보고되고 있다.

여러 가지 곡류를 혼합하여 섭취할 경우 영양적 측면에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지만, 식미와 기호도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잡곡밥은 혼합하는 곡류의 혼합비율에 따라 밥의 관능적 기호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곡류 혼합비율의

관점에서 영양적으로는 우수하나 식미가 좋지 못한 잡곡류에 고식미의 쌀과

찹쌀을 혼합하여 혼합비율별 이화학적 품질 특성을 분석하고, 관능적 식미향

상을 위한 최적 혼합비율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우리나라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곡류인 현미, 흑미, 기장, 차수수, 차조, 찰

보리를 실험재료로 선정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현미는 신동진(군산, 2011

년) 품종이었으며, 전북 군산 소재 대야농협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흑미는 흑진주 품종(충남, 2011년산), 찰보리는 새안 품종(충남, 2011년산)을

사용하였고, 기장(충남, 2011년산), 차수수(충남, 2011년산), 차조(충남, 2010년

산)는 일반계를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잡곡류 중 현미와 혼합하기 위한 백미는 신동진(군산, 2011년) 품종을, 찹쌀

은 동진찰(군산, 2011년) 품종을 각각 군산 소재 대야 농협과 미성 라이스센터

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 흑미, 기장, 차수수, 차조, 찰보리에 혼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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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백미는 온누리 품종(2011년)을 익산 국립식량과학원으로부터 제공받

아 사용하였으며, 찹쌀은 동진찰 품종(군산, 2011년)을 역시 미성 라이스센터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실험방법

(1) 실험설계

본 연구를 위하여 혼합물실험설계법(design of experiments with mixtures)

을 사용하였다. 혼합물실험설계법은 몇 개 성분(독립변수)의 혼합물에 관한 실

험에서 어떠한 성분이 반응값(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반응값

을 최대 또는 최소로 만드는 최적비율을 찾고자 할 때 이용하는 방법으로 혼

합비의 합이 1(100%)이 되어야 하는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는 실험계획이다.

(Cornell JA 2002).

Minitab ver. 16.0(Minitab Inc., State College, PA, USA)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혼합비율 최적화 실험을 계획하였으며, 두 가지 모델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모델은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s)를 현미(A), 백미(B), 찹쌀(C)을

설정하였으며, 실험을 위한 혼합비율은 extreme-vertices방법으로 설계하였다.

실험영역 설정을 위한 상한값과 하한값은 현미의 경우 혼합비율이 0인 경우

현미밥이라 할 수 없으며, 백미와 찹쌀은 경우에 따라서 혼합하지 않을 수 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현미 10~100%, 백미 0~90%, 찹쌀 0~90%로 설정하

였다(표 4-1). 이때 꼭지점(vertex) 3개, 이중혼합점(double blend) 3개, 중앙점

(center point) 1개, 축점(axial point) 3개로 총 10개의 실험점이 설정되었다

(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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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기호
비율(%)

하한값 상한값

현미 A 10 100

백미(신동진) B 0 90

찹쌀(동진찰) C 0 90

표 4-1. 현미밥의 실험영역

그림 4-1. Extreme-vertices design diagram.

A: 현미, B: 백미, C: 찹쌀

● 현미, 백미, 찹쌀 혼합에 따른 실험점: A=25%,

B=15%, C=60%, 2: A=10%, B=45%, C=45%, 3:

A=70%, B=15%, C=15%, 4: A=100%, 5: A=10%,

B=90%, 6: A=55%, B=45%, 7: A=55%, C=45%, 8:

A=25%, B=60%, C=15%, 9: A=10%, C=90%, 10:

A=40%, B=30%, 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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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기호

비율(%)

하한값 상한값

잡곡류

(흑미, 기장, 차수수, 차조, 찰보리)
A 5 50

백미(온누리) B 50 95

찹쌀(동진찰) C 0 45

표 4-2. 흑미밥, 기장밥, 차수수밥, 차조밥, 찰보리밥의 실험영역

두 번째 모델은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s)로 잡곡류(A), 백미(B), 찹

쌀(C)을 설정하였으며, 실험을 위한 혼합비율은 역시 extreme-vertices방법으

로 설계하였다. 실험영역 설정을 위한 상한값과 하한값은 잡곡의 경우 혼합비

율이 0인 경우 잡곡밥이라 할 수 없으며, 찹쌀은 경우에 따라서 첨가하지 않

을 수 있기 때문에 잡곡류 5~50%, 백미 50~95%, 찹쌀 0~45%로 설정하였다

(표 4-2). 이때 꼭지점(vertex) 3개, 이중혼합점(double blend) 3개, 중앙점

(center point) 1개, 축점(axial point) 3개로 총 10개의 실험점이 설정되었다

(그림 4-2).

실험의 종속변수(response variables)는 잡곡밥의 품질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능, 색도, 텍스쳐, 호화특성을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배

열된 순서에 따른 오차를 없애기 위하여 무작위로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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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Extreme-vertices design diagram.

A: 잡곡류, B: 백미, C: 찹쌀.

● 잡곡류, 백미, 찹쌀 혼합에 따른 실험점

1: A=27.5%, B=72.5%, C=0.0%, 2: A=12.5%, B=80.0%,

C=7.5%, 3: A=20.0%, B=65.0%, C=15%, 4: A=5.0%,

B=72.5, C=22.5, 5: A=5.0%, B=50.0%, C=45.0, 6:

A=5.0%, B=95.0%, C=0.0, 7: A=27.5%, B=50.0%,

C=22.5%, 8: A=35.0%, B=57.5%, C=7.5%, 9: A=50,0%,

B=50.0%, C=0.0%, 10: A=12.5%, B=57.5%, C=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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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내용

① 일반성분 분석

일반성분 및 총 식이섬유는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2013)의 방법에 따

라 수분정량은 상압건조방법으로 105℃에서 건조하여 정량하였고, 조단백질은

semimicro-Kjeldhl법으로 자동 단백질 분석기(Kjeltec 2400 AUT, Foss

Tecator)로 분석하였으며, 조지방은 Soxhlet 추출기(Soxtec System HT 1043

extraction unit, Foss Tecator)를 사용하여 diethyl ether로 추출하여 정량하였

으며, 조회분은 600℃ 직접회화법으로 측정하였다. 총 식이섬유는 효소중량법

(Enzymatic-Gravimetric method)에 의하여 분석하였는데, 효소처리, 여과로

다른 일반성분(회분, 단백질 등)을 제거 한 후 식이섬유를 평량하여 값을 구하

였다.

② 수분흡수율 측정

곡류 각 2 g을 증류수(26℃) 10 mL에 수침한 다음, 백미와 찹쌀, 기장, 차수

수, 차조, 찰보리는 2시간 까지 10분 간격으로, 현미와 흑미는 4시간 까지 20

분 간격으로 꺼내어 표면의 수분을 여과지에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여 수침

전과 후의 중량 증가비로 수분흡수율을 계산하였다.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측

정하였다.

③ 관능검사

가. 최적 혼합비율 도출을 위한 관능검사

실험설계에 따라 각각의 곡류 혼합 비율대로 총량이 500 g이 되도록 정량하

여 취반하였다. 현미의 경우 현미를 4회 세미한 후 7시간 침치 시켰으며, 백미

와 찹쌀은 함께 혼합하여 세미 한 후 1시간 침지하였다. 침지 완료 후 각각을

체에 밭쳐 10분간 수분을 제거하고 현미, 백미, 찹쌀을 함께 혼합하여, 예비테

스트를 통하여 설정된 가수량 665 g(1.33배)과 함께 전기밥솥(Model

CR-0632P, Cuckoo Homesys Co., Korea)에 넣고 취반하였다. 흑미, 기장, 차

수수, 차조, 찰보리는 백미, 찹쌀과 함께 혼합하여 4회 세미 한 후 1시간 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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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체에 밭쳐 10분간 수분을 제거하고 총 중량의 1.30배(650 g)의 물을

첨가한 후 취반하였다.

취반 완료 10분 후 주걱으로 고르게 섞어 주었으며, 각 시료별 잡곡밥 50 g

씩을 1회용 용기에 담아 10분간 방냉한 후 뚜껑을 덮고 난수표를 부착하여 패

널요원에게 제공한 후 평가하도록 하였다. 입안을 헹굴 수 있도록 생수를 함

께 제공하였으며, 검사시간은 오전 11시~11시40분에 실시하였다. 관능평가를

위한 패널 요원은 조리학과 교수 11명과 ‘밥’ 관능검사 경험이 있는 한식조리

학과 남녀 대학생 20명, 총 31명을 선정하였다. 관능검사 항목으로는 외관

(appearance), 향(flavor), 조직감(texture), 찰기(stickiness), 종합적 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에 대한 특성으로 9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여 기호도가 높

을수록 상위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나. 위탁 급식업체와 비교를 위한 관능검사

본 연구에서 도출된 최적 혼합비율의 잡곡밥 6종과 한 대형 위탁 급식업체의

레시피대로 조리한 잡곡밥과 비교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급식업체에 적용

하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결과의

최적 혼합비율에 적용하기 위한 백미는 일반미(충남, 2012년)를 사용하였으며,

급식업체에 적용하기 위한 백미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고품질의 쌀(추청,

김포, 2012년)을 사용하였다. 시료는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구매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최적 혼합비율과 위탁 급식업체의 레시피에 따라 각각 잡곡

밥의 곡류 총량이 400 g이 되도록 정량하였다. 백미, 찹쌀, 현미, 흑미, 기장,

차수수, 차조, 찰보리를 각각 4회 세미하였으며, 현미는 7시간 침치 시켰으며,

그 외 곡류는 1시간 침지하였다. 침지 완료 후 체에 밭쳐 10분간 수분을 제거

하고 각각 잡곡밥의 곡류 혼합 비율대로 곡류를 혼합하여 물 520 g(1.30배)과

함께 전기밥솥(Model CR-0632P, Cuckoo Homesys Co., Korea)에 넣고 취반

하였다. 취반 완료 10분 후 주걱으로 고르게 섞어 주었으며, 각 시료별 잡곡밥

30 g씩을 1회용 용기에 담아 10분간 방냉한 후 뚜껑을 덮고 위탁 급식업체의

잡곡밥에는 ‘기준’을, 최적 혼합비율의 잡곡밥에는 ‘시료’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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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도록 하였다. 입안을 헹굴 수 있도록 생수도 함께 제공하였다.

본 연구결과인 최적혼합비율의 잡곡밥과 한 대형 위탁 급식업체의 레시피로

조리한 잡곡밥을 동시에 패널요원에게 제공하여 급식업체의 잡곡밥을 기준(0

점)으로 하여 본 연구결과인 최적 혼합비율의 잡곡밥을 -3점(나쁘다)~+3점(좋

다)으로 비교 평가하도록 하였다. 관능검사를 위한 패널요원은 급식업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급식업체 메뉴개발팀 담당자 11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관능검사 항목으로는 외관(appearance), 향(flavor), 맛(taste) 찰기

(stickiness), 경도(hardness), 종합적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로 하였으며,

검사는 오후 15시~16시에 실시하였다

④ 색도 측정

Spectrophotometer(Model CM-5, Minolta Co., Japan)를 사용하여 잡곡밥 6

종의 색도를 측정하였으며, L값(lightness, 명도), a값(redness, 적색도),

b(yellowness, 황색도)값을 각각 5회 반복 측정하였다. 이때 사용한 표준백판

(standard plate)의 L값 98.68, a값 -0.14, b값은 0.38로 보정한 후 사용하였다.

⑤ 텍스처 특성 측정

Texture analyzer(Model TA-XT2, Stable Micro System, Haselemere, UK)

를 사용하여 경도(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응집

성(cohesiveness), 씹힘성(chewiness)의 특성을 측정하였다. probe는 2.0 cm

cylinder probe(p/20)를 이용하였으며, 측정 조건은 pre-test 2.0 mm/sec, test

speed 1.0 mm/sec, post-test speed 10.0 mm/sec, distance 20.0 mm/sec,

force 5.0 g하였으며, 2회 압착시험으로 시료를 측정하였다.

실험설계 혼합 비율별로 총 중량 15 g이 되도록 정량하여 취반하였다. 현미

의 경우 4회 세미 후 7시간 침지시켰으며, 백미와 찹쌀은 함께 혼합하여 4회

세미 한 후 1시간 침지하였다. 침지 완료 후 각각의 곡류를 체에 밭여 10분간

수분을 제거 한 후 현미, 백미, 찹쌀을 함께 혼합하여 알루미늄 캔(지름 3.5

cm, 높이 6.8 cm)에 담고, 증류수 20 g(1.33배)을 첨가한 후 호일로 입구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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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었다. 흑미, 기장, 차수수, 차조, 찰보리는 백미, 찹쌀을 함께 혼합하여 4

회 세미 한 후 1시간 침치하였으며, 체에 밭쳐 10분간 수분을 제거하고 알루

미늄캔에 담은 후 증류수 19.5 g(1.30배) 첨가한 후 취반하였다.

전기밥솥(Model CR-0632P, Cuckoo Homesys Co., Korea)에 증류수 150

mL을 넣은 후 각각의 시료가 담긴 알루미늄 캔을 넣고 25분 동안 취반 하였

으며, 취반 완료 10분 후 텍스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캔을 하나

씩 꺼내어 호일을 벗기고 10분간 방냉한 후 시료가 probe의 중앙에 올 수 있

도록 올려놓은 후 측정하였다. 측정을 위한 대기 시료들은 노화에 따른 텍스

처 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측정 직전까지 보온 상태인 밥솥에 보관하면

서 실시하였으며, 실험은 5회 반복 측정하였다.

⑥ 호화 특성 측정

신속점도 측정계(Model RVA-4D, Newport Co., Australia)를 이용하여 호

화특성을 측정하였다. 각 곡류를 곡류분쇄기(Model Pulversteet 14, Variable

Speed Roto Mill, Frithch, Germany)로 분쇄한 후 각각의 곡류를 실험설계 혼

합 비율별로 총 중량 3 g(수분함량 14%기준)이 되도록 정량하여, 기기 전용

알루미늄 캔에 담고 증류수 25 mL을 첨가한 후 교반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조건은 교반속도 160 rpm으로 하여, 초기 50℃에서 1분간 정치 후 4분 30

초 동안 95℃까지 상승시키고, 2분 30초 동안 유지 후 다시 4분 30초 동안 5

0℃ 까지 냉각하는 방법으로, 총 실험시간은 12분 50초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

하여 최고점도(peak), 최저점도(trough), 강하점도(break down), 최종점도(final

visc), 치반점도(set back), 호화개시온도(pasting temp) 값을 측정하였으며, 실

험은 3회 반복 측정하였다.

⑦ 최적 혼합비율에서의 영양성분 분석

최적 혼합비율에서 잡곡밥의 영양성분을 분석하였다. CAN-Pro

4.0(Computer Aided Nutrition analysis program. 한국영양학회)을 이용하여

1인 분량 90 g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CAN-Pro는 개인이나 집단의 영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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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한국영양학회 식품성분표(2009)와 농촌생

활과학연구소의 식품성분표(2006)를 기준으로 기본 영양소 및 미량영양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1,821개의 음식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한국

영양학회 2011). 잡곡밥 각각의 영양 성분을 평가하기 위해 식품명에서 백미

는 ‘쌀, 멥쌀, 논벼, 백미(국내산), 일반형’, 찹쌀은 ‘쌀, 찹쌀, 백미’, 현미는 ‘쌀,

멥쌀, 논벼, 현미, 일반형’, 흑미는 ‘쌀, 흑미, 멥쌀’, 기장은 ‘기장, 도정곡’, 차수

수는 ‘차수수’, 차조는 ‘차조’, 보리는 ‘보리, 찰보리’를 적용하였다.

(3) 통계분석

곡류별 수분흡수율과 혼합비율에 따른 관능적, 이화학적 실험결과는 SPSS

ver 20.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혼합비율에

따른 시료별 특성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p<0.05 수준에서 분산분석

(ANOVA)과 던칸의 다중비교(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에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Minitab ver.

16.0(Minitab Inc., State College, PA,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special

cubic model을 적용하여 stepwise regression방법으로 다중회귀방정식을 산출

하였다. 이때 각 독립변수의 선택을 위한 유의수준은 p<0.1 하였으며, 모형의

유의성은 F-test로 검증 하였다. 또한 표면도(surface plot)와 등고선(contour

plot)을 통하여 독립변수 수준에 대한 종속변수 반응값의 변화를 살펴보고, 반

응최적화도구(response optimizer)를 이용하여 잡곡밥 6종 각각에 대한 최적의

곡류 혼합비율을 도출하였다. 이때 최적화 목표값(optimization goals)을 최대

화(maximize)로 설정하였고, 관능검사에서 중앙값인 5.00점을 낮은값(lower)으

로, 목표값(target)은 잡곡밥 6종의 관능검사 결과값 중 최고점수들의 평균값

인 6.50점을 범위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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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1) 원료곡의 특성

(1) 일반성분

원료곡의 일반성분 분석결과는 표 4-3과 같다. 수분함량의 경우 신동진 품

종의 백미가 16.26%로 가장 높았으며, 찰보리가 11.43%로 가장 낮은 값을 보

였다. 조회분, 조지방, 총식이섬유는 백미류인 신동진, 온누리, 동진찰 보다는

잡곡류에서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조회분은 차조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온누리 품종의 백미와 찹쌀이 동일한 집단군을 보이며 가장 낮은 값을 보였

다. 조단백질은 기장이 12.91%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고, 온누리 품종의 백

미가 5.97%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조지방은 차조가 3.64%로 가장 높았으

며, 신동진 품종의 백미, 온누리 품종의 백미, 찹쌀이 동일한 집단군을 보이며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총 식이섬유는 찰보리가 11.86%로 가장 높은 값을 보

였으며, 찹쌀이 1.13%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잡곡류가 일반쌀과 비교할

때 조회분, 조단백, 조지방, 총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아 백미류를 단독으로 섭

취하는 것보다 잡곡류를 혼합하여 섭취하는 것이 영양적, 기능적 측면에서 효

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 수분흡수율

① 현미, 흑미의 수분흡수율

현미와 흑미의 침지시간에 따른 수분흡수율은 그림 4-3과 같다. 4시간(240

분) 까지 흑미(23.67%), 현미(17.25%)의 순서로 수분흡수율을 보여, 상대적으

로 흑미의 수분흡수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② 백미 및 잡곡류의 수분흡수율

백미와 기타 곡류의 침지시간에 따른 수분흡수율은 그림 4-4와 같다. 2시간

(120분) 까지 찰보리가 57.50%로 가장 높은 수분흡수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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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곡 수분(%) 조회분(%) 조단백(%) 조지방(%)
총

식이섬유(%)

백미
(신동진)

16.26±0.121)a3) 0.35±0.01f 6.43±0.06d 0.21±0.11e 1.94±0.01g

백미
(온누리) 13.34±0.04

c
0.39±0.03

ef
5.97±0.18

e
0.20±0.01

e
1.77±0.01

h

찹쌀 12.31±0.03e 0.45±0.04e 7.79±0.49c 0.40±0.01e 1.13±0.02i

현미 13.67±0.33b 1.08±0.07c 6.57±0.12d 1.84±0.29c 4.92±0.00e

흑미 12.94±0.05
d

1.30±0.06
b

7.37±0.05
c

2.35±0.04
b

4.82±0.02
f

기장 12.45±0.06e 1.32±0.01b 12.91±0.04a 2.65±0.23b 7.83±0.01c

차수수 11.83±0.02f 1.27±0.02b 9.77±0.11b 2.40±0.03b 11.18±0.04b

차조 12.60±0.08
e

1.50±0.06
a

9.95±0.06
b

3.64±0.16
a

5.92±0.02
d

찰보리 11.43±0.06g 0.95±0.00d 9.73±0.08b 0.76±0.13d 11.86±0.01a

F-value
2)

250.117
****

227.639
****

290.913
****

145.018
****

90280.694
****

1)
Mean±S.D.

2)분산분석. 3)Duncan의 사후분석.
****p<0.001.

표 4-3. 원료곡의 일반성분

으로 차수수(32.83%), 차조(32.20%), 기장(32.17%), 찹쌀(31.43%), 온누리 품종

의 백미(20.45%), 신동진 품종의 백미(20.38%)의 순서로 나타났다. 모든 곡류

는 50분 침지 후 약 20% 이상의 수분흡수율을 나타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현미와 비교할 때 수분흡수속도가 빠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미의 경우

왕겨만 제거 된 채 표피층이 그대로 있어 수분의 참투가 어렵기 때문이며, 결

과적으로 취반시 현미의 호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미의

경우 백미, 찹쌀을 혼합하여 취반 할 경우 다른 곡류와 달리 수침시간 또는

수침온도를 별도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능평가, 색도, 텍스쳐 측정을 위한 잡곡밥 취반시, 곡류별

수분흡수율 2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현미는 7시간, 백미와 찹쌀, 그 외 곡

류는 1시간 침지한 후 취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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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곡류별 침지시간에 따른 수분 흡수율

그림 4-3. 현미, 흑미의 침지시간에 따른 수분 흡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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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화 특성

원료곡의 호화 특성 측정 결과는 표 4-4에 제시하였다. 최고점도(peak)는

온누리 품종의 백미가 225.17 RVU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차조가 37.18

RVU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동일 품종의 현미와 백미인 신동진의 경우 백

미보다는 현미에서 최고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정전인 현미의

경우 미강에 섬유질, 무기질, 지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백미와 비교하여 전분

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점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찰보리도 211.85 RVU를 보이며 높은 수준의 최고점도를 보였다. 최저점도

(trough)는 찰보리가 151.02 RVU를 보이며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차조가

37.45 RVU를 보이며 최고점도와 동일하게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강하점도

(break down)는 백미의 온누리 품종이 88.02 RVU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차조가 0.36 RVU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최종점도(final visc) 또한 온

누리 품종의 백미가 가장 높은 값(247.78 RVU)을 나타냈으며, 차조가 가장 낮

은 값(59.19 RVU)을 보였다.

취반 후 밥의 노화와 관련이 있는 치반점도(set back)는 흑미가 54.30 RVU

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찰보리가 -28.57 RVU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

다. 그 다음으로 찹쌀이 -5.00 RVU를 보이며 낮은 값을 보였다. 호화개시온도

(pasting temp)는 기장과 차조가 각각 80.67℃, 79.42℃로 동일한 집단군을 보

이며 높은 온도를 나타냈으며, 찰보리가 65.38℃으로 낮은 온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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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곡

점도(RVU1))
호화개시온도(℃)

(Pasting temp)최고점도

(Peak)

최저점도

(Trough)

강하점도

(Break down)

최종점도

(Final visc)

치반점도

(Set back)

백미(신동진) 197.71±1.13
c

122.76±4.36
c

74.95±5.44
b

211.38±3.14
b

13.68±4.22
c

67.30±1.1.65
cd

백미(온누리) 225.17±5.21a 137.15±13.64b 88.02±8.45a 247.78±12.27a 22.61±7.16b 70.73±2.04bc

찹쌀 67.43±0.76
g

48.42±0.22
f

19.01±0.64
f

62.43±0.44
h

-5.00±1.00
e

69.42±1.28
bcd

현미 132.90±4.582)d4) 81.75±6.73e 51.15±2.45d 159.61±5.06d 26.71±0.84b 68.67±0.81bcd

흑미 91.94±1.50
e

77.41±1.64
e

14.54±0.43
fg

146.25±1.63
e

54.30±1.25
a

70.17±2.50
bc

기장 85.70±1.41
f

76.36±0.76
e

9.34±0.77
g

100.29±1.25
g

14.59±0.52
c

80.67±0.85
a

차수수 132.85±1.03d 104.63±0.58d 28.22±0.58e 136.60±0.48f 3.76±1.35d 73.07±0.97b

차조 37.81±0.30
h

37.45±0.32
g

0.36±0.05
h

59.19±0.52
h

21.39±0.44
b

79.42±5.36
a

찰보리 211.85±3.18b 151.02±1.26a 60.83±2.37c 183.28±1.61c -28.57±2.38f 65.38±2.87d

F-value
3)

1864.436
****

159.209
****

231.027
****

573.775
****

176.210
****

14.750
****

1)
RVU: Rapid Visco Unit.

2)Mean±S.D.
3)분산분석. 4)Duncan의 사후분석.
****p<0.001.

표 4-4. 원료곡의 호화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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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잡곡밥 6종의 품질 특성 및 최적 혼합비율

(1) 현미밥

① 관능검사

실험설계에 따라 현미(신동진), 백미, 찹쌀의 혼합비율을 달리하여 취반한

현미 혼합밥의 관능검사결과는 표 4-5와 같다. 외관(appearance)에 대한 기호

도는 현미 25%, 백미 15%, 찹쌀 60%를 혼합(1번 시료)하였을 때 높은 기호도

를 보였으며, 현미 100%(4번 시료)에서 가장 낮은 기호도를 보였다. 향(flavor)

은 현미 55%, 백미 45%를 혼합(6번 시료)하였을 때 높은 기호도를 보였으나

혼합비율에 따른 시료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조직감(texture)의 경우 현미 25%,백미 60%, 찹쌀 15%를 혼합한 시료(8번

시료)에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였으며, 현미 100%인 4번 시료에서 가장 낮

은 기호도를 나타냈다. 찰기(stickiness)에서는 8번 시료(현미 25%, 백미 60%,

찹쌀 15%), 5번 시료(현미 10%, 백미 90%), 2번 시료(현미 25%, 백미 15%,

찹쌀 60%)가 동일한 집단군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현미 100%의 시료에

서 가장 낮은 기호도를 나타냈다. 종합적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서는 8

번 시료가 높은 기호도를 보였으며, 3번 시료(현미 70%, 백미 15%, 찹쌀 15),

4번 시료가 동일한 집단군에서 낮은 값을 보였다.

관능결과에 대한 회귀식은 표 4-9와 같으며 모든 관능특성에서 p<0.1 이내

에서 유의성을 보였다. R2은 78.06~95.50%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외관, 향, 찰기 항목에서는 독립변수간 교호작용에 따른 quadratic 모델이 선

정되었고, 조직감과 종합적 기호도에서는 special cubic 모델이 선정되었다.

관능특성에 대한 회귀식과 표면도와 등고선(그림 4-5)을 살펴보면 각각의

독립변수가 현미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외관은 백미(B)와 찹쌀(C)의 함

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증가하는 반면, 현미(A)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호

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감, 찰기, 종합적 기호도에서는 현미의 함

량이 감소하고, 백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증가하였으며, 찹쌀의 경

우에는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험점

혼합비율(%) 관능검사
1)

A
2)
: B : C

외관

(Appearance)

향

(Flavor)

조직감

(Texture)

찰기

(Stickiness)

종합적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

1 25 : 15 : 60 6.24±1.793)a5) 5.52±2.11ab 4.90±2.23b 5.33±2.27ab 5.43±2.25bc

2 10 : 45 : 45 5.05±2.29
abc

5.14±2.33
ab

5.38±1.88
ab

5.81±2.18
a

5.24±1.95
bcd

3 70 : 15 : 15 4.67±2.22
c

5.38±1.43
ab

4.43±2.36
bc

3.86±1.85
c

4.10±1.79
e

4 100 : 0 : 0 3.29±2.00
d

4.67±2.00
b

3.29±2.13
d

2.76±1.87
d

3.33±2.13
e

5 10 : 90 : 0 4.81±2.16c 4.90±2.12ab 5.62±1.83ab 5.95±1.86a 5.48±2.52bc

6 55 : 45 : 0 5.52±2.27abc 5.86±1.32a 4.67±2.11bc 4.62±1.63bc 5.33±1.59bcd

7 55 : 0 : 45 5.10±2.17abc 5.76±1.64ab 4.71±1.88b 5.00±2.17ab 4.43±2.06cde

8 25 : 60 : 15 6.05±1.83
ab

5.71±1.77
ab

6.14±1.68
a

6.05±1.24
a

6.62±1.24
a

9 10 : 0 : 90 4.90±1.95
bc

5.05±2.18
ab

3.57±2.01
cd

5.38±2.40
ab

4.29±1.93
de

10 40 : 30 : 30 5.43±1.99
abc

5.62±1.77
ab

5.43±2.18
ab

5.33±2.08
ab

5.76±2.12
ab

F-value4) 3.302*** 0.950 4.033**** 5.641**** 4.855****

1)
9점 척도(1: 매우 나쁘다, 9: 매우 좋다).

2)A: 현미, B: 백미, C: 찹쌀.
3)Mean±S.D.
4)

분산분석.
5)

Duncan의 사후분석.
***p<0.01, ****p<0.001.

표 4-5. 혼합비율에 따른 현미밥의 관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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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현미밥의 관능 특성에 따른 표면도와 등고선

A: 현미, B: 백미, C: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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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색도

색도 측정 결과(표 4-6) L값(명도)은 10개 시료의 현미밥에서 66.27~76.38의

범위를 보였으며, 현미 10%, 백미 90%를 혼합(5번 시료)하였을 때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현미 100%(4번 시료)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a값(적

색도)은 현미가 100%일 때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현미가 10% 혼합된 2

번, 5번, 9번 시료의 경우 동일한 집단군을 보이며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b값(황색도)은 현미 100%일 때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2번 시료(현미

10%, 백미 45%, 찹쌀 45%), 5번 시료(현미 10%, 백미 90%)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Lamberts 등(2007)은 현미를 15%까지 도정하였을 때 L값은

증가하고, a, b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현미의 외피에 적색, 황색계의 색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으나, 15% 이상의 도정에서는 변화가 없

었다고 하였다

독립변수 상호작용에 따른 회귀식은 97.86~99.42%의 높은 설명력(R2)을 보

였으며, L값은 special cubic 모델이, a값은 quadratic 모델이 선정되었으나, b

값은 유의적인 회귀식이 성립되지 않았다(표 4-9). 회귀식과 그림 4-6을 살펴

본 결과 L값은 백미와 찹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a값은 현미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미의 함량이 동일하고, 백미와 찹쌀의

동일한 함량이 상반되게 혼합된 5번 시료(현미 10%, 백미 90%)와 9번 시료

(현미 10%, 찹쌀 90%), 6번 시료(현미 55%, 백미 45%)와 7번 시료(현미 55%,

찹쌀 45%)의 L, a값을 비교하면, a값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L값의 경우

찹쌀 보다는 백미가 혼합되었을 때 더 높은 값을 보여, 백미가 L값에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점
혼합비율(%) 색도

1)

A2) : B : C L a b

1 25 : 15 : 60 72.85±0.343)d5) 0.09±0.16e 12.89±1.24d

2 10 : 45 : 45 75.42±0.74b -0.82±0.30g 10.84±0.47e

3 70 : 15 : 15 68.19±0.48
g

2.20±0.19
b

19.01±0.49
b

4 100 : 0 : 0 66.27±0.57
h

2.90±0.21
a

20.58±0.59
a

5 10 : 90 : 0 76.38±0.47
a

-0.93±0.19
g

10.27±1.25
e

6 55 : 45 : 0 71.31±0.52
e

1.22±0.26
c

16.06±0.96
c

7 55 : 0 : 45 70.07±0.21
f

1.35±0.10
c

16.27±0.44
c

8 25 : 60 : 15 74.44±0.63
c

-0.21±0.16
f

12.38±0.36
d

9 10 : 0 : 90 74.26±0.43c -0.79±0.08g 12.24±0.55d

10 40 : 30 : 30 70.57±0.66f 0.76±0.26d 15.65±0.21c

F-value
4)

192.971
****

221.709
****

108.974
****

1)L: 0(black) to 100(white), a: -60(green) to 60(red), b: -60(yellow) to 60(blue).
2)
A: 현미, B: 백미, C: 찹쌀.

3)Mean±S.D.
4)분산분석. 5)Duncan의 사후분석
****p<0.001.

표 4-6. 혼합비율에 따른 현미밥의 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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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현미밥의 색도에 따른 표면도와 등고선

A: 현미, B: 백미, C: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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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텍스처 특성

현미, 백미, 찹쌀의 혼합비율에 따른 현미밥의 텍스처 특성 측정 결과는 표

4-7과 같다. 경도(hardness)는 현미 100%(4번 시료)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

냈으며, 현미 10%, 백미 45%, 찹쌀 45%의 비율로 혼합된 현미밥(2번 시료)에

서 가장 낮은 경도를 보였다. 부착성(adhesiveness)은 현미 25%, 백미 15%,

찹쌀 60%를 혼합(1번 시료)하였을 때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현미 100%

의 현미밥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탄성(springiness)은 4번 시료에서

높은 값을 보였으며, 6번 시료(현미 55%, 백미 45%)에서 낮은 값을 보였으나

혼합비율에 따른 시료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응집성(cohesiveness)은 5

번과 6번 시료에서 높은 값을 보였으며, 3번 시료(현미 70%, 백미 15%, 찹쌀

15%)와 4번 시료에서 낮은 값을 나타냈다. 씹힘성(chewiness)은 4번 시료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1번 시료(현미 25%, 백미 15%, 찹쌀 60%)는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현미, 백미, 찹쌀의 상호작용에 따른 회귀식을 분석한 결과(표 4-9),

62.14~92.45%의 설명력(R2)을 보였으며, 경도, 부착성, 씹힘성은 독립변수간 교

호작용하는 quadratic 모델이, 탄성은 special cubic 모델이 선택되었다. 응집성

은 special cubic 모델이 성립되었으나 유의성은 성립되지 않았다. 텍스처 특

성에 대한 회귀식과 그림 4-7을 통해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현미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경도, 탄성, 씹힘성은 증가하였으며, 부착성과 응집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kabe(1979)의 연구에 따르면 밥의 식미 품질은 경도, 부착성과 상관관계가

높으며, 특히 부착성/경도의 비율을 통하여 식미 품질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 비율이 0.15~0.20일 때 밥의 식감이 양호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Ad/H 결과값과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밥알을 측정한 Okabe의

연구와는 달리, 세 가지의 곡류를 혼합하여 취반한 본 연구의 목적상 블록의

형태로 텍스처를 측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결과값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Ad/H 값을 보여 현미

100% 일 때 -0.05로 부착성은 감소하고 경도는 증가하였으며, 찹쌀의 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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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수록 부착성은 증가하여 9번 시료(현미 10%, 찹쌀 90%)와 1번 시료에

서 동일한 집단군을 보이며 각각 -0.40, -0.41의 값을 보였다. 관능평가에서

조직감과 종합적 기호도에서 가장 기호도가 높았던 현미 25%, 백미 60%, 찹

쌀 15%를 혼합한 현미밥의 경우 -0.23의 값을 보였다. 따라서 경도가 높고 부

착성이 낮아 식감이 좋지 못한 100% 현미밥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식미의 곡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섭취하는 것도 식미 향상을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천아름 등(2007)은 식미 및 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품종이 다른 쌀

의 블렌딩을 통하여 품질특성을 분석하였는데, 호화가 늦고, 경도가 낮으며,

노화특성이 양호한 백진주벼, 화선찰벼를 혼합하여 취반하는 것이 전체적인

혼합미의 경도 저하에 적합하다고 하여, 곡류간 블렌딩을 통하여 식미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김혜원 등(2012)은 일반적으로 우리나

라 사람들은 경도가 낮고 부착성이 높은 밥의 경우 선호도가 높다고 하면서,

현미의 과피층 제거 정도가 증가할수록 경도는 감소하고, 부착성은 증가한다

고 하였다.



실험점

혼합비율(%) 텍스처 특성

A
1)
: B : C

경도

(Hardness)

(g)

부착성

(Adhesiveness)

(g/sec)

탄성

(Springiness)

응집성

(Cohesiveness)

씹힘성

(Chewiness)
Ad/H

2)

1 25 : 15 : 60 831.36±85.163)fg5) -338.53±23.40ef 0.85±0.06bc 0.31±0.02bc 217.22±26.52d -0.41±0.03g

2 10 : 45 : 45 755.31±29.47g -267.53±28.73bc 0.85±0.06bc 0.33±0.04ab 214.58±33.19d -0.35±0.30fg

3 70 : 15 : 15 1335.89±64.05b -289.06±12.82cde 0.90±0.05ab 0.27±0.03d 308.43±26.03b -0.22±0.01b

4 100 : 0 : 0 1871.50±63.34a -93.06±50.35a 0.93±0.04a 0.27±0.03d 464.42±49.93a -0.05±0.03a

5 10 : 90 : 0 873.70±75.81
ef

-229.23±20.71
b

0.83±0.05
bc

0.35±0.02
a

254.80±17.72
cd

-0.26±0.03
bc

6 55 : 45 : 0 940.30±64.90
de

-276.08±4.79
bcd

0.80±0.02
c

0.35±0.01
a

269.20±33.84
bc

-0.28±0.05
cd

7 55 : 0 : 45 1072.34±87.25
c

-344.97±1.46
f

0.87±0.05
abc

0.29±0.02
cd

273.62±35.26
bc

-0.32±0.04
de

8 25 : 60 : 15 1018.55±59.89cd -233.89±56.57b 0.86±0.04abc 0.31±0.02bc 277.96±25.95bc -0.23±0.05bc

9 10 : 0 : 90 820.71±23.87fg -324.16±30.87def 0.88±0.05abc 0.34±0.01ab 244.30±16.60cd -0.40±0.04fg

10 40 : 30 : 30 1037.58±16.01c -256.89±51.53bc 0.87±0.05abc 0.31±0.03bc 275.64±19.0bc -0.25±0.05bc

F-value
4)

97.458
****

16.098
****

1.796 6.647
****

20.738
****

30.767
****

1)A: 현미, B: 백미, C: 찹쌀.
2)Ad/H=부착성(Adhesiveness)/경도(Hardness).
3)
Mean±S.D.

4)분산분석. 5)Duncan의 사후분석
****p<0.001.

표 4-7. 혼합비율에 따른 현미밥의 텍스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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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현미밥의 텍스처 특성에 따른 표면도와 등고선

A: 현미, B: 백미, C: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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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호화 특성

현미, 백미, 찹쌀을 분쇄한 후 혼합비율에 따른 호화특성 측정 결과는 표

4-8과 같다. 최고점도(peak), 최저점도(trough), 최종점도(final visc)는 현미

10%와 백미 90%를 혼합(5번 시료)하였을 때 각각 193.59 RVU, 116.15 RVU,

209.61 RVU를 보이며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현미 10%, 찹쌀 90%를 혼

합(9번 시료)하였을 때 각각 63.98 RVU, 41.70 RVU, 59.72 RVU로 가장 낮은

점도를 보였다. 최고점도는 응집점도로 전분 입자의 붕괴와 점도를 감소시키

는 폴리머 정렬 효과사이의 평형점에서 나타나며, 최저점도는 전분이 고온에

서 일정한 시간 유지되면 전분입자들의 아밀로스가 용액으로 빠져나와 재정렬

되어 파괴되기 때문에 최저점도를 보이게 된다(한귀정 등 2008).

일반적으로 저 아밀로스 쌀전분의 입자는 결정도가 낮기 때문에 쉽게 팽윤,

분해되는 반면 고 아밀로스 쌀전분의 입자는 강하고 견고해서 팽윤과 분해에

저항성을 갖게 된다(Sandhya & Bhattacharya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찹쌀보다는 아밀로스 함량이 많은 백미를 혼합함으로써 열에 대한 팽윤과 분

해에 저항성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높은 응집력을 보이며 찹쌀을 혼합했을

때 보다 높은 점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고점도와 최저점도간의 차이로 열, 전단에 대한 저항성과 높은 상관관계

를 보이는 강하점도(break down)는 현미 10%, 백미 90%를 혼합하였을 때 가

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현미 25%, 백미 15%, 찹쌀 60%를 혼합(1번 시료)

하였을 때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최고점도와 최종점도간 차이로 취반 후 밥

의 노화와 관련 있는 치반점도(set back)는 현미 100%(4번 시료)로 취반한 경

우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현미 10%, 찹쌀 90% 혼합하였을 때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호화개시온도(pasting temp)는 현미 100%인 4번 시료에서 높은

온도를 보였으며, 현미 10%, 찹쌀 90%를 혼합한 시료에서 가장 낮은 호화개

시온도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쌀의 호화특성은 아밀로스 함량과 상관관계가 있어 강하점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치반점도와 호화개시온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백미에 비해 현미에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ul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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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현미 100%인 4번 시료에서 가장 높은 호화개시

온도와 치반점도를 나타냈다. 이는 가열시 전분의 호화 지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로 이해 식미가 불량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취

반 과정에서 고온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취반 후에도 상대적으로

노화의 진행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판단된다.

호화 특성에 대한 회귀식은 92.01~99.97%의 설명력(R2)을 보였으며, 최저점

도는 special cubic 모델이, 최고점도, 강하점도, 최종점도, 치반점도는

quadratic 모델이 선택되었으며, 호화개시온도는 Linear 모델이 선정되었다(표

4-9). 독립변수가 호화 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식에서 나타

난 계수들과 그림 4-8을 살펴보면, 최고점도, 최저점도, 강하점도, 최고점도는

백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점도를 나타냈으며, 찹쌀의 함량이 증가할수

록 낮은 점도를 보였다. 치반점도의 경우 현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

을 나타냈으며, 백미 보다는 찹쌀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낮은 값을 보였다.

한편 Champagne 등(1990)과 Marshall(1992)은 현미의 경우 도정도가 증가

할수록 호화개시온도가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Park 등(2001)은 현미의 도정도

가 증가할수록 호화개시온도가 낮아짐과 동시에 최고점도, 강하점도, 치반점도

는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쌀의 경우에는 호화개시온도가 낮고,

최고점도와 강화점도는 높으며 치반점도가 낮은 쌀의 식미가 양호하다고 하였

다(임상종 등 1995). 본 연구에서도 100%의 현미밥인 4번 시료에 비하여, 백

미와 찹쌀을 혼합함으로써 호화개시온도와 치반점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현미밥의 식미개선 및 물성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점

혼합비율

(%)
점도(RVU1))

호화개시온도(℃)

(Pasting temp)
A

2)
: B : C

최고점도

(Peak)

최저점도
(Trough)

강하점도

(Break down)

최종점도

(Final visc)

치반점도

(Set back)

1 25 : 15 : 60 75.01±0.533)i5) 56.35±0.62d 18.71±0.10h 87.05±0.43h 11.99±0.09c 67.32±0.46cd

2 10 : 45 : 45 104.21±1.43
g

73.45±2.99
c

30.76±1.66
f

117.70±2.90
f

13.49±1.51
c

67.78±0.81
abcd

3 70 : 15 : 15 127.51±0.82e 79.05±1.70c 48.46±0.88d 148.73±1.17d 21.23±0.35b 68.25±0.35abc

4 100 : 0 : 0 138.96±0.59
d

80.30±3.10
c

58.66±2.52
c

169.96±2.35
c

31.01±1.76
a

68.65±0.20
a

5 10 : 90 : 0 193.59±4.16a 116.15±7.21a 77.43±4.02a 209.61±6.19a 16.03±4.08c 68.12±0.38abc

6 55 : 45 : 0 162.22±2.04
b

97.30±4.29
b

64.92±2.67
b

187.23±5.13
b

25.01±3.79
b

68.50±0.33
ab

7 55 : 0 : 45 84.12±0.63h 59.66±1.18d 24.46±0.72g 98.66±1.46g 14.54±1.08c 67.58±0.30bcd

8 25 : 60 : 15 151.22±1.88
c

93.46±4.15
b

57.76±2.99
c

166.39±3.94
c

15.17±2.16
c

67.72±0.68
abcd

9 10 : 0 : 90 63.98±0.71j 41.70±0.08e 22.27±0.62gh 59.72±0.13i -4.26±0.83d 66.90±0.61d

10 40 : 30 : 30 112.06±6.60
f

72.54±6.39
c

39.52±0.54
e

127.81±6.08
e

15.75±0.68
c

67.83±0.45
abcd

F-value
4)

630.404
****

87.221
****

270.844
****

453.399
****

48.737
****

3.377
**

1)RVU: Rapid Visco Unit.
2)A: 현미, B: 백미, C: 찹쌀.
3)
Mean±S.D.

4)분산분석. 5)Duncan의 사후분석.
**p<0.05, ****p<0.001.

표 4-8. 혼합비율에 따른 현미밥의 호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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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현미밥의 호화 특성에 다른 표면도와 등고선

A: 현미, B: 백미, C: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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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변수 모델 다중회귀방정식1) R2 F-value

관능평가

외관

(Appearance)
Quadratic 3.11A+4.52B+4.92C+7.51AB+5.42AC 81.12 6.17**

향

(Flavor)
Quadratic 4.61A+4.58B+4.78C+4.96AB+3.96AC 91.35 26.33

***

조직감

(Texture)

Special

cubic
3.27A+6.18B+3.14C+5.40AC+24.04ABC 94.28 11.05**

찰기

(Stickiness)
Quadratic 2.76A+6.64B+5.26C+4.18AC 95.50 8.17

**

종합적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

Special

cubic
3.62A+6.13B+4.48C+31.56ABC 78.06 5.03*

색도

L
Special

cubic
66.08A+77.75B+75.13C+6.85BC-56.36ABC 99.18 14.47

**

a Quadratic 2.95A-1.54B-1.37C+1.48AB+1.92AC 99.42 5.19*

b Quadratic 20.91A+8.24B+11.10C+5.69AB 97.86 2.80

텍스쳐 특성

경도

(Hardness)
Quadratic 1784.0A+968.0B+592.0C-1580.0AB 91.21 5.73*

부착성

(Adhesiveness)
Quadratic -108.7A-174.4B-281.1C-466.3AB-605.8AC 87.25 7.90**

탄성

(Springiness)

Special

cubic
0.93A+0.86B+0.86C-0.27AB 70.00 4.15

*

응집성

(Cohesiveness)

Special

cubic
0.27A+0.36B+0.33C 62.14 5.75**

씹힘성

(Chewiness)
Quadratic 456.8A+269.2B+238.9C-350.7AB-342.4AC 92.45 5.28

*

호화 특성

최고점도

(Peak)
Quadratic 138.7A+199B+62.8C-84.7AC-121.2BC 99.52 44.45***

최저점도

(Trough)

Special

cubic
80.6A+119.3B+36.5C-170.2ABC 99.80 31.06***

강하점도

(Break down)
Quadratic 58.51A+79.56B+24.09C-73.64AC-88.44BC 99.08 32.62***

최종점도

(Final visc)
Quadratic

170.50A+215.62B+55.84C-16.43AB-83.62AC

- 88.78BC
99.97 100.33****

치반점도

(Set back)
Quadratic 30.60A+13.62B-6.46C+32.49BC 95.88 6.63**

호화개시온도

(Pasting

temp)

Linear 68.59A+68.08B+66.68C 92.01 40.32

1)
A: 현미, B: 백미, C: 찹쌀.

*p<0.1,
**p<0.05,

***p<0.01,
****p<0.001.

표 4-9. 현미밥의 반응변수별 다중회귀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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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변수 최적화 목표값

혼합비율(%)

예측값

현미 백미 찹쌀

외관

(Appearance)

최대화

(5.00-6.50)

27.0 50.3 22.7

5.58

향

(Flavor)

최대화

(5.00-6.50)
5.55

조직감

(Texture)

최대화

(5.00-6.50)
5.78

찰기

(Stickiness)

최대화

(5.00-6.50)
5.54

종합적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

최대화

(5.00-6.50)
6.05

표 4-10. 현미, 백미, 찹쌀의 최적 혼합비율

⑤ 현미밥의 관능적 최적 혼합비율

독립변수인 현미, 백미, 찹쌀의 혼합비율 범위 내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

낸 관능검사 특성인 외관, 향, 텍스처, 찰기, 종합적 기호도를 최대화

(maximize)로 설정하여 현미밥의 최적 혼합비율을 산출하였다. Minitab 프로

그램의 반응최적화도구를 이용하여 하한값은 5.50점, 최대값은 6.50점을 목표

값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최적 혼합비율로 현미 27.0%, 백미 50.3%, 찹쌀

22.7%를 도출되었으며(표 4-10), 이 혼합비율에서 외관 5.58점, 향 5.55, 텍스

쳐 5.78점, 찰기 5.54점, 종합적 기호도 6.05점의 예측값을 나타냈다. 최적화된

현미, 백미, 찹쌀의 혼합비율에서 색도, 텍스처 특성, 호화 특성을 측정하였으

며, 그 반응값은 표 4-11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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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변수 반응값
1)

색도

L 74.17±0.10

a 0.10±0.20

b 12.63±0.78

텍스처특성

경도

(Hardness)
892.75±19.66

부착성

(Adhesiveness)
-251.33±52.45

탄성

(Springiness)
0.83±0.05

응집성

(Cohesiveness)
0.33±0.02

씹힘성

(Chewiness)
240.76±21.55

Ad/H -0.28±0.05

호화특성

최고점도

(Peak)
146.54±2.21

최저점도

(Trough)
88.60±3.11

강하점도

(Break down)
57.94±1.20

최종점도

(Final visc)
166.32±3.76

치반점도

(Set back)
19.79±1.97

호화개시온도

(Pasting temp)
68.91±0.42

1)Mean±S.D.
2)
Ad/H=부착성(Adhesiveness)/경도(Hardness)

표 4-11. 현미, 백미, 찹쌀 최적 혼합비율에서의 품질 특성



- 96 -

(2) 흑미밥

① 관능검사

흑미, 백미, 찹쌀의 혼합비율에 따른 흑미밥의 관능검사결과는 표 4-12와 같

다. 외관(appearance)은 흑미 12.5%, 백미 57.5%, 찹쌀 30% 혼합된 5번 시료,

흑미 5%, 백미 72.5%, 찹쌀 22.5% 혼합된 4번 시료, 흑미 12.5%, 백미 80%,

찹쌀 7.5%를 혼합한 3번 시료, 흑미 5%, 백미 50%, 찹쌀 45%에서 동일한 집

단군을 형성하며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

향(flavor)은 3번, 4번, 5번 시료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조직감(texture), 찰

기(stickiness)에서는 4번 시료에서 높은 값을 보였으며, 종합적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서 4번, 5번 시료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흑미 50%

와 백미 50%가 혼합된 2번 시료가 모든 관능특성에서 낮은 기호를 기호도를

나타냈다.

관능결과에 대한 회귀식은 표 4-16과 같다. 조직감을 제외한 모든 관능특성

에서 p<0.1 이내의 유의성을 보였으며, 81.48~96.18%의 설명력(R2)을 보였다.

외관, 종합적기호도는 quadratic 모델, 향은 linear 모델, 조직감, 찰기는

special cubic 모델이 선정되었다. 관능특성에 대한 회귀식과 표면도, 등고선

(그림 4-9)을 살펴보면, 모든 관능특성에서 백미와 찹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흑미의 함량이 감소할수록 기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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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점

혼합비율(%) 관능검사
1)

A2): B : C
외관

(Appearance)

향

(Flavor)

조직감

(Texture)

찰기

(Stickiness)

종합적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

1 5.0 : 95.0 : 0.0 5.88±1.95
3)a5)

5.58±1.42
ab

5.62±1.50
abc

4.92±1.83
c

5.23±1.86ab

2 50.0 : 50.0 : 0.0 2.08±1.26
d

3.69±1.62
d

4.19±2.28
d

3.58±1.86
d

3.23±1.73
d

3 12.5 : 80.0 : 7.5 6.00±1.41a 5.77±1.53a 5.73±1.51ab 5.12±1.53bc 5.69±1.72ab

4 5.0 : 72.5 : 22.5 6.15±1.76
a

5.81±1.70
a

6.23±1.34
a

6.58±1.17
a

6.19±1.30
a

5 12.5 : 57.5 : 30.0 6.42±1.24
a

6.08±1.67
a

5.96±1.78
ab

6.04±1.87
ab

6.23±1.51
a

6 35.0 : 57.5 : 7.5 3.19±1.44c 4.12±1.53cd 4.62±1.77cd 4.08±1.41cd 4.08±1.70cd

7 27.5 : 72.5 : 0.0 5.54±1.56
c

3.96±1.54
cd

4.92±1.65
bcd

4.50±1.66
cd

4.65±1.55
bc

8 20.0 : 65.0 : 15.0 4.81±1.86b 4.73±1.59bc 4.58±1.77cd 4.38±1.92cd 4.85±1.62bc

9 27.5 : 50.0 : 22.5 4.00±1.79
bc

4.69±1.72
bc

4.46±2.04
d

4.73±1.80
c

4.64±1.89
bc

10 5.0 : 50.0 : 45.0 6.04±1.78a 5.50±1.77ab 5.15±2.34abcd 6.08±2.27ab 5.35±2.06ab

F-value
4)

22.892
****

7.481
****

3.847
****

7.783
****

7.806
****

1)9점 척도(1: 매우 나쁘다, 9: 매우 좋다).
2)
A: 흑미, B: 백미, C: 찹쌀.

3)Mean±S.D.
4)분산분석. 5)Duncan의 사후분석.
****p<0.001.

표 4-12. 혼합비율에 따른 흑미밥의 관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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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흑미밥의 관능 특성에 따른 표면도와 등고선

A: 흑미, B: 백미, C: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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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색도

색도 측정 결과는 표 4-13과 같다. L값(명도)은 흑미 5%, 백미 72.5%, 찹쌀

22.5%가 혼합된 4번 시료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

은 3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시료에서 동일한 집단군을 보이며 높은 값을

나타냈다. b값(황색도) 3번, 8번, 10번 시료에서 높은 값을 보였으며, 흑미

50%, 백미 50% 혼합된 2번 시료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독립변수 상

호작용에 따른 회귀식은 82.88~98.77%의 높은 설명력(R2)을 보이며, L값은

quadratic 모델, a값은 special cubic 모델, b값은 linear 모델이 선정되었고, 모

든 값에서 유의적인 회귀식이 성립되었다(표 4-16). 회귀식과 색도별 표면도,

등고선(그림 4-10)을 살펴본 결과 L값은 백미와 찹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

은 값을 보였다. 적색도와 황색도를 나타내는 a, b값은 흑미의 함량이 증가할

수록 높은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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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점
혼합비율(%) 색도1)

A2): B : C L a b

1 5.0 : 95.0 : 0.0 50.91±2.41
3)a4)

7.00±0.56
b

2.86±0.24
ab

2 50.0 : 50.0 : 0.0 20.55±0.90h 6.84±0.50b 1.80±0.26c

3 12.5 : 80.0 : 7.5 38.55±2.48c 9.74±0.18a 3.18±0.10a

4 5.0 : 72.5 : 22.5 51.41±1.50
a

6.71±0.31
b

2.59±0.11
b

5 12.5 : 57.5 : 30.0 35.40±2.21d 9.92±0.24a 3.03±0.17a

6 35.0 : 57.5 : 7.5 22.67±1.25gh 9.39±0.30a 2.83±0.16ab

7 27.5 : 72.5 : 0.0 26.71±0.63
f

9.52±4.43
a

2.62±0.16
b

8 20.0 : 65.0 : 15.0 29.94±0.78e 9.93±0.73a 3.08±0.42a

9 27.5 : 50.0 : 22.5 23.83±1.48g 9.88±0.64a 2.91±0.37ab

10 5.0 : 50.0 : 45.0 47.71±1.66
b

7.38±0.53
b

3.13±0.25
a

F-value 224.781**** 44.773**** 12.413****

1)L: 0(black) to 100(white), a: -60(green) to 60(red), b: -60(yellow) to 60(blue).
2)
A: 흑미, B: 백미, C: 찹쌀.

3)Mean±S.D.
4)분산분석. 5)Duncan의 사후분석.
****p<0.001.

표 4-13. 혼합비율에 따른 흑미밥의 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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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흑미밥의 색도에 따른 표면도와 등고선

A: 흑미, B: 백미, C: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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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텍스처 특성

흑미밥의 텍스처 측정 결과는 표 4-14와 같다. 경도(hardness)는 흑미 50%,

백미 50%, 찹쌀 7.5%를 혼합한 2번 시료가 가장 높은 경도를 보였고, 흑미

5%, 백미 95%를 혼합한 1번 시료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부착성

(adhesiveness)은 흑미 27.5%, 백미 50%, 찹쌀 22.5%를 혼합한 9번 시료에서

높은 부착성을 보였으며, 1번 시료에서 가장 낮은 부착성을 보였다. 탄성

(springiness)은 시료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응집성

(Cohesiveness)은 2번 시료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씸힘성(chewiness)은

흑미 27.5%, 백미 72.5% 혼합한 7번 시료에서 높은 값을 보였고, 1번 시료에

서 가장 낮은 씹힘성을 보였다. 혼합 곡류의 상호작용에 따른 회귀식을 분석

한 결과(표 4-16), 경도, 탄성은 special cubic 모델, 부착성, 응집성, 씹힘성은

linear 모델이 설정되었고, 경도를 제외한 모든 텍스처 특성에서 p<0.1수준의

유의성이 성립되었다. 결정계수 R2값은 80.55~92.65%의 설명력을 보였다. 텍스

처 특성에 대한 회귀식과 그림 4-11을 통해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경도, 씹힘성, 탄성은 흑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였으며, 부착성

은 찹쌀의 함량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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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점

혼합비율(%) 텍스처 특성

A1) : B : C

경도

(Hardness)

(g)

부착성

(Adhesiveness)

(g/sec)

탄성

(Springiness)

응집성

(Cohesiveness)

씹힘성

(Chewiness)
Ad/H2)

1 5.0 : 95.0 : 0.0 634.15±36.16
3)d5)

-124.80±28.04
a

0.78±0.10
b

0.31±0.02
b

152.54±18.23
d

-0.20±0.04
a

2 50.0 : 50.0 : 0.0 1140.21±92.10a -254.32±17.26bc 0.87±0.06a 0.27±0.01c 266.56±38.24b -0.22±0.02ab

3 12.5 : 80.0 : 7.5 806.00±40.89c -221.92±9.98b 0.87±0.09a 0.33±0.01ab 230.11±21.86c -0.28±0.01bc

4 5.0 : 72.5 : 22.5 769.03±62.05c -260.98±44.83bc 0.86±0.05ab 0.34±0.02a 225.59±18.96c -0.34±0.04cd

5 12.5 : 57.5 : 30.0 758.44±67.26
c

-246.76±56.89
bc

0.86±0.04
ab

0.32±0.00
ab

206.81±21.25
c

-0.33±0.07
cd

6 35.0 : 57.5 : 7.5 1004.61±52.92
b

-272.41±37.22
bcd

0.88±0.06
a

0.32±0.01
ab

279.47±15.56
ab

-0.33±0.03
bc

7 27.5 : 72.5 : 0.0 1024.44±89.36
b

-298.86±36.40
cd

0.91±0.07
a

0.33±0.02
ab

304.88±39.51
a

-0.29±0.05
c

8 20.0 : 65.0 : 15.0 976.61±76.60b -280.24±50.26bcd 0.88±0.04a 0.33±0.02a 285.74±28.50ab -0.29±0.04bc

9 27.5 : 50.0 : 22.5 1024.75±52.84b -327.65±47.76d 0.88±0.04a 0.32±0.01ab 290.75±22.22ab -0.32±0.04c

10 5.0 : 50.0 : 45.0 782.37±52.30c -301.37±49.08cd 0.86±0.03ab 0.33±0.01a 226.32±22.52c -0.39±0.06d

F-value4) 30.033**** 8.820**** 1.485 8.716**** 16.186**** 7.580****

1)
A: 흑미, B: 백미, C: 찹쌀.

2)Ad/H=부착성(Adhesiveness)/경도(Hardness).
3)Mean±S.D.
4)

분산분석.
5)

Duncan의 사후분석.
****p<0.001.

표 4-14. 혼합비율에 따른 흑미밥의 텍스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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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흑미밥의 텍스처 특성에 따른 표면도와 등고선

A: 흑미, B: 백미, C: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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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호화 특성

흑미, 백미, 찹쌀을 분쇄한 후 혼합비율에 따른 호화 특성 측정 결과는 표

4-15와 같다. 최고점도(peak), 최저점도(trough), 강하점도(break down), 최종

점도(final visc)는 흑미 5%와 백미 90%를 혼합한 1번 시료에서 가장 높은 값

을 나타냈으며, 흑미 5%, 백미 50%, 찹쌀 45% 혼합된 10번 시료에서 모두 낮

은 값을 보였다. 치반점도(set back)는 흑미 50%, 백미 50% 혼합된 2번 시료

에서 가장 높았으며, 흑미 5%, 백미 95% 혼합된 1번 시료에서 가장 낮은 값

을 보였다. 호화개시온도(pasting temp)는 2번 시료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보

였으며, 흑미 12.5%, 백미 80%, 찹쌀 7.5% 혼합한 3번 시료와 흑미 5%, 백미

50%, 찹쌀 45% 혼합된 시료에서 동일한 집단군을 형성하며 낮은 온도를 보였

다.

호화 특성에 대한 회귀식에서 최고점도는 linear 모델, 최저점도, 최종점도,

치반점도는 quadratic 모델, 강하점도, 호화개시온도는 special cubic 모델이 설

정되었으며, 모든 특성에서 p<0.1 수준의 유의성이 성립되었다(표 4-16). 결정

계수 R2은 62.99~99.93%의 설명력을 보였다. 독립변수가 호화 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식에서 나타난 계수들과 그림 4-12을 살펴보면, 최

고점도, 최저점도, 강하점도, 최종점도는 백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치반점도, 호화개시온도는 흑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

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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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점

혼합비율(%) 점도(RVU1))
호화개시온도(℃)

Pasting tempA
2)
: B : C

최고점도

(Peak)

최저점도
(Trough)

강하점도

(Break down)

최종점도

(Final visc)

치반점도

(Set back)

1 5.0 : 95.0 : 0.0 213.26±1.80
3)a4)

121.26±1.91
a

92.00±3.51
a

234.68±1.71
a

21.42±3.32
e

69.28±1.07
bc

2 50.0 : 50.0 : 0.0 143.43±3.89d 96.23±1.54cd 47.20±3.30d 192.62±1.65d 49.19±3.91a 71.67±0.41a

3 12.5 : 80.0 : 7.5 176.84±4.35b 106.18±3.04b 70.66±2.37b 204.97±3.00c 28.13±2.38d 68.18±0.68c

4 5.0 : 72.5 : 22.5 151.25±0.95
c

96.59±0.50
cd

54.66±0.72
c

179.02±0.42
f

27.77±1.08
d

69.18±0.64
bc

5 12.5 : 57.5 : 30.0 131.02±0.24
e

91.20±1.74
de

39.82±1.95
e

158.55±1.59
h

27.53±1.79
d

70.17±0.62
ab

6 35.0 : 57.5 : 7.5 146.96±2.56cd 95.84±3.02cd 51.12±0.75cd 188.80±2.00de 41.84±1.32b 70.45±1.05ab

7 27.5 : 72.5 : 0.0 172.97±4.77b 106.18±6.31b 66.79±2.86b 212.24±5.43b 39.27±2.21b 69.67±1.31bc

8 20.0 : 65.0 : 15.0 151.91±4.28
c

99.35±5.45
bc

52.56±2.11
c

186.40±4.00
e

34.49±1.66
c

70.70±0.95
ab

9 27.5 : 50.0 : 22.5 130.27±4.77
e

92.63±4.77
cde

37.64±0.50
e

165.18±2.79
g

34.90±2.76
c

69.97±0.42
b

10 5.0 : 50.0 : 45.0 112.42±2.57f 86.35±5.45e 26.08±2.88f 137.42±4.40i 25.00±1.82de 68.35±0.42c

F-value 192.786
****

19.423
****

182.384
****

234.845
****

36.981
****

4.610
***

1)
RVU: Rapid Visco Unit.

2)A: 흑미, B: 백미, C: 찹쌀.
3)Mean±S.D.
4)

분산분석.
5)

Duncan의 사후분석
****p<0.001.

표 4-15. 혼합비율에 따른 흑미밥의 호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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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흑미밥의 호화 특성에 따른 표면도와 등고선

A: 흑미, B: 백미, C: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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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변수 모델 다중회귀방정식1) R2 F-value

관능평가

외관

(Appearance)
Linear 1.89A+6.07B+6.47C 93.06 46.90****

향

(Flavor)
Linear 3.44A+5.62B+5.92C 81.48 15.39***

조직감

(Texture)

Special

cubic
4.04A+5.61B+5.22C+3.12BC 80.20 3.37

찰기

(Stickiness)

Special

cubic
3.63A+5.00B+6.15C+4.40bC-20.86ABC 96.18 9.26**

종합적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

Quadratic 3.38A+5.37B+5.63C+3.57BC 89.62 4.75*

색도

L Quadratic 21.38A+51.01B+47.51C-40.10AB-45.83AC 98.77 29.53***

a
Special

cubic
6.59A+7.18B+7.54C+12.17AB+12.01AC 87.07 16.29***

b Linear 2.05A+3.00B+3.22C-2.04BC+18.30ABC 82.88 8.97
**

텍스처

특성

경도

(Hardness)

Special

cubic
1144.1A+655.3B+790.6C+470.1AB 91.91 3.52

부착성

(Adhesiveness)
Linear -263.4A-138.0B-312.3C-345.7AB 81.85 7.07

**

탄성

(Springiness)

Special

cubic
0.87A+0.79B+0.60C+0.31AB+0.13BC 92.65 18.98***

응집성

(Cohesiveness)
Linear 0.28A+0.32B+0.34C+0.15AB 80.72 10.17**

씹힘성

(Chewiness)
Linear 277.4A+163.2B+237.7C+339.8AB 80.55 9.06**

호화 특성

최고점도

(Peak)
Linear

143.15A+212.88B+112.59C-19.98AB+12.00AC-43.95

BC
99.93 37.74***

최저점도

(Trough)
Quadratic 96.43A+120.95B+87.05C-10.00AB-27.59BC 99.07 13.02**

강하점도

(Break down)

Special

cubic
47.34A+91.85B+26.17C-10.02AB+5.68AC-16.42BC 99.95 16.38**

최종점도

(Final visc)
Quadratic 192.25A+233.48B+137.48C-28.67BC 99.82 19.32***

치반점도

(Set back)
Quadratic 49.53A+21.20B+14.68C+14.23AB-10.59AC+15.11BC 99.03 5.69*

호화개시온도

(Pasting temp)

Special

cubic
71.46A+68.84B+68.99C 62.99 5.96**

1)A: 흑미, B: 백미, C: 찹쌀.
*p<0.1, **p<0.05,***p<0.01, ****p<0.001

표 4-16. 흑미밥의 반응변수별 다중회귀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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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변수 최적화 목표값

혼합비율(%)

예측값

흑미 백미 찹쌀

찰기

(Stickiness)
최대화(5.00-6.50)

5.0 67.7 27.3

6.34

종합적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

최대화(5.00-6.50) 6.38

표 4-17. 흑미, 백미, 찹쌀의 최적 혼합비율

⑤ 흑미밥 관능적 최적 혼합비율

독립변수인 흑미, 백미, 찹쌀의 혼합 범위 내에서 special cubic 모델과

quadratic 모델을 보이며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낸 관능특성을 최대화

(maximize)로 설정하여 흑미밥의 최적 혼합비율을 산출하였다. 곡류 혼합물간

에 교호작용에 따른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본 연구 목적상 linear 모델은 제외

하였다. Minitab 프로그램의 반응최적화도구를 이용하여 하한값은 5.50점, 최

대값은 6.50점을 목표값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최적 혼합비율로 흑미 5.0%,

백미 67.7%, 찹쌀 27.3%가 도출되었으며(표 4-17), 이 혼합비에서 찰기 6.34

점, 종합적기호도 6.38점의 예측값을 나타냈다. 최적화된 흑미, 백미, 찹쌀의

혼합비율에서 색도, 텍스처 특성, 호화 특성을 측정하였고, 그 반응값은 표

4-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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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변수 반응값1)

색도

L 48.77±0.84

a 8.58±0.44

b 3.82±0.41

텍스처특성

경도

(Hardness)
787.90±64.37

부착성

(Adhesiveness)
-253.98±42.49

탄성

(Springiness)
0.85±0.06

응집성

(Cohesiveness)
0.33±0.01

씹힘성

(Chewiness)
223.97±23.80

Ad/H -0.32±0.03

호화특성

최고점도

(Peak)
144.62±3.15

최저점도

(Trough)
102.80±4.91

강하점도

(Break down)
41.81±1.96

최종점도

(Final visc)
170.79±4.02

치반점도

(Set back)
26.17±1.04

호화개시온도

(Pasting temp)
69.93±1.67

1)Mean±S.D.
2)
Ad/H=부착성(Adhesiveness)/경도(Hardness)

표 4-18. 흑미, 백미, 찹쌀의 최적 혼합비율에서의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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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장밥

① 관능검사

기장, 백미, 찹쌀의 혼합비율에 따른 관능검사결과는 표 4-19와 같다. 외관

(appearance)은 기장 12.5%, 백미 57.5%, 찹쌀 30%를 혼합한 10번 시료가 가

장 높은 기호도(6.27점)를 보였다. 향(flavor)은 혼합비율에 따른 시료간에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외관과 동일하게 10번 시료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조직감(texture)은 기장 20%, 백미 65%, 찹쌀 15%를 혼합한 2번 시료에서 높

은 기호도를 보였으며, 찰기(stickiness)는 3번, 4번, 5번, 10번 시료에서 동일

한 집단군을 보이며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 종합적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는 2번, 3번, 4번, 10번 시료에서 동일한 집단군을 보이며 높은

기호도를 나타냈다.

관능결과에 대한 회귀식은 표 4-23과 같다. 모든 관능특성에서 p<0.1 이내

에서 유의성을 보였으며, R2은 60.68~94.75%의 설명력을 보였다. 외관, 향, 종

합적기호도에서는 독립변수간 교호작용에 따른 special cubic 모델 선정되었

고, 조직감, 찰기는 quadratic 모델이 선정되었다. 관능특성에 대한 회귀식과

표면도, 등고선(그림 4-13)을 살펴보면, 외관, 종합적기호도는 백미와 찹쌀의

함량이 중간 정도 혼합되었을 때 높은 기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장은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감은 백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기호도를 보였으며, 찰기의 경우에

는 찹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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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점

혼합비율(%) 관능검사
1)

A2): B : C
외관

(Appearance)

향

(Flavor)

조직감

(Texture)

찰기

(Stickiness)

종합적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

1 27.5 : 72.5 : 0 5.18±1.813)bc5) 5.27±1.72 4.85±1.87bc 5.27±1.79ab 4.70±1.78bc

2 12.5 : 80.0 : 7.5 5.88±1.75ab 5.27±1.34 5.79±1.76ab 5.36±1.45ab 6.06±1.52a

3 20.0 : 65.0 : 15.0 5.94±1.75
ab

5.64±1.50 6.03±1.74
a

5.75±1.41
a

5.85±1.84
a

4 5.0 : 72.5 : 22.5 4.94±1.80
bc

5.30±1.43 5.82±1.74
ab

5.79±1.75
a

5.76±1.25
a

5 5.0 : 50.0 : 45.0 5.06±1.95bc 5.27±1.91 5.12±1.98abc 5.76±2.17a 5.58±1.58ab

6 5.0 : 95.0 : 0 4.79±2.09cd 5.06±1.74 5.36±1.52abc 5.21±1.87ab 5.39±1.54abc

7 27.5 : 50.0 : 22.5 4.73±1.84
cd

5.45±2.21 5.47±2.21
abc

5.45±1.94
ab

5.39±2.03
abc

8 35.0 : 57.5 : 7.5 3.94±1.87
de

5.18±1.96 4.67±2.26
c

4.73±1.77
b

4.48±1.96
cd

9 50.0 : 50.0 : 0 3.15±2.31e 5.18±2.23 3.61±2.24d 3.82±1.85c 3.70±2.24d

10 12.5 : 57.5 : 30.0 6.27±1.72a 5.64±1.43 5.25±1.70abc 5.73±1.70a 6.09±1.55a

F-value
4)

8.311
****

0.397 4.456
****

3.906
****

6.466
****

1)9점 척도(1: 매우 나쁘다, 9: 매우 좋다).
2)
A: 기장, B: 백미, C: 찹쌀.

3)Mean±S.D.
4)분산분석 5)Duncan의 사후분석.
****p<0.001.

표 4-19. 혼합비율에 따른 기장밥의 관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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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기장밥의 관능 특성에 따른 표면도와 등고선

A: 기장, B: 백미, C: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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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색도

색도 측정 결과는 표 4-20과 같다. L값(명도)은 기장 5%, 백미 95%를 혼합

한 6번 시료가 가장 높은 값(78.29)을 보였고. 기장 50%, 백미 50%를 혼합한

9번 시료에서 가장 낮은 값(68.88)을 나타냈다. a값(적색도)은 9번 시료에서 가

장 높은 값(2.95)을 나타냈으며, 4번 시료(기장 5%, 백미 72.5%, 찹쌀 22.5%),

5번 시료(기장 5%, 백미 50%, 찹쌀 45%), 6번 시료에서 동일한 집단군을 형

성하며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b값(황색도)은 9번 시료가 가장 높은 값

(26.84)을 나타냈으며, 6번 시료에서 가장 낮은 값(11.19)을 나타냈다.

독립변수 상호작용에 따른 회귀식은 98.67~99.87%의 높은 설명력(R2)을 보

이며, L, a 값은 quadratic 모델이, b값은 special cubic모델이 선정되었고, a, b

값에서 유의적인 회귀식이 성립되었다(표 4-23). 회귀식과 색도별 표면도, 등

고선(그림 4-14)을 살펴본 결과 L값은 백미와 찹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였으나, 찹쌀보다는 백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적색도와

황색도를 나타내는 a, b값은 기장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였다.



실험점
혼합비율(%) 색도1)

A2): B : C L a b

1 27.5 : 72.5 : 0 74.10±0.48
3)d5)

1.04±0.18
c

18.61±0.95
c

2 12.5 : 80.0 : 7.5 76.41±0.53b -0.11±0.25d 14.63±1.45e

3 20.0 : 65.0 : 15.0 74.02±0.90d 0.95±0.38c 17.92±1.11c

4 5.0 : 72.5 : 22.5 77.15±0.80
b

-0.84±0.26
e

11.77±0.73
fg

5 5.0 : 50.0 : 45.0 76.58±0.52
b

-0.74±0.21
e

13.07±0.56
ef

6 5.0 : 95.0 : 0 78.29±0.20a -1.11±0.17e 11.19±0.86g

7 27.5 : 50.0 : 22.5 72.08±0.60e 1.60±0.33b 20.50±1.96b

8 35.0 : 57.5 : 7.5 72.01±0.34
e

1.68±0.14
b

22.20±1.07
b

9 50.0 : 50.0 : 0 68.88±1.03
f

2.95±0.56
a

26.84±2.67
a

10 12.5 : 57.5 : 30.0 75.53±0.32
c

-0.10±0.27
d

15.63±0.72
d

F-value
4)

115.263
****

103.449
****

68.744
****

1)L: 0(black) to 100(white), a: -60(green) to 60(red), b: -60(yellow) to 60(blue).
2)
A: 기장, B: 백미, C: 찹쌀.

3)Mean±S.D.
4)분산분석 5)Duncan의 사후분석.
****p<0.001.

표 4-20. 혼합비율에 따른 기장밥의 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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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기장밥의 색도에 따른 표면도와 등고선

A: 기장, B: 백미, C: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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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텍스처 특성

기장밥의 텍스처 측정 결과는 표 4-21과 같다. 경도(hardness)는 기장 50%,

백미 50%를 혼합한 9번 시료와 기장 35%, 백미 57.5%, 찹쌀 7.5%를 혼합한

8번 시료에서 동일한 집단군을 형성하며 가장 높은 경도를 보였고, 기장

12.5%, 백미 80%, 찹쌀 7.5%를 혼합한 3번 시료가 낮은 값을 나타냈다. 부착

성(adhesiveness)은 9번 시료가 가장 큰 부착성을 보였고, 기장 27.5%, 백미

72.5%인 1번 시료에서 낮은 값을 보였다. 탄성(springiness)은 시료간에 유의

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응집성(Cohesiveness)은 기장 12.5%, 백미 80%,

찹쌀 7.5%를 혼합한 2번 시료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9번 시료에서

가장 낮은 응집성을 보였다. 씹힘성(chewiness)은 9번 시료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1번 시료와 2번 시료가 동일한 집단군을 보이며 가장 낮은 값을 나

타냈다.

혼합 곡류의 상호작용에 따른 회귀식을 분석한 결과(표 4-23), 경도, 부착성,

탄성, 씹힘성은 quadratic 모델이, 응집성은 linear 모델이 설정되었고, 모든 텍

스처 특성에서 p<0.1수준의 유의성이 성립되었다. 결정계수 R2값은

55.21~88.94%의 설명력을 보였다. 텍스처 특성에 대한 회귀식과 그림 4-15를

통해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경도, 탄성, 씹힘성은 기장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높은 값을 보였으며, 부착성, 응집성은 백미와 찹쌀이 함량이 증가할수

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실험점

혼합비율(%) 텍스처 특성

A
1)
: B : C

경도

(Hardness)

(g)

부착성

(Adhesiveness)

(g/sec)

탄성

(Springiness)

응집성

(Cohesiveness)

씹힘성

(Chewiness)
Ad/H

2)

1 27.5 : 72.5 : 0 634.22±50.972)bcd5) -160.65±28.58a 0.82±0.78ab 0.29±0.02de 150.75±18.99c -0.25±0.03a

2 12.5 : 80.0 : 7.5 571.05±4.75
d

-183.53±15.45
ab

0.81±0.14
ab

0.33±0.37
a

152.19±9.14
c

-0.32±0.02
ab

3 20.0 : 65.0 : 15.0 665.47±60.14
bc

-207.25±50.26
ab

0.88±0.05
a

0.30±0.01
cde

174.84±22.90
abc

-0.31±0.07
ab

4 5.0 : 72.5 : 22.5 635.83±57.68bcd -192.51±26.54ab 0.83±0.07ab 0.32±0.02abc 166.90±22.30abc -0.30±0.03ab

5 5.0 : 50.0 : 45.0 698.13±56.68bc -249.82±54.61bcd 0.77±0.05b 0.31±0.02bcd 164.66±25.88bc -0.36±0.05b

6 5.0 : 95.0 : 0 723.46±58.34
b

-210.27±32.91
ab

0.78±0.09
ab

0.32±0.01
abc

180.69±27.43
abc

-0.29±0.04
ab

7 27.5 : 50.0 : 22.5 677.55±72.62
bc

-220.81±44.22
abc

0.83±0.06
ab

0.29±0.02
de

160.13±27.03
bc

-0.32±0.04
ab

8 35.0 : 57.5 : 7.5 819.55±50.91a -283.34±43.39cd 0.82±0.04ab 0.28±0.01e 188.45±3.70ab -0.35±0.05b

9 50.0 : 50.0 : 0 892.22±88.45a -312.85±66.01d 0.86±0.05ab 0.26±0.01f 200.19±23.71a -0.35±0.05b

10 12.5 : 57.5 : 30.0 620.65±38.44
cd

-199.97±51.80
ab

0.88±0.07
a

0.32±0.01
ab

175.08±19.01
abc

-0.32±0.07
ab

F-value
4)

12.154
****

5.062
****

1.539 9.793
****

2.263
**

1.940
1)
A: 기장, B: 백미, C: 찹쌀.

2)Ad/H=부착성(Adhesiveness)/경도(Hardness).
3)Mean±S.D.
4)

분산분석
5)

Duncan의 사후분석.
**p<0.05, ****p<0.001.

표 4-21. 혼합비율에 따른 기장밥의 텍스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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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기장밥의 텍스처 특성에 따른 표면도와 등고선

A: 기장, B: 백미, C: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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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호화 특성

기장, 백미, 찹쌀을 분쇄한 후 혼합비율에 따른 호화 특성 측정 결과는 표

4-22 같다. 최고점도(peak), 최저점도(trough), 강하점도(break down), 최종점

도(final visc)는 기장 5%와 백미 90%를 혼합한 6번 시료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최고점도, 강하점도, 최종점도는 기장 5%, 백미 50%, 찹쌀 45%를

혼합한 5번 시료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치반점도(set back)도 또한 5번

시료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호화개시온도(pasting temp)는 기장 5%,

백미 72.5%, 찹쌀 22.5% 혼합된 4번 시료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보였다.

호화 특성에 대한 회귀식은 최고점도, 최저점도는 special cubic 모델, 강하

점도, 호화개시온도는 linear 모델, 최종점도, 치반점도는 quadratic 모델이 설

정되었으나, 최저점도, 강하점도, 최종점도, 호화개시온도에서만 p<0.1 수준에

서 유의성이 성립되었다. 결정계수 R2은 79.02~99.30%의 설명력을 보였다(표

4-23). 독립변수가 호화 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식에서 나

타난 계수들과 그림 4-16을 살펴보면, 최고점도, 최저점도, 강하점도, 최종점도

는 백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치반점도, 호화개시온도

는 기장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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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점

혼합비율

(%)
점도(RVU

1)
)

호화개시온도(℃)

(Pasting temp)
A

2)
: B : C

최고점도

(Peak)

최저점도
(Trough)

강하점도

(Break down)

최종점도

(Final visc)

치반점도

(Set back)

1 27.5 : 72.5 : 0 161.39±2.40
3bc5)

87.19±1.92
cd

74.20±0.60
b

193.12±1.99
b

31.73±2.12
a

75.83±0.80
b

2 12.5 : 80.0 : 7.5 168.49±0.43b 91.83±0.63bc 76.66±0.62b 192.09±1.45c 23.60±1.22b 69.65±2.04de

3 20.0 : 65.0 : 15.0 132.97±6.47d 80.14±2.75ef 52.81±3.80cd 163.05±2.47d 30.09±4.04a 73.07±0.43c

4 5.0 : 72.5 : 22.5 152.99±5.13
c

96.01±5.52
b

56.99±0.99
c

176.23±4.80
c

23.24±1.33
b

68.12±0.80
e

5 5.0 : 50.0 : 45.0 107.94±5.19
e

79.84±3.82
ef

28.10±2.26
g

129.94±3.58
g

21.30±2.20
b

70.18±1.58
de

6 5.0 : 95.0 : 0 204.17±0.77a 112.34±4.13a 91.83±3.46a 227.83±3.54a 23.66±2.78b 71.78±1.58cd

7 27.5 : 50.0 : 22.5 106.92±2.68e 70.91±1.43g 36.01±1.41f 134.91±0.90g 28.00±2.46a 71.88±0.65cd

8 35.0 : 57.5 : 7.5 128.23±0.63
d

75.03±0.14
fg

53.20±0.75
cd

157.86±0.14
de

29.62±0.64
a

79.32±0.43
a

9 50.0 : 50.0 : 0 124.22±1.35
d

73.89±0.84
fg

50.32±0.54
d

155.45±0.79
ef

31.23±0.64
a

78.33±2.01
b

10 12.5 : 57.5 : 30.0 125.94±13.24d 82.91±7.53de 43.03±6.27e 148.68±9.91f 22.74±3.34b 69.67±2.02de

F-value4) 96.537**** 34.932**** 152.026**** 167.616**** 8.288**** 22.824****

1)RVU: Rapid Visco Unit.
2)A: 기장, B: 백미, C: 찹쌀.
3)
Mean±S.D.

4)분산분석 5)Duncan의 사후분석.
****p<0.001.

표 4-22. 혼합비율에 따른 기장밥의 호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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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기장밥의 호화 특성에 따른 표면도와 등고선

A: 기장 B: 백미, C: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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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변수 모델 다중회귀방정식
1) R2

F-value

관능평가

외관

(Appearance)

Special

cubic
3.39A+5.20B+5.36C+36.36ABC 70.64 5.23*

향

(Flavor)

Special

cubic
5.20A+5.10B+5.43C+8.88ABC 60.68 5.53*

조직감

(Texture)
Quadratic 3.70A+5.85B+5.23C+4.43AC 79.22 6.42**

찰기

(Stickiness)
Quadratic 3.77A+5.29B+5.87+2.71AB+2.40AC 94.75 9.24**

종합적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

Special

cubic
3.59A+5.65B+5.73C+5.52AC+16.92ABC 91.96 4.47*

색도

L Quadratic 68.17A+78.32B+76.50C-2.56AC 99.16 3.19

a Quadratic 2.94A-0.96B-0.74C+1.98AC 98.67 5.68
*

b
Special

cubic
26.64A+11.05B+12.99C+2.47AC+20.51ABC 99.87 10.09

**

텍스처특성

경도

(Hardness)
Quadratic 886.4A+677.2B+625.8C-588.9AB 69.35 4.07

*

부착성

(Adhesiveness)
Quadratic -308.9A-197.9B-215.7C+306.5AB 71.02 4.99*

탄성

(Springiness)
Quadratic 0.86A+0.77B+0.79C+0.30BC 55.21 4.75*

응집성

(Cohesiveness)
Linear 0.26A+0.33B+0.32C 88.94 28.15

****

씹힘성

(Chewiness)
Quadratic 198.6A+175.7B+162.2.7C-121.9AB 57.31 4.77*

호화특성

최고점도

(Peak)

Special

cubic
123.2A+201.9B+108.8C-30.4AC-155.5ABC 99.35 3.04

최저점도

(Trough)

Special

cubic
70.3A+109.9B+79.8C-179.9ABC 95.37 4.64*

강하점도

(Break down)
Linear 50.13A+92.62B+26.19C 98.75 276.43

****

최종점도

(Final visc)
Quadratic 155.47A+224.98B+129.77C-35.33AC 99.30 6.68**

치반점도

(Set back)
Quadratic 31.79A+23.15B+21.77C+15.58AB 86.36 3.78

호화개시온도

(Pasting temp)
Linear 79.47A+70.63B+68.25C 79.02 13.18***

1)A: 기장, B: 백미, C: 찹쌀.
*p<0.1, **p<0.05.

표 4-23. 기장밥의 반응변수별 다중회귀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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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변수 최적화 목표값
혼합비율(%)

예측값
기장 백미 찹쌀

외관

(Appearance)
최대화(5.00-6.50)

11.9 64.5 23.6

5.40

향

(Flavor)
최대화(5.00-6.50) 5.53

조직감

(Texture)
최대화(5.00-6.50) 5.66

찰기

(Stickiness)
최대화(5.00-6.50) 5.74

종합적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

최대화(5.00-6.50) 6.09

표 4-24. 기장, 백미, 찹쌀의 최적 혼합비율

⑤ 기장밥 관능적 최적 혼합비율

독립변수인 기장, 백미, 찹쌀의 혼합 범위 내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낸

모든 관능 특성을 최대화(maximize)로 설정하여 기장밥의 최적 혼합비율을

산출하였다. Minitab 프로그램의 반응최적화도구를 이용하여 하한값은 5.50점,

최대값은 6.50점을 목표값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최적 혼합비율로 기장

11.9%, 백미 64.5%, 찹쌀 23.6%가 도출되었다(표 4-24). 이 혼합비에서 외관

5.40점, 향 5.53점, 텍스처 5.66점, 찰기 5.74점, 종합적 기호도 6.09점의 예측값

을 나타냈다. 최적화된 기장, 백미, 찹쌀의 혼합비율에서 색도, 텍스처 특성,

호화 특성을 측정하였으며, 그 반응값은 표 4-25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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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변수 반응값1)

색도

L 76.79±0.77

a -0.22±0.29

b 14.25±1.79

텍스처 특성

경도

(Hardness)
814.07±28.89

부착성

(Adhesiveness)
-234.06±10.35

탄성

(Springiness)
0.83±0.04

응집성

(Cohesiveness)
0.33±0.02

씹힘성

(Chewiness)
217.86±7.60

Ad/H -0.29±0.02

호화 특성

최고점도

(Peak)
134.97±2.96

최저점도

(Trough)
86.56±2.09

강하점도

(Break down)
48.42±1.30

최종점도

(Final visc)
161.50±2.23

치반점도

(Set back)
26.53±1.22

호화개시온도

(Pasting temp)
70.70±1.66

1)
Mean±S.D.

2)Ad/H=부착성(Adhesiveness)/경도(Hardness)

표 4-25. 기장, 백미, 찹쌀의 최적 혼합비율에서의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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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수수밥

① 관능검사

차수수, 백미, 찹쌀의 혼합비율에 따른 차수수밥의 관능검사결과는 표 4-26

과 같다. 외관(appearance)은 차수수 20.0%, 백미 65.0%, 찹쌀 15%를 혼합한

2번 시료에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였으며 차수수 50%, 백미 50%를 혼합한

6번 시료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향(flavor)은 혼합비율에 따른 시료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조직감(texture)은 2번 시료에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였으며, 찰기(stickiness)는 4번, 8번, 9번, 10번 시료에서 동일한 집단군을

보이며 높은 기호도를 나타냈다. 종합적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는 차수수

12.5%, 백미 80%, 찹쌀 7.5%를 혼합한 10번 시료의 기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전체적으로 차수수 50%, 백미 50%가 혼합된 6번 시료의 경우 모든 관

능특성에서 낮은 기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능결과에 대한 회귀식은 표 4-30과 같다. 모든 관능특성에서 p<0.1 이내

에서 유의성을 보였으며, R2은 54.87~96.12%의 설명력을 보였다. 외관, 조직감

은 독립변수간 교호작용에 따른 special cubic 모델 선정되었고, 향, 찰기, 종

합적기호도는 quadratic 모델이 선정되었다.

관능특성에 대한 회귀식과 표면도, 등고선(그림 4-17)을 살펴보면, 외관은

차수수, 백미, 찹쌀의 혼합비율 중심점에서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감은 백미와 찹쌀의 함량이 중간 정도 혼합되었을 때 높은 기호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찰기는 찹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종합적기호도는 백미

와 찹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점

혼합비율(%) 관능검사
1)

A2): B : C
외관

(Appearance)

향

(Flavor)

조직감

(Texture)

찰기

(Stickiness)

종합적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

1 35.0 : 57.5 : 7.5 5.37±2.13
3)abcd5)

5.20±1.69 5.07±2.20
abc

4.70±1.92
bc

4.80±2.24
bc

2 20.0 : 65.0 : 15.0 6.20±1.73
a

5.87±1.28 6.10±1.56
a

5.70±1.69
ab

5.50±1.53
ab

3 12.5 : 57.5 : 30.0 5.83±1.38
ab

6.00±1.53 6.00±1.76
ab

5.70±1.62
ab

5.63±1.65
ab

4 27.5 : 50.0 : 22.5 5.13±2.08bcd 5.60±1.67 4.97±2.04bc 5.83±2.29a 5.30±1.80ab

5 5.0 : 95.0 : 0.0 4.43±1.78de 5.20±1.75 5.47±1.66ab 5.20±1.81ab 5.30±1.37ab

6 50.0 : 50.0 : 0 4.00±2.02e 5.10±2.19 4.20±2.47c 4.00±2.36c 4.07±2.35c

7 27.5 : 72.5 : 0.0 5.47±1.94
abc

5.77±1.33 5.00±1.91
bc

4.73±1.91
bc

5.33±1.77
ab

8 5.0 : 72.5: 22.5 4.40±1.63
de

5.23±1.31 5.37±1.67
ab

5.80±1.47
a

5.43±1.50
ab

9 5.0 : 50.0 : 45.0 4.63±1.43
cde

5.72±1.44 5.37±1.67
ab

5.97±1.52
a

5.63±1.69
ab

10 12.5 : 80.0 : 7.5 6.00±1.63ab 5.97±1.54 5.90±1.30ab 6.00±1.51a 6.17±1.62a

F-value4) 5.283**** 1.444 2.890*** 4.092**** 2.959***

1)9점 척도(1: 매우 나쁘다, 9: 매우 좋다).
2)A: 차수수, B: 백미, C: 찹쌀.
3)
Mean±S.D.

4)분산분석. 5)Duncan의 사후분석.
***p<0.01, ****p<0.001.

표 4-26. 혼합비율에 따른 차수수밥의 관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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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차수수밥의 관능 특성에 따른 표면도와 등고선

A: 차수수, B: 백미, C: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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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색도

색도 측정 결과는 표 4-27과 같다. L값(명도)은 차수수 5.0%, 백미 95.0%

혼합된 5번 시료, 차수수 5%, 백미 72.5%, 찹쌀 22.5% 혼합된 8번 시료, 차수

수 5.0%, 백미 50%, 찹쌀 45%가 혼합된 9번 시료에서 각각 69.82, 69.33,

68.98을 보이며 높은 값을 나타냈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차수수 50%,

백미 50%가 혼합된 6번 시료가 가장 높았으며, 차수수가 5% 혼합된 5번, 8번,

9번 시료에서 동일한 집단군을 보이며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b값(황색도)

또한 6번 시료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5번, 8번, 9번 시료에서 동일한

집단군을 보이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독립변수 상호작용에 따른 회귀식은 98.92~99.75%의 높은 설명력(R2)을 보

이며, L, b값은 special cubic모델이, a값은 quadratic 모델이 선정되었고, 모든

값에서 유의적인 회귀식이 성립되었다(표 4-30). 회귀식과 색도별 표면도, 등

고선(그림 4-18)을 살펴본 결과 L값은 백미와 찹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였으나, 찹쌀보다는 백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적색도와

황색도를 나타내는 a, b값은 차수수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였다.



실험점
혼합비율(%) 색도

1)

A2): B : C L a b

1 35.0 : 57.5 : 7.5 51.53±0.413)d5) 10.43±0.45b 12.22±0.51b

2 20.0 : 65.0 : 15.0 56.14±0.99c 8.84±0.28d 11.21±0.25cd

3 12.5 : 57.5 : 30.0 61.48±1.02
b

7.08±0.13
e

10.47±0.16
de

4 27.5 : 50.0 : 22.5 52.99±0.96d 10.01±0.68bc 11.63±0.96bc

5 5.0 : 95.0 : 0.0 69.82±1.76a 3.83±0.59f 8.61±0.67f

6 50.0 : 50.0 : 0 48.51±0.27
e

11.35±0.80
a

13.10±0.90
a

7 27.5 : 72.5 : 0.0 55.53±1.28c 9.61±0.36c 11.77±0.28bc

8 5.0 : 72.5: 22.5 69.33±0.43a 4.10±0.24f 8.95±0.15f

9 5.0 : 50.0 : 45.0 68.98±0.65
a

3.78±0.40
f

9.22±0.47
f

10 12.5 : 80.0 : 7.5 62.51±0.73
b

7.21±0.37
e

10.07±0.50
e

F-value4) 220.084**** 151.546**** 28.113****

1)L: 0(black) to 100(white), a: -60(green) to 60(red), b: -60(yellow) to 60(blue).
2)A: 차수수, B: 백미, C: 찹쌀.
3)
Mean±S.D.

4)분산분석. 5)Duncan의 사후분석.
****p<0.001.

표 4-27. 혼합비율에 따른 차수수밥의 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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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차수수밥의 색도에 따른 표면도와 등고선

A: 차수수, B: 백미, C: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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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텍스처 특성

차수수밥의 텍스처 측정 결과는 표 4-28과 같다. 경도(hardness)는 차수수

50%, 백미 50%를 혼합한 6번 시료가 가장 높은 경도를 보였고, 차수수

27.5%, 백미 50%, 찹쌀 30%를 혼합한 4번 시료와 차수수 5%, 백미 95%를 혼

합한 5번 시료가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부착성(adhesiveness)은 5번, 6번, 8

번, 9번, 10번 시료가 동일한 집단군을 형성하며 높은 부착성을 보였으며, 1번

시료(차수수 35%, 백미 57.5%, 찹쌀 7.5%)에서 낮은 부착성을 보였다. 탄성

(springiness)은 시료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응집성

(Cohesiveness)은 5번, 8번 시료에서 높은 값을 보였고, 1번 시료에서 가장 낮

은 응집성을 보였다. 씹힘성(chewiness)은 6번 시료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3번 시료(차수수 12.5%, 백미 57.5%, 찹쌀 30%)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

다.

혼합곡류의 상호작용에 따른 회귀식을 분석한 결과(표 4-30), 경도, 부착성,

응집성, 씹힘성은 special cubic 모델, 탄성은 linear 모델이 설정되었고, 경도

를 제외한 모든 텍스처 특성에서 p<0.1수준의 유의성이 성립되었다. 결정계수

R2값은 14.07~93.62%의 설명력을 보였다. 텍스처 특성에 대한 회귀식과 그림

4-19를 통해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경도, 탄성, 씹힘성은 차수수가 증

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였으며, 부착성은 차수수, 백미, 찹쌀의 중앙비율에서

부착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응집성은 백미와 찹쌀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나타냈다.



실험점

혼합비율(%) 텍스처 특성

A1) : B : C

경도

(Hardness)

(g)

부착성

(Adhesiveness)

(g/sec)

탄성

(Springiness)

응집성

(Cohesiveness)

씹힘성

(Chewiness)
Ad/H2)

1 35.0 : 57.5 : 7.5 1049.56±68.003)b5) -160.32±35.58a 0.91±0.08 0.28±0.02d 266.44±20.77bc -0.15±0.03a

2 20.0 : 65.0 : 15.0 962.27±73.00c -186.19±32.89ab 0.83±0.06 0.29±0.02cd 234.30±33.15cd -0.19±0.02b

3 12.5 : 57.5 : 30.0 745.33±36.11e -190.76±18.19abc 0.83±0.11 0.32±0.01abc 194.90±19.53e -0.26±0.02c

4 27.5 : 50.0 : 22.5 884.30±66.65
d

-232.47±157.70
cd

0.88±0.09 0.32±0.05
abc

249.35±37.41
bc

-0.26±0.02
c

5 5.0 : 95.0 : 0.0 844.63±29.81
d

-238.87±24.42
d

0.86±0.04 0.35±0.02
a

251.11±12.39
bc

-0.28±0.03
c

6 50.0 : 50.0 : 0 1269.74±73.29
a

-260.12±54.45
d

0.87±0.13 0.30±0.02
cd

323.79±48.34
a

-0.20±0.04
b

7 27.5 : 72.5 : 0.0 1041.17±74.68b -225.13±39.25bcd 0.89±0.06 0.31±0.01bcd 287.17±36.65b -0.22±0.03b

8 5.0 : 72.5: 22.5 751.31±13.87e -246.41±9.59d 0.89±0.03 0.34±0.01a 227.99±10.75cde -0.33±0.01d

9 5.0 : 50.0 : 45.0 708.04±44.30e -260.16±23.97d 0.86±0.07 0.33±0.01ab 201.57±25.70de -0.38±0.02e

10 12.5 : 80.0 : 7.5 902.53±47.83
cd

-263.20±42.93
d

0.88±0.07 0.33±0.01
ab

261.67±1691
bc

-0.29±0.04
c

F-value
4)

38.623
****

6.415
****

0.651 4.798
****

8.299
****

27.178
****

1)
A: 차수수, B: 백미, C: 찹쌀.

2)Ad/H=부착성(Adhesiveness)/경도(Hardness).
3)Mean±S.D.
4)

분산분석.
5)

Duncan의 사후분석.
****p<0.001.

표 4-28. 혼합비율에 따른 차수수밥의 텍스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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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차수수밥의 텍스처 특성에 따른 표면도와 등고선

A: 차수수, B: 백미, C: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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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호화 특성

차수수, 백미, 찹쌀을 분쇄한 후 혼합비율에 따른 호화 특성 측정 결과는 표

4-29와 같다. 최고점도(peak), 최저점도(trough), 강하점도(break down), 최종

점도(final visc)는 차수수 5%와 백미 90%를 혼합한 5번 시료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최고점도, 최저점도, 강하점도, 치반점도(set back)는 차수수

5%, 백미 50%, 찹쌀 45%를 혼합한 9번 시료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치

반점도의 경우 차수수 50%, 백미 50%를 혼합한 6번 시료와 차수수 35%, 백

미 57.5%, 찹쌀 7.5%를 혼합한 1번 시료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호화

개시온도(pasting temp)는 시료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호화 특성에 대한 회귀식은 최고점도, 최종점도, 치반점도의 경우 linear 모

델, 최저점도, 강하점도는 quadratic 모델, 호화개시온도는 special cubic 모델

이 설정되었으며 모든 특성에서 p<0.1 수준의 유의성이 성립되었다. 결정계수

R2은 82.80~99.96%의 설명력을 보였다(표 4-30). 독립변수가 호화 특성에 미치

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식에서 나타난 계수들과 그림 4-20을 살펴보면,

최고점도, 최저점도, 강하점도, 최종점도는 차수수와 백미의 함량이 증가할수

록 높은 값을 나타냈으나, 차수수보다는 백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치반점도는 차수수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실험점

혼합비율

(%)
점도(RVU

1)
)

호화개시온도(℃)

(Pasting temp)
A2) : B : C

최고점도

(Peak)

최저점도
(Trough)

강하점도

(Break down)

최종점도

(Final visc)

치반점도

(Set back)

1 35.0 : 57.5 : 7.5 166.39±2.49
3)c5)

109.69±6.20
bc

56.71±3.73
c

203.51±4.32
cd

37.12±1.84
a

63.26±0.82
b

2 20.0 : 65.0 : 15.0 165.59±2.32
c

104.96±6.46
cd

60.63±4.83
c

195.00±4.54
de

29.40±2.62
bcd

62.77±0.42
b

3 12.5 : 57.5 : 30.0 140.61±1.01
d

95.48±2.76
de

45.13±1.91
e

165.59±2.61
f

24.98±1.91
de

62.70±0.44
b

4 27.5 : 50.0 : 22.5 140.72±0.67d 92.36±0.55ef 48.36±1.19de 167.75±0.78f 27.03±1.4cde 62.50±0.05b

5 5.0 : 95.0 : 0.0 216.55±5.05a 127.70±12.14a 88.85±7.80a 243.14±11.87a 26.59±6.89cde 62.79±0.45b

6 50.0 : 50.0 : 0 166.20±1.70c 111.29±3.75bc 54.91±2.53cd 204.55±2.84c 38.36±1.82a 63.59±1.24ab

7 27.5 : 72.5 : 0.0 190.93±1.51
b

109.88±4.55
bc

81.06±5.16
b

225.20±2.90
b

34.27±3.78
ab

62.78±0.46
b

8 5.0 : 72.5: 22.5 165.12±1.50
c

105.71±4.58
cd

59.41±3.28
c

189.19±3.36
e

24.07±2.08
de

62.79±0.45
b

9 5.0 : 50.0 : 45.0 115.21±2.21
e

83.57±3.15
f

31.64±1.80
f

136.77±2.65
c

21.55±1.20
e

64.60±1.26
a

10 12.5 : 80.0 : 7.5 192.76±2.81
b

117.73±5.48
b

75.03±2.73
b

224.29±5.81
g

31.53±3.08
bc

63.02±0.50
b

F-value
4)

439.856
****

15.752
****

57.007
****

120.868
****

10.079
****

2.281
1)

RVU: Rapid Visco Unit.
2)A: 차수수, B: 백미, C: 찹쌀.
3)Mean±S.D.
4)

분산분석. 5)Duncan의 사후분석.
****p<0.001.

표 4-29. 혼합비율에 따른 차수수밥의 호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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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차수수밥의 호화 특성에 따른 표면도와 등고선

A: 차수수, B: 백미, C: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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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변수 모델 다중회귀방정식1) R2 F-value

관능평가

외관

(Appearance)

Special

cubic
3.90A+4.51B+4.68C+5.05AB+3.AC+29.90ABC 93.28 12.11

**

향

(Flavor)
Quadratic 5.05A+5.25B+5.87C+2.88AB 54.87 5.02*

조직감

(Texture)

Special

cubic
4.25A+5.51B+5.46C+29.34ABC 96.12 69.21****

찰기

(Stickiness)
Quadratic 4.00A+5.23B+6.00C+3.09AC 93.24 11.44

**

종합적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

Quadratic 4.14A+5.46B+5.81C+2.90AB 79.10 4.38*

색도

L
Special

cubic

48.81A+69.63B+68.81C-14.07AB-22.50AC-54.19

ABC
99.75 9.74

**

a Quadratic 11.10A+4.19B+4.08C+8.78AB+10.34AB 98.92 35.92***

b
Special

cubic
13.01A+8.67B+9.34C+3.98AB+2.33AC 99.15 15.37***

텍스처

특성

경도

(Hardness)

Special

cubic
1261.3A+837.5B+688.8C-424.0AC+1358.2ABC 98.44 3.00

부착성

(Adhesiveness)

Special

cubic
-228.5A-253.3B-245.7C+1741.9ABC 45.01 4.45*

탄성

(Springiness)
Linear 0.88A+0.87B+0.85C 14.07 0.57*

응집성

(Cohesiveness)

Special

cubic
0.29A+0.35B+0.36C-0.90ABC 88.06 14.24

***

씹힘성

(Chewiness)

Special

cubic
317.0A+259.7B+191.8C-689.1ABC 93.62 5.16*

호화 특성

최고점도

(Peak)
Linear 166.2A+216.7B+115.1C 99.96 8604.19

****

최저점도

(Trough)
Quadratic 110.66A+128.73B+83.06C-26.92AB 96.42 4.19*

강하점도

(Break down)
Quadratic 55.58A+88.00B+31.99C+26.97AB 98.40 5.12

*

최종점도

(Final visc)
Linear 205.5A+245.3B+135.7C 99.56 788.10

****

치반점도

(Set back)
Linear 39.27A+28.58B+20.62C 90.28 32.51****

호화개시온도

(Pasting temp)

Special

cubic
63.61A+62.79B+64.43C-5.71AB-2.99BC 82.80 8.82**

1)
A: 차수수, B: 백미, C: 찹쌀.

*p<0.1, **p<0.05, ***p<0.01, ****p<0.001.

표 4-30. 차수수밥의 반응변수별 다중회귀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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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변수 최적화 목표값
혼합비율(%)

예측값
차수수 백미 찹쌀

외관

(Appearance)
최대화(5.00-6.50)

15.6 64.4 20.00

6.16

향

(Flavor)
최대화(5.00-6.50) 5.70

조직감

(Texture)
최대화(5.00-6.50) 6.17

찰기

(Stickiness)
최대화(5.00-6.50) 5.60

종합적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

최대화(5.00-6.50) 5.53

표 4-31. 차수수, 백미, 찹쌀의 최적 혼합비율

⑤ 차수수밥 관능적 최적 혼합비율

독립변수인 차수수, 백미, 찹쌀의 혼합 범위 내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낸

모든 관능특성을 최대화(maximize)로 설정하여 차수수밥의 최적 혼합비율을

산출하였다. Minitab 프로그램의 반응최적화도구를 이용하여 하한값은 5.50점,

최대값은 6.50점을 목표값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최적 혼합비율로 차수수

15.6%, 백미 64.4%, 찹쌀 20.0%가 도출되었으며(표 4-31), 이 혼합비에서 외관

6.16점, 향 5.70점, 텍스처 6.17점, 찰기 5.60점, 종합적 기호도 5.53점의 예측값

을 나타냈다. 최적화된 차수수, 백미, 찹쌀의 혼합비율에서 색도, 텍스처 특성,

호화 특성을 측정하였으며 그 반응값은 표 4-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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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변수 반응값
1)

색도

L 56.17±1.13

a 9.39±0.33

b 11.90±0.52

텍스처 특성

경도

(Hardness)
911.57±77.54

부착성

(Adhesiveness)
-213.54±32.02

탄성

(Springiness)
0.85±0.04

응집성

(Cohesiveness)
0.31±0.00

씹힘성

(Chewiness)
235.71±26.81

Ad/H -0.23±0.03

호화 특성

최고점도

(Peak)
155.61±0.63

최저점도

(Trough)
97.86±1.91

강하점도

(Break down)
57.76±1.68

최종점도

(Final visc)
181.79±1.79

치반점도

(Set back)
26.17±1.91

호화개시온도

(Pasting temp)
69.40±1.60

1)Mean±S.D.
2)
Ad/H=부착성(Adhesiveness)/경도(Hardness)

표 4-32. 차수수, 백미, 찹쌀의 최적 혼합비율에서의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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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조밥

① 관능검사

차조, 백미, 찹쌀의 혼합비율에 따른 차조밥의 관능검사결과는 표 4-33과 같

다. 외관(appearance)은 차조 12.5%, 백미 57.5%, 찹쌀 30%를 혼합한 9번 시료

에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 향(flavor)은 9번 시료와 차조 5.0%, 백미

50.0%, 찹쌀 45.0%를 혼합한 8번 시료에서 동일한 집단군을 형성하며 높은 기

호도를 보였다. 조직감(texture) 또한 9번 시료에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였으

며, 찰기(stickiness)는 1번, 6번, 7번, 8번, 9번 시료에서 동일한 집단군을 보이

며 높은 기호도를 타나냈다.종합적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는 1번, 4번, 8번,

9번 시료에서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차조 50%와 백미 50%가 혼

합된 2번 시료가 외관, 향, 조직감, 종합적기호도에서 낮은 기호도를 나타냈다.

관능결과에 대한 회귀식은 표 4-37과 같다. 모든 관능특성에서 p<0.1 이내

에서 유의성을 보였으며, R2은 89.45~97.70%의 설명력을 보였다. 외관, 향은

linear 모델, 조직감, 찰기, 종합적기호도는 special cubic 모델이 선정되었다.

관능특성에 대한 회귀식과 표면도, 등고선(그림 4-21)을 살펴보면, 외관은 백

미와 찹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 조

직감, 찰기, 종합적기호도는 백미와 찹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높아

졌으나, 백미보다는 찹쌀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점

혼합비율(%) 관능검사1)

A2): B : C
외관

(Appearance)

향

(Flavor)

조직감

(Texture)

찰기

(Stickiness)

종합적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

1 12.5 : 80.0 : 7.5 6.30±1.66
3)ab5)

5.73±1.46
ab

6.03±1.56
ab

6.03±1.47
a

6.03±1.69
a

2 50.0 : 50.0 : 0 2.20±1.42d 4.57±2.40c 3.67±2.01d 4.80±1.99bc 3.57±2.16d

3 35.0 : 57.5 : 7.5 3.03±1.56
d

4.77±2.22
bc

4.60±1.91
c

5.30±1.99
ab

4.23±2.03
cd

4 5.0 : 95.0 : 0.0 6.13±1.80ab 5.77±1.65ab 5.80±1.50ab 5.53±1.53ab 6.07±1.62a

5 27.5 : 50.0 : 22.5 4.62±1.70
c

5.53±1.80
abc

5.17±1.98
bc

5.67±1.83
ab

4.97±1.90
bc

6 20.0 : 65.0 : 15.0 5.60±1.71
b

5.63±1.65
ab

6.07±1.55
ab

6.27±1.57
a

5.90±1.45
ab

7 5.0 : 72.5 : 22.5 5.97±1.33ab 5.77±1.36ab 6.13±1.61ab 6.20±1.83a 5.80±1.67ab

8 5.0 : 50.0 : 45.0 6.13±1.55
ab

6.27±1.44
a

6.13±1.70
ab

6.13±1.93
a

6.48±1.62
a

9 12.5 : 57.5 : 30.0 6.57±1.52a 6.27±1.70a 6.23±1.50a 5.87±1.72a 6.27±1.53a

10 27.5 : 72.5 : 0.0 4.37±2.13
c

5.07±1.91
bc

4.60±1.83
c

4.33±1.81
c

4.40±1.91
cd

F-value4) 24.646**** 3.100*** 7.892**** 3.908**** 9.608****

1)
9점 척도(1: 매우 나쁘다, 9: 매우 좋다).

2)A: 차조, B: 백미, C: 찹쌀.
3)Mean±S.D.
4)

분산분석.
5)

Duncan의 사후분석.
**p<0.05, ****p<0.001.

표 4-33. 혼합비율에 따른 차조밥의 관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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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차조밥의 관능 특성에 따른 표면도와 등고선

A: 차조, B: 백미, C: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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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색도

색도 측정 결과는 표 4-34와 같다. L값(명도)은 차조 5%, 백미 72.5%, 찹쌀

22.5% 혼합된 7번 시료와 차조 5%, 백미 95% 혼합된 4번 시료, 차조 5%, 백

미 50%, 찹쌀 45% 혼합된 8번 시료에서 각각 73.98, 73.76, 72.72의 높은 값을

보였다. 차조 50%, 백미 50% 혼합된 2번 시료에서 가장 낮은 L값을 보였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차조 50%, 백미 50%가 혼합된 2번 시료가 가장 높

았으며, 차조가 5% 혼합된 4번, 7번, 8번 시료에서 동일한 집단군을 보이며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b값(황색도) 2번 시료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

며, 차조 5%, 백미 95% 혼합된 4번 시료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독립변수 상호작용에 따른 회귀식은 98.84~99.94%의 높은 설명력(R2)을 보

이며, L, b값은 special cubic모델이, a값은 quadratic 모델이 선정되었고, 모든

값에서 유의적인 회귀식이 성립되었다(표 4-37). 회귀식과 색도별 표면도, 등

고선(그림 4-22)을 살펴본 결과 L값은 백미와 찹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였다. 적색도와 황색도를 나타내는 a, b값은 차조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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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점
혼합비율(%) 색도

1)

A2) : B : C L a b

1 12.5 : 80.0 : 7.5 67.84±1.37
3)b4)

-0.10±0.19
d

11.25±0.86
de

2 50.0 : 50.0 : 0 52.29±1.69
f

1.66±0.29
a

17.53±1.42
a

3 35.0 : 57.5 : 7.5 56.64±0.77e 1.11±0.23b 15.64±1.45b

4 5.0 : 95.0 : 0.0 73.76±0.12a -0.70±0.17e 9.21±0.31f

5 27.5 : 50.0 : 22.5 59.14±1.68d 0.83±0.25bc 14.36±0.81bc

6 20.0 : 65.0 : 15.0 62.77±1.78c 0.52±0.28c 13.37±1.05c

7 5.0 : 72.5 : 22.5 73.98±1.01a -0.89±0.16e 9.92±0.63ef

8 5.0 : 50.0 : 45.0 72.72±0.61a -0.69±0.14e 10.81±0.42de

9 12.5 : 57.5 : 30.0 67.00±1.20
b

0.03±0.16
d

12.03±0.31
d

10 27.5 : 72.5 : 0.0 61.28±2.09c 0.70±0.27c 13.49±1.14c

F-value4) 112.564**** 59.176**** 31.506****

1)L: 0(black) to 100(white), a: -60(green) to 60(red), b: -60(yellow) to 60(blue).
2)A: 차조, B: 백미, C: 찹쌀.
3)
Mean±S.D.

4)분산분석. 5)Duncan의 사후분석.
****p<0.001.

표 4-34. 혼합비율에 따른 차조밥의 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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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차조밥의 색도에 따른 표면도와 등고선

A: 차조, B: 백미, C: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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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텍스처 특성

차조밥의 텍스처 측정 결과는 표 4-35와 같다. 경도(hardness)는 차조 5%,

백미 95%를 혼합한 4번 시료가 가장 높은 경도를 보였고, 차조 12.5%, 백미

80%, 찹쌀 7.5%를 혼합한 1번 시료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부착성

(adhesiveness)은 차조 5%, 백미 50%, 찹쌀 45%를 혼합한 8번 시료에서 높은

부착성을 보였으며, 1번 시료에서 낮은 부착성을 보였다. 탄성(springiness)과

응집성(Cohesiveness)은 시료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씹힘성은

8번 시료에서 높은 값을 보였고, 1번 시료, 2번 시료에서 가장 낮은 씹힘성을

보였다.

곡류 혼합의 상호작용에 따른 회귀식을 분석한 결과(표 4-37), 경도, 부착성,

씹힘성은 linear 모델, 탄성은 special cubic 모델, 응집성은 quadratic 모델이

설정되었고, 경도를 제외한 모든 텍스처 특성에서 p<0.1수준의 유의성이 성립

되었다. 결정계수 R2값은 49.19~92.89%의 설명력을 보였다. 텍스처 특성에 대

한 회귀식과 그림 4-23을 통해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경도, 응집성,

씹힘성은 백미와 찹쌀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였으며, 부착성은 찹쌀의 함

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실험점

혼합비율(%) 텍스처 특성

A1) : B : C

경도

(Hardness)

(g)

부착성

(Adhesiveness)

(g/sec)

탄성

(Springiness)

응집성

(Cohesiveness)

씹힘성

(Chewiness)
Ad/H2)

1 12.5 : 80.0 : 7.5 495.69±59.512)c3) -138.82±47.11a 0.84±0.06 0.32±0.07a 130.61±12.14d -0.28±0.11ab

2 50.0 : 50.0 : 0 677.80±69.69b -152.28±32.37ab 0.81±0.06 0.24±0.06b 132.56±23.29d -0.22±0.03a

3 35.0 : 57.5 : 7.5 657.48±50.16b -149.50±16.96ab 0.84±0.09 0.26±0.01ab 145.67±10.78cd -0.23±0.03a

4 5.0 : 95.0 : 0.0 778.40±42.91a -177.07±22.64abc 0.79±0.08 0.30±0.02ab 186.06±21.39ab -0.23±0.03a

5 27.5 : 50.0 : 22.5 691.75±40.10ab -225.06±1.13cde 0.87±0.19 0.27±0.00ab 164.47±42.57bc -0.33±0.02b

6 20.0 : 65.0 : 15.0 694.64±90.62ab -246.93±39.64e 0.81±0.10 0.30±0.04a 167.34±8.74abc -0.36±0.06b

7 5.0 : 72.5 : 22.5 708.30±48.73ab -234.54±27.80de 0.84±0.04 0.31±0.01a 184.06±13.56ab -0.33±0.04b

8 5.0 : 50.0 : 45.0 680.07±17.91b -302.13±25.99f 0.89±0.04 0.32±0.01a 195.23±11.52a -0.44±0.04c

9 12.5 : 57.5 : 30.0 726.16±50.87ab -250.53±44.17e 0.87±0.04 0.30±0.01a 193.02±13.62ab -0.34±0.05b

10 27.5 : 72.5 : 0.0 714.90±58.10ab -195.01±18.22bcd 0.87±0.06 0.29±0.02ab 181.91±17.33ab -0.28±0.05ab

F-value
4)

9.011
****

12.762
****

0.779 2.215 8.865
****

7.588
****

1)
A: 차조, B: 백미, C: 찹쌀

2)Ad/H=부착성(Adhesiveness)/경도(Hardness).
3)Mean±S.D.
4)

분산분석.
5)

Duncan의 사후분석
****p<0.001.

표 4-35. 혼합비율에 따른 차조밥의 텍스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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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차조밥의 텍스처 특성에 따른 표면도와 등고선

A: 차조, B: 백미, C: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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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호화 특성

차조, 백미, 찹쌀을 분쇄한 후 혼합비율에 따른 호화 특성 측정 결과는 표

4-36과 같다. 최고점도(peak), 최저점도(trough), 강하점도(break down), 최종

점도(final visc)는 차조 5%와 백미 90%를 혼합한 4번 시료에서 가장 높은 값

을 나타냈다. 최고점도는 2번, 5번 시료, 최저점도는 2번 시료, 강하점도는 8번

시료, 최종점도는 5번 시료에서 낮은 값을 보였다. 치반점도(set back)는 차조

5%, 백미95% 혼합된 4번 시료에서 가장 높았으며, 5번, 7번, 8번 시료에서 가

장 낮은 값을 보였다. 호화개시온도(pasting temp)는 2번 시료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보였으며, 8번, 9번, 10번 시료에서 동일한 집단군을 형성하며 낮은 온

도를 보였다.

호화 특성에 대한 회귀식은 최고점도, 최저점도, 최종점도, 치반점도의 경우

quadratic 모델, 강하점도 linear 모델, 호화개시온도는 special cubic 모델이 설

정되었으며 모든 특성에서 p<0.1 수준의 유의성이 성립되었다. 결정계수 R2은

77.56~99.84%의 설명력을 보였다(표 4-37). 독립변수가 호화 특성에 미치는 효

과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식에서 나타난 계수들과 그림 4-24을 살펴보면, 최고

점도, 최저점도, 강하점도, 최종점도는 백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치반점도는 차조와 백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호화개시온도는 차조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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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점

혼합비율(%) 점도(RVU1))
호화개시온도(℃)

(Pasting temp)A
2)
: B : C

최고점도

(Peak)

최저점도
(Trough)

강하점도

(Break down)

최종점도

(Final visc)

치반점도

(Set back)

1 12.5 : 80.0 : 7.5 164.40±2.303)b5) 94.71±3.65b 69.70±1.35b 186.15±3.35b 21.75±1.07cd 70.17±0.94cd

2 50.0 : 50.0 : 0 97.30±1.05
g

60.49±0.05
f

36.81±1.07
g

124.14±1.70
h

26.83±2.73
ab

77.37±0.51
a

3 35.0 : 57.5 : 7.5 109.74±0.13f 66.22±0.42e 43.52±0.38f 134.14±1.18f 24.40±1.22bc 71.23±2.35bc

4 5.0 : 95.0 : 0.0 211.47±2.61
a

131.46±5.94
a

80.00±5.16
a

239.76±4.14
a

28.30±3.04
a

70.42±0.75
cd

5 27.5 : 50.0 : 22.5 98.22±3.77g 66.66±2.87e 31.56±1.46h 118.72±4.05i 20.50±0.42d 72.50±1.18b

6 20.0 : 65.0 : 15.0 125.49±3.17e 76.69±2.94cd 48.80±0.25e 147.19±3.06e 21.69±0.29cd 69.85±0.53cd

7 5.0 : 72.5 : 22.5 152.85±2.67
c

96.31±2.75
b

56.54±0.44
d

173.22±3.45
c

20.37±0.89
d

69.10±0.95
d

8 5.0 : 50.0 : 45.0 106.75±1.25f 80.45±2.58c 26.31±1.39i 127.01±2.01gh 20.26±0.80d 63.51±1.21e

9 12.5 : 57.5 : 30.0 109.85±1.14
f

73.56±0.64
d

36.28±0.75
g

131.99±1.19
fg

22.13±1.22
cd

62.48±0.06
e

10 27.5 : 72.5 : 0.0 139.73±1.35d 78.35±1.83cd 61.38±0.63c 165.81±3.44d 26.09±2.10ab 63.28±0.80e

F-value
4)

802.896
****

154.551
****

267.703
****

482.752
****

9.730
****

54.962
****

1)RVU: Rapid Visco Unit.
2)
A: 차조, B: 백미, C: 찹쌀.

3)Mean±S.D.
4)분산분석. 5)Duncan의 사후분석.
****p<0.001.

표 4-36. 혼합비율에 따른 차조밥의 호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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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차조밥의 호화 특성에 따른 표면도와 등고선

A: 차조, B: 백미, C: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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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변수 모델 다중회귀방정식1) R2 F-value

관능평가

외관

(Appearance)
Linear 2.26A+6.42B+6.59C 89.45 29.66****

향

(Flavor)
Linear 4.52A+5.72B+6.38C 90.37 32.84****

조직감

(Texture)

Special

cubic
3.61A+5.83B+6.30C+21.42ABC 97.70 26.17

***

찰기

(Stickiness)

Special

cubic
4.83A+5.74B+6.15C-3.43AB+26.97ABC 89.71 12.94

**

종합적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

Special

cubic
3.31A+5.88B+6.42C+17.70ABC 95.04 6.43

**

색도

L
Special

cubic
52.41A+73.87B+72.89C-7.41AB-13.77AC-37.92ABC 99.86 9.39

**

a Quadratic 1.61A-0.74B-0.70C+1.27AB+1.81AC 98.84 5.31
*

b
Special

cubic
17.62A+9.21B+10.74C+0.76AC+20.73ABC 99.94 78.48

****

텍스처

특성

경도

(Hardness)
Linear 668.9A+687.6B+691.1C 0.88 0.03

부착성

(Adhesiveness)
Linear -152.8A-169.1B-299.7C 75.88 11.01

**

탄성

(Springiness)

Special

cubic
0.82A+0.79B+0.90C+0.27AB-1.08ABC 88.77 7.51

**

응집성

(Cohesiveness)
Quadratic 0.23A+0.31B+0.32C+0.10AB 92.89 6.24

**

씹힘성

(Chewiness)
Linear 136.3A+173.5B+194.6C 49.19 3.39*

호화 특성

최고점도

(Peak)
Quadratic 96.09A+212.14B+103.52C-61.14AB-31.61AC 99.53 10.80**

최저점도

(Trough)
Quadratic 59.58A+131.13B+78.10C-72.71AB-43.69BC 98.98 23.00***

강하점도

(Break down)
Linear 37.48A+83.33B+26.46C 98.91 319.03****

최종점도

(Final visc)
Quadratic

125.12A+239.45B+126.46C-67.53AB-30.87AC-46.67

BC
99.84 25.83***

치반점도

(Set back)
Quadratic 25.37A+27.08B+19.89C-14.88BC 90.28 32.51****

호화개시온도

(Pasting temp)

Special

cubic
78.18A+72.06B+63.73C-38.10AB 77.56 10.03

**

1)A: 차조t, B: 백미, C: 찹쌀.
*p<0.1, **p<0.05, ***p<0.01, ****p<0.001

표 4-37. 차조밥의 반응변수별 다중회귀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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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변수 최적화 목표값
혼합비율(%)

예측값
차조 백미 찹쌀

조직감

(Texture)

최대화

(5.00-6.50)

5.0 56.8 38.2

6.24

찰기

(Stickiness)

최대화

(5.00-6.50)
6.32

종합적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

최대화

(5.00-6.50)
6.50

표 4-38. 차조, 백미, 찹쌀의 최적 혼합비율

⑤ 차조밥 관능적 최적 혼합비율

독립변수인 차조, 백미, 찹쌀의 혼합 범위 내에서 special cubic 모델로 유의

적인 결과를 나타낸 조직감, 찰기, 종합적기호도에 대한 관능특성을 최대화

(maximize)로 설정하여 차조밥의 최적 혼합비율을 산출하였다. Minitab 프로

그램의 반응최적화도구를 이용하여 하한값은 5.50점, 최대값은 6.50점을 목표

값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최적 혼합비율로 차조 5.0%, 백미 56.8%, 찹쌀

38.2%가 도출되었으며(표 4-38), 이 혼합비에서 조직감 6.24점, 찰기 6.32점,

종합적기호도 6.50점의 예측값을 나타냈다. 최적화된 차조, 백미, 찹쌀의 혼합

비율에서 색도, 텍스처 특성, 호화 특성을 측정하였으며 그 반응값은 표 4-39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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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변수 반응값
1)

색도

L 73.85±0.35

a -0.57±0.12

b 10.90±0.37

텍스처특성

경도

(Hardness)
706.67±31.29

부착성

(Adhesiveness)
-217.50±37.19

탄성

(Springiness)
0.85±0.04

응집성

(Cohesiveness)
0.31±0.01

씹힘성

(Chewiness)
187.75±11.10

Ad/H -0.31±0.06

호화특성

최고점도

(Peak)
116.51±0.63

최저점도

(Trough)
84.45±1.92

강하점도

(Break down)
32.06±2.53

최종점도

(Final visc)
138.95±1.32

치반점도

(Set back)
22.44±1.90

호화개시온도

(Pasting temp)
68.95±1.34

1)Mean±S.D.
2)
Ad/H=부착성(Adhesiveness)/경도(Hardness)

표 4-39. 차조, 백미, 찹쌀의 최적 혼합비율에서의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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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찰보리밥

① 관능검사

찰보리, 백미, 찹쌀의 혼합비율에 따른 찰보리밥의 관능검사결과는 표 4-40

과 같다. 외관(appearance)은 찰보리 12.5%, 백미 57.5%, 찹쌀 30%를 혼합한

5번 시료에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였으며 향(flavor)은 찰보리 20%, 백미

65%, 찹쌀 15%를 혼합한 1번 시료에서 높은 값을 나타냈다. 조직감(texture)

에서는 시료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찰기(stickiness)는 5번 시료

에서 높은 기호도를 보였으며, 종합적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서 2번 시

료와 찰보리 35%, 백미 57.5%, 찹쌀 7.5% 혼합된 9번 시료에서 동일한 집단

군을 보이며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차조 50%와 백미 50%가 혼

합된 2번 시료가 외관, 향, 조직감, 찰기, 종합적기호도에서 낮은 기호도를 나

타냈다.

관능결과에 대한 회귀식은 표 4-44와 같다. 조직감, 찰기, 종합적기호도에서

p<0.1 이내에서 유의성을 보였으며, R2은 84.93~98.25%의 설명력을 보였다. 외

관, 종합적기호도는 quadratic 모델, 향은 linear 모델, 조직감, 찰기는 special

cubic 모델이 선정되었다. 관능특성에 대한 회귀식과 표면도, 등고선(그림

4-25)을 살펴보면, 외관은 백미와 찹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찹쌀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감은 백미

와 찹쌀의 중심 혼합비율에서 기호도가 높아졌으며, 찰기와 종합적기호도는

백미와 찹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점

혼합비율(%) 관능검사1)

A2): B : C
외관

(Appearance)

향

(Flavor)

조직감

(Texture)

찰기

(Stickiness)

종합적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

1 20.0 : 65.0 : 15.0 6.00±1.653)ab5) 6.24±1.27a 6.07±1.98a 5.69±1.67ab 6.03±1.76a

2 50.0 : 50.0 : 0 3.90±2.21d 4.38±1.70d 4.79±2.46b 3.59±1.88d 4.28±2.36b

3 27.5 : 72.5 : 0 5.55±1.88ab 5.62±1.74abc 5.21±1.70ab 4.90±1.42bc 5.41±1.94a

4 5.0 : 50.0 : 45.0 5.57±1.83ab 6.04±1.55ab 5.41±2.15ab 5.79±2.26ab 5.38±1.78a

5 12.5 : 57.5 : 30.0 6.31±1.67
a

5.83±1.49
abc

5.90±1.90
ab

6.00±2.02
a

5.90±1.92
a

6 5.0 : 95.0 : 0 5.14±2.10
bc

6.03±1.57
ab

5.17±1.89
ab

5.76±1.55
ab

5.48±1.75
a

7 5.0 : 72.5 : 22.5 5.24±1.86
abc

5.69±1.42
abc

5.79±1.95
ab

5.90±1.99
ab

5.38±2.11
a

8 12.5 : 80.0 : 7.5 5.31±1.58abc 6.00±1.28ab 6.14±1.55a 5.72±1.71ab 6.03±1.80a

9 35.0 : 57.5 : 7.5 4.34±1.95cd 5.00±1.60cd 5.10±2.38ab 4.66±1.68c 4.93±1.69b

10 27.5 : 50.0 : 22.5 5.34±2.13
abc

5.28±1.77
bc

5.31±1.98
ab

4.86±1.89
bc

5.76±1.79
a

F-value
4)

4.070
****

3.975
****

1.480 5.186
****

2.357
**

1)
9점 척도(1: 매우 나쁘다, 9: 매우 좋다).

2)A: 찰보리, B: 백미, C: 찹쌀.
3)Mean±S.D.
4)

분산분석.
5)

Duncan의 사후분석
**p<0.05, ****p<0.001.

표 4-40. 혼합비율에 따른 찰보리밥의 관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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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찰보리밥의 관능 특성에 따른 표면도와 등고선

A: 찰보리밥, B: 백미, C: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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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색도

색도 측정 결과는 표 4-41과 같다. L값(명도)은 찰보리 5%, 백미 95%가 혼

합된 6번 시료와 찰보리 5%, 백미 72.5%, 찹쌀 22.5% 혼합된 7번 시료, 찰보

리 5%, 백미 50%, 찹쌀 45%가 혼합된 4번 시료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

며, 찰보리 50%, 백미 50% 혼합된 2번 시료에서 가장 낮은 L값을 보였다. 적

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2번 시료가 가장 높았으며, 찰보리가 5% 혼합된 4번,

6번, 7번 시료에서 동일한 집단군을 보이며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b값(황

색도) 2번 시료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찰보리 5%, 백미 95% 혼합된

6번 시료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독립변수 상호작용에 따른 회귀식은 94.28~97.99%의 높은 설명력(R2)을 보

이며, L값은 quadratic 모델, a값은 special cubic 모델, b값은 linear 모델이 선

정되었고, L, b값에서 유의적인 회귀식이 성립되었다(표 4-44). 회귀식과 색도

별 표면도, 등고선(그림 4-26)을 살펴본 결과 L값은 백미와 찹쌀의 함량이 증

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였다. 적색도와 황색도를 나타내는 a, b값은 찰보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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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점
혼합비율(%) 색도

1)

A2) : B : C L a b

1 20.0 : 65.0 : 15.0 73.41±1.41
3)bc5)

0.39±0.37
cd

9.43±0.72
bc

2 50.0 : 50.0 : 0 67.56±0.96
e

1.87±0.34
a

12.37±1.03
a

3 27.5 : 72.5 : 0 72.69±0.97
c

0.76±0.29
bc

9.53±1.19
bc

4 5.0 : 50.0 : 45.0 76.70±0.67
a

-0.96±0.13
e

8.73±0.41
c

5 12.5 : 57.5 : 30.0 73.61±1.01bc 0.00±0.31d 9.44±0.42bc

6 5.0 : 95.0 : 0 77.80±0.80a -0.99±0.16e 6.78±0.79e

7 5.0 : 72.5 : 22.5 77.26±0.55a -0.86±0.19e 7.56±0.34de

8 12.5 : 80.0 : 7.5 74.59±0.70b 0.02±0.29d 8.48±0.51cd

9 35.0 : 57.5 : 7.5 70.04±0.52d 0.99±0.27b 9.99±0.78b

10 27.5 : 50.0 : 22.5 70.84±0.87d 0.81±0.24b 10.14±0.79b

F-value4) 56.758**** 51.733**** 17.913****

1)L: 0(black) to 100(white), a: -60(green) to 60(red), b: -60(yellow) to 60(blue).
2)A: 찰보리, B: 백미, C: 찹쌀.
3)
Mean±S.D.

4)V분산분석. 5)Duncan의 사후분석.
****p<0.001.

표 4-41. 혼합비율에 따른 찰보리밥의 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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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찰보리밥의 색도에 따른 표면도와 등고선

A: 찰보리, B: 백미, C: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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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텍스처 특성

찰보리밥의 텍스처 측정 결과는 표 4-42와 같다. 경도(hardness)는 찰보리

35.0%, 백미 57.5%, 찹쌀 7.5%를 혼합한 9번 시료와 찰보리 12.5%, 백미 80%,

찹쌀 7.5%를 혼합한 8번 시료, 찰보리 5.0%, 백미 95.0%의 6번 시료에 동일한

집단을 형성하며 가장 높은 경도를 보였고, 찰보리 20%, 백미 60%, 찹쌀 15%

를 혼합한 1번 시료에서 가장 낮은 경도를 보였다. 부착성(adhesiveness)은 찰

보리 5%, 백미 50%, 찹쌀 45%를 혼합한 4번 시료에서 높은 부착성을 보였으

며, 찰보리 50%, 백미 50%를 혼합한 1번 시료에서 낮은 부착성을 보였다.

탄성(springiness)은 시료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응집성

(Cohesiveness)은 6번, 8번, 9번 시료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씹힘성

(chewiness)은 찰보리 35%, 백미 57.5%, 찹쌀 7.5%를 혼합한 9번 시료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찰보리 20%, 백미 65%, 찹쌀 15%를 혼합한 1번 시료에서

가장 낮은 씹힘성을 보였다. 찰보리밥의 곡류 혼합비율에 따른 텍스처 특성

측정에서는 일정한 경향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는 찰보리의 경우 다른 곡류와

비교하여 낱알이 크고, 그로인해 백미와 찹쌀과 혼합하여 텍스처 측정을 할

때, 시료의 균일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독립변수의 상호작용에 따른 회귀식을 분석한 결과(표 4-44), 경도, 탄성은

special cubic 모델, 부착성, 응집성, 씹힘성은 linear 모델이 설정되었고, 경도,

씹힘성을 제외한 모든 텍스처 특성에서 p<0.1수준의 유의성이 성립되었다. 결

정계수 R2값은 60.39~61.61%의 설명력을 보였다. 텍스처 특성에 대한 회귀식

과 그림 4-27을 통해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경도는 찰보리와 백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였으나, 찰보리보다는 백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착성는 찰보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였고, 씹

힘성은 백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나타냈다. 35.0 : 57.5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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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점

혼합비율(%) 텍스처 특성

A
1)
: B : C

경도

(Hardness)

(g)

부착성

(Adhesiveness)

(g/sec)

탄성

(Springiness)

응집성

(Cohesiveness)

씹힘성

(Chewiness)
Ad/H

2)

1 20.0 : 65.0 : 15.0 512.71±57.222)d5) -93.64±22.00a 0.82±0.07ab 0.29±0.02c 123.28±13.39f -0.18±0.04ab

2 50.0 : 50.0 : 0 635.15±92.82bc -81.93±25.24a 0.81±0.08ab 0.32±0.02ab 165.51±27.02cde -0.13±0.04a

3 27.5 : 72.5 : 0 625.45±45.71bc -104.85±24.64a 0.80±0.05b 0.32±0.02ab 157.45±21.27de -0.17±0.03ab

4 5.0 : 50.0 : 45.0 603.93±63.34
c

-229.10±37.26
d

0.86±0.04
ab

0.32±0.01
ab

165.54±19.92
cde

-0.38±0.03
f

5 12.5 : 57.5 : 30.0 669.45±37.37
bc

-198.58±37.19
bcd

0.83±0.05
ab

0.32±0.02
ab

175.14±8.36
cd

-0.30±0.06
e

6 5.0 : 95.0 : 0 697.11±38.14
ab

-189.99±16.65
bcd

0.80±0.02
ab

0.34±0.03
a

191.28±7.37
bc

-0.27±0.02
de

7 5.0 : 72.5 : 22.5 640.60±23.68
bc

-207.99±15.74
cd

0.87±0.05
a

0.32±0.01
ab

177.44±13.03
bcd

-0.32±0.02
e

8 12.5 : 80.0 : 7.5 750.67±68.67
a

-177.63±51.75
bc

0.81±0.06
ab

0.33±0.01
a

202.15±29.30
ab

-0.24±0.06
cd

9 35.0 : 57.5 : 7.5 761.55±25.52
a

-158.98±21.64
b

0.86±0.05
ab

0.34±0.02
a

221.30±17.20
a

-0.21±0.03
bc

10 27.5 : 50.0 : 22.5 607.20±48.13c -106.40±32.94a 0.78±0.07ab 0.30±0.02bc 144.18±16.01ef -0.17±0.05ab

F-value4) 9.333**** 15.559**** 1.536 3.711*** 11.538**** 19.277****

1)
A: 찰보리, B: 백미, C: 찹쌀.

2)Ad/H=부착성(Adhesiveness)/경도(Hardness).
3)Mean±S.D.
4)

분산분석.
5)

Duncan의 사후분석.
***p<0.01, ****p<0.001.

표 4-42. 혼합비율에 따른 찰보리밥의 텍스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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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찰보리밥의 텍스처 특성에 따른 표면도와 등고선

A: 찰보리, B: 백미, C: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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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호화 특성

찰보리, 백미, 찹쌀을 분쇄한 후 혼합비율에 따른 호화 특성 측정 결과는 표

4-43과 같다. 최고점도(peak), 최저점도(trough), 강하점도(break down), 최종

점도(final visc)는 찰보리 5%와 백미 90%를 혼합한 6번 시료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최고점도는 7번 시료, 최저점도, 강하점도, 최종점도는 4번 시

료에서 낮은 값을 보였다. 치반점도(set back)는 찰보리 50%, 백미 50% 혼합

된 2번 시료에서 가장 높았으며, 찰보리 27.5%, 백미 50%, 찹쌀 22.5% 혼합된

10번 시료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호화개시온도(pasting temp)는 3번, 1

번, 5번, 8번 시료에서 동일한 집단군을 형성하며 높은 온도를 보였으며, 찰보

리 5%, 백미 72.5%, 찹쌀 22.5% 혼합된 7번 시료에서 낮은 가장 낮은 온도를

보였다.

호화특성에 대한 회귀식은 최고점도는 linear 모델, 최저점도, 최종점도, 치

반점도는 quadratic 모델, 강하점도, 호화개시온도는 special cubic 모델이 설정

되었으며, 호화개시온도를 제외하고 모든 특성에서 p<0.1 수준의 유의성이 성

립되었다(표 4-44). 결정계수 R2은 95.50~99.86%의 설명력을 보였다. 독립변수

가 호화 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식에서 나타난 계수들과 그

림 4-28을 살펴보면, 최고점도, 최종점도는 찰보리와 백미의 함량이 증가할수

록 높은 값을 나타냈으나, 백미의 형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점도

는 찰보리와 백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나타냈다. 치반점도는 찰보

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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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점

혼합비율(%) 점도(RVU1))
호화개시온도(℃)

(Pasting temp)
A2) : B : C

최고점도

(Peak)

최저점도
(Trough)

강하점도

(Break down)

최종점도

(Final visc)

치반점도

(Set back)

1 20.0 : 65.0 : 15.0 167.99±1.673)d5) 100.68±3.11c 67.32±1.87c 179.05±3.08d 11.05±1.73de 71.20±0.75ab

2 50.0 : 50.0 : 0 176.32±3.69
c

126.29±2.79
a

50.02±1.49
e

207.60±2.02
b

31.28±2.52
a

69.15±0.48
cdef

3 27.5 : 72.5 : 0 191.84±2.19
b

111.98±1.56
b

79.87±0.70
b

207.04±1.39
b

15.20±0.83
c

71.47±0.46
a

4 5.0 : 50.0 : 45.0 112.78±1.10h 81.74±1.04e 31.04±1.70f 131.35±0.64f 18.57±1.01bc 68.33±1.23ef

5 12.5 : 57.5 : 30.0 136.82±1.08
g

89.43±1.16
d

47.39±0.41
e

153.68±1.10
e

16.86±0.09
bc

70.50±0.87
abc

6 5.0 : 95.0 : 0 215.94±2.94
a

127.49±6.61
a

88.46±5.08
a

236.23±6.31
a

20.28±4.99
b

69.93±0.50
bcd

7 5.0 : 72.5 : 22.5 160.76±1.84e 101.31±3.50c 59.44±2.59d 179.08±2.95d 18.32±2.24bc 67.98±0.78f

8 12.5 : 80.0 : 7.5 193.97±1.35
b

114.58±3.52
b

79.39±2.20
b

208.65±2.68
b

14.67±1.37
cd

70.97±0.45
ab

9 35.0 : 57.5 : 7.5 171.01±5.03
d

110.27±5.52
b

60.74±3.26
d

187.12±4.48
c

16.11±1.41
c

68.78±0.78
def

10 27.5 : 50.0 : 22.5 147.30±3.34
f

100.73±2.59
c

46.56±0.83
e

157.80±1.82
e

10.50±1.56
e

69.47±1.23
cde

F-value4) 366.386**** 50.574**** 167.005**** 307.079**** 21.527**** 7.933****

1)
RVU: Rapid Visco Unit.

2)A: 찰보리, B: 백미, C: 찹쌀.
3)Mean±S.D.
4)

분산분석.
5)

Duncan의 사후분석.
****p<0.001.

표 4-43. 혼합비율에 따른 찰보리밥의 호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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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찰보리밥의 호화 특성에 따른 표면도와 등고선

A: 찰보리, B: 백미, C: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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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변수 모델 다중회귀방정식
1) R2

F-value

관능평가

외관

(Appearance)
Quadratic 3.95A+5.06B+6.06C+4.04AB 65.68 3.17

향

(Flavor)
Linear 4.65A+6.22B+5.06C 20.44 0.90

조직감

(Texture)

Special

cubic
4.80A+5.34B+5.46C+1.99BC+18.05ABC 85.18 7.93**

찰기

(Stickiness)

Special

cubic
3.68A+5.82B+5.92C+15.90ABC 98.25 25.22***

종합적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

Quadratic 4.12A+5.61B+5.45C+2.54AB+4.02AC 84.93 7.20
**

색도

L Quadratic 67.62A+77.42B+76.43C-6.14AC 97.99 5.74
*

a
Special

cubic
1.96A-0.82B-0.79C+9.30AC 96.59 2.90

b Linear 12.03A+6.94B+8.76C 94.28 64.11****

텍스처 특성

경도

(Hardness)

Special

cubic

643.0A+718.0B+597C+983.0AB-4015.0A

BC
60.85 3.31

부착성

(Adhesiveness)
Linear -62.4A-284.9B-208.1C 61.61 5.62

**

탄성

(Springiness)

Special

cubic
0.81A+0.82B+0.86C+0.66AC-2.46ABC 89.39 10.89

*

응집성

(Cohesiveness)
Linear 0.32A+0.33B+0.33C-0.15AC 60.39 5.49

*

씹힘성

(Chewiness)
Linear 189.0A+177.6B+180.3C 1.01 0.04

호화 특성

최고점도

(Peak)
Linear 176.0A+214.5B+111.9C 99.39 568.64****

최저점도

(Trough)
Quadratic 124.87A+127.30B+78.07C-59.38AB 97.84 25.56***

강하점도

(Break down)

Special

cubic

49.80A+88.53B+30.63C+42.69AB+23.33

AC+72.49ABC
99.86 6.17*

최종점도

(Final visc)
Quadratic

207.20A+235.62B+129.76C-55.32AB-44.

48AC
99.71 24.77***

치반점도

(Set back)
Quadratic

31.12A+19.69B+19.16C-42.92AB-55.94

AC
95.50 45.50***

호화개시온도

(Pasting temp)

Special

cubic
69.03A+69.78B+68.89C+8.99AB 49.73 3.56

1)
A: 찰보리, B: 백미, C: 찹쌀.

*p<0.1, **p<0.05,***p<0.01, ****p<0.001.

표 4-44. 찰보리밥의 반응변수별 다중회귀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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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변수 최적화 목표값

혼합비율(%)

예측값

찰보리 백미 찹쌀

조직감

(Texture)

최대화

(5.00-6.50)

9.1 69.9 21.0

6.05

찰기

(Stickiness)

최대화

(5.00-6.50)
6.02

종합적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

최대화

(5.00-6.50)
5.75

표 4-45. 찰보리, 백미, 찹쌀의 최적 혼합비율

⑤ 찰보리밥의 관능적 최적 혼합비율

독립변수인 찰보리, 백미, 찹쌀의 혼합 범위 내에서 special cubic 모델과

quadratic 모델로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낸 조직감, 찰기, 종합적기호도를 최대

화(maximize)로 설정하여 찰보리밥의 최적 혼합비율을 산출하였다. Minitab

프로그램의 반응최적화도구를 이용하여 하한값은 5.50점, 최대값은 6.50점을

목표값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최적 혼합비율로 찰보리 9.1%, 백미 69.9%,

찹쌀 21.0%가 도출되었으며(표 4-45), 이 혼합비에서 조직감 6.05점, 찰기 6.02

점, 종합적기호도 5.75점의 예측값을 나타냈다. 최적화된 찰보리, 백미, 찹쌀의

혼합비율에서 색도, 텍스처 특성, 호화 특성을 측정하였으며, 그 반응값은 표

4-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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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변수 반응값
1)

색도

L 76.31±0.33

a -0.29±0.19

b 8.77±0.16

텍스처 특성

경도

(Hardness)
775.90±31.32

부착성

(Adhesiveness)
-178.09±10.27

탄성

(Springiness)
0.80±0.10

응집성

(Cohesiveness)
0.32±0.01

씹힘성

(Chewiness)
201.14±29.50

Ad/H -0.23±0.02

호화 특성

최고점도

(Peak)
160.90±3.83

최저점도

(Trough)
105.35±7.43

강하점도

(Break down)
55.55±3.63

최종점도

(Final visc)
181.48±6.24

치반점도

(Set back)
20.59±2.42

호화개시온도

(Pasting temp)
70.20±0.44

1)Mean±S.D.
2)
Ad/H=부착성(Adhesiveness)/경도(Hardness)

표 4-46. 찰보리, 백미, 찹쌀의 최적 혼합비율에서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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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적 혼합비율(%)

현미밥
백미 찹쌀 현미

50.3 22.7 27.0

흑미밥
백미 찹쌀 흑미

67.7 27.3 5.0

기장밥
백미 찹쌀 기장

64.5 23.6 11.9

차수수밥
백미 찹쌀 차수수

64.4 20.0 15.6

차조밥
백미 찹쌀 차조

56.8 38.2 5.0

찰보리밥
백미 찹쌀 찰보리

69.9 21.0 9.1

표 4-47. 잡곡밥 6종의 최적 혼합비율

[현미밥] [흑미밥] [기장밥]

[차수수밥] [차조밥] [찰보리밥]

그림 4-29. 최적 혼합비율로 조리한 잡곡밥 6종

3) 최적 혼합비율로 구성된 잡곡밥 6종의 관능검사

잡곡밥 6종에 대한 최적 혼합비율은 4-47과 같으며, 최적 혼합비율로 조리한

밥은 그림 4-29와 같다. 급식소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도출

된 최적 혼합비율의 잡곡밥과 현재 대형 위탁 급식업체에서 제공되고 있는 잡

곡밥을 레시피(표 4-48)대로 조리한 후 비교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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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혼합비율(%)

현미밥
백미 현미

92.0 8.0

흑미밥
백미 흑미

95.8 4.2

기장밥
백미 기장

92.0 8.0

차수수밥
백미 차수수

92.0 8.0

차조밥
백미 차조

92.0 8.0

찰보리밥
백미 찰보리

92.4 7.6

표 4-48. 위탁 급식업체의 잡곡밥 6종 레시피 사례

관능검사 결과는 표 4-49와 같다. 전체적으로 잡곡밥 6종의 ‘종합적 기호도’

에서 최적 혼합비율의 잡곡밥과 위탁 급식업체의 잡곡밥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부 관능항목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현미밥은 ‘찰기’에서 위탁

급식업체의 현미밥보다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장밥과 차조밥은

‘경도’에서 위탁급식업체의 기장밥, 차조밥보다 기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의 최적 혼합비율을 적용한다면 일반계 백미를 활용

하여 고품질의 식미에 가까운 잡곡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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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능검사1)

현미밥 　 흑미밥 　 기장밥 　 차수수밥 　 차조밥 찰보리밥

Mean±S.D t-value Mean±S.D t-value Mean±S.D t-value Mean±S.D t-value Mean±S.D t-value Mean±S.D t-value

외관 0.45±1.44 1.047 0.27±0.91 1.000 -0.36±1.36 -0.886 0.91±1.45 2.085 0.45±1.44 -1.047 -0.09±0.70 -0.43

향 0.18±1.33 0.454 0.09±0.83 0.363 -0.55±0.93 -1.936 -0.27±0.91 -1.000 -0.27±1.01 0.896 -0.55±1.37 -1.322

맛 0.55±1.37 1.322 0.36±1.12 1.077 -0.45±0.69 -2.193 -0.27±0.79 -1.150 -0.45±1.04 -1.456 -0.09±0.83 -0.361

찰기 0.91±1.30 2.319
*

0.00±0.14 0.000 0.00±1.00 0.000 0.36±1.03 1.174 0.18±1.08 0.559 -0.09±0.94 -0.319

경도 -0.09±0.83 -0.363 -0.55±1.29 -1.399 -0.91±0.54 -5.59
****

0.36±0.81 1.491 -0.73±0.79 -3.068
**

0.09±1.30 0.232

종합적
기호도 0.45±1.44 1.047 　 0.55±1.13 1.604 　 -0.45±0.69 -2.193 　 0.00±1.00 0.000 　 -0.45±0.93 -1.614 　 -0.10±0.88 -0.361

1)-3(나쁘다)~+3(좋다).
**p<0.05, ****p<0.001.

표 4-49. 위탁 급식업체와의 관능검사 비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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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적 혼합비율로 구성된 잡곡밥 6종의 영양성분

최적 혼합비율로 도출된 잡곡밥의 영양 성분 분석 결과는 표 4-50과 같다.

열량은 330~335 kcal를 보이며 백미밥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잡곡밥의

탄수화물 함량은 73~74 g을 보이며 백미밥의 74 g과 거의 유사한 함량을 보

였다.

곡류는 탄수화물이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전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김기숙 등 2005). 이러한 탄수화물 중심의 곡류는 당뇨환자들에게

있어서 특히 주의해서 섭취해야할 식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

로 탄수화물의 구성성분인 전분은 곡류의 종류에 따라서 가수분해율 및 인체

의 혈당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ornet 등 1989).

혈당반응 및 혈당지수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 결과(이정선 등 1997; 이정선

& 신현경 1998)에 따르면 멥쌀을 기준 식품(100%)으로 하여 혈당지수

(GI-rice)를 분석한 결과, 보리 63.6%, 메조 85%, 현미 90%, 찹쌀 102%, 현미

찹쌀 106%, 차조 115%, 율무 116%, 차수수 122%로 나타나 찹쌀군들보다 멥

쌀군들의 곡류가 혈당조절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보리군의 혈당

지수(GI: glycemic index)가 57.7%로 가장 낮은 값을 보여 당뇨식의 바람직한

식이소재라고 하였다.

잡곡밥의 지질 함량은 0.5~0.9 g을 보였다. 곡류의 지질 함량은 저장기간에

따라 곡류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쌀의 겨층 부분에 지방함량이 높

은 현미의 경우 백미보다 저장기간의 길수록 백미보다 더 높은 지방산가를 보

인다고 하였다(성지혜 등 2011). 한편, 잡곡의 지방산조성을 분석한 연구(우관

식 등 2012)에서는 잡곡 전체 지방의 66.79~85.14%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리놀레산(linoleic acid)가 가장 높은 함량비를 나타낸다

고 하였다. 단백질 함량은 전체적으로 6 g~7 g을 보였고, 수분함량의 경우에

는 9 g~10 g 보이며 백미밥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비타민과 무기질의 경우

에도 백미밥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엽산은 기장밥, 차수수

밥, 차조밥에서 각각 29 ug, 31 ug, 25 ug을 보이며 높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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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무기질에서는 칼륨이 백미밥보다 높은 함량을 보였고,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나트륨의 경우에는 다양한 곡류를 혼합함으로써 백미

밥보다 낮은 함량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량무기질 중에는 철과 아

연에서 백미밥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상 최적 혼합비율로 도출된 잡곡밥의 영양성분 분석 결과에서는 일부 비

타민과 무기질을 제외하고는 백미밥과 비교하여 영양성분 함량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관능적 기호도를 중심으로 식미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최적 혼합비율을 제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잡곡류의 함량이

5.0~26.9% 범위를 보였다. 특히 흑미, 차조의 경우에는 5.0%의 함량을 보였다.

잡곡의 혼합비율에 따른 영양성 및 기능성을 평가한 연구(장혜림 등 2013)

에서는 40%의 혼합잡곡을 혼합하였을 때 칼로리 및 조단백, 조지방, 무기질의

함량이 백미밥보다 높았고, 또한 다양한 필수아미노산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

고하고 있다. 또한 보리와 현미가 혈당지수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윤석권 & 김명애 1998)에 따르면, 보리나 현미의 경우 15%정도 이상 혼

식하여야 효과가 있으며, 5%이하는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하였다(이찬 & 신재

수 2002; 정은영 등 2009). 따라서 관능적 식미 향상만을 목적으로 최적 혼합

비율을 도출한 본 연구와는 달리 영양 및 기능성을 함께 고려한 최적 혼합비

율이 도출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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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백미밥 현미밥 흑미밥 기장밥 차수수밥 차조밥 찰보리밥

열량(kcal) 335 330 335 334 330 335 334

일

반

성

분

탄수화물(g) 74 73 73 73 73 73 74

지방(g) 0.5 0.8 0.5 0.6 0.5 0.5 0.5

단백질(g) 6 6 6 7 6 6 6

식이섬유(g) 0.9 1.3 0.9 0.9 1.3 0.8 1.5

수분(g) 10 10 9 10 9 9 9

비
타
민

비타민 A(ug) -2) - - - 1.29 - -

비타민 D(ug) - - - - - - -

비타민 E(mg) 0.2 0.5 0.3 0.2 0.3 0.3 0.3

비타민 K(ug) - - - 0.1 0.1 0.04 -

비타민 C(mg) - - - - - - -

티아민(mg) 0.1 0.1 0.1 0.1 0.1 0.1 0.1

리보플라빈(mg) 0.04 0.1 0.1 0.1 0.1 0.1 0.1

니아신(mg) 1 2 1 2 1 2 1

비타민 B6(mg) 0.1 0.2 0.1 0.1 0.1 0.1 0.1

엽산(ug) 22 22 22 29 31 25 23

비타민12(ug) - - - - - - -

판토텐산(mg) - 0.5 0.2 0.3 0.3 0.3 0.2

비오틴(ug) - - - - - - -

다
량
무
기
질

칼슘(mg) 4 4 4 5 5 4 6

인(mg) 126 160 140 138 137 137 126

나트륨(mg) 59 48 40 40 41 35 44

염소(mg) - - - 1.6 - - -

칼륨(mg) 147 190 165 160 184 164 161

마그네슘(mg) - 5 6 5 4 8 4

미
량
무
기
질

철(mg) 0.4 0.8 0.9 1 1 1.1 1

아연(mg) 1.2 1.7 1.7 1.7 1.6 1.8 1.5

구리(mg) - 0.1 0.1 0.1 0.1 0.1 0.1

불소(mg) - - - - - - -

망간(mg) 0.7 0.8 1 0.7 0.7 0.8 0.7

요오드(ug) - - - - - - -

셀레늄(ug) 14 16 13 12 13 13 15

콜레스테롤(mg) - - - - - - -
1)

90g 기준
2)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표 4-50. 최적 혼합비율에서의 영양성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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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잡곡밥의 관능적 기호도 향상을 위해 곡류 혼합비율에 따른

품질 특성을 분석하고, 최적의 곡류 혼합비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곡류인 현미, 흑미, 기장, 차수수, 차조, 찰보리를 실험

재료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잡곡별로 고식미의 쌀과 찹쌀을 혼합하여 혼합비

율별 관능검사를 실시하였고, 색도, 텍스처 특성, 호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리고 반응최적화도구(response optimizer)를 이용하여 관능적 최적 혼합비율을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미밥의 관능 특성 중 외관은 현미 25%, 백미 15%, 찹쌀 60%를 혼합

하였을 때 높은 기호도를 보였으며, 조직감, 종합적 기호도는 현미 25%, 백미

60%, 찹쌀 15%를 혼합하였을 때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현미의

함량이 감소하고, 백미와 찹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관능적 기호도는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냈다. 색도는 현미 10%, 백미 90%를 혼합하였을 때 가장 높은

L값을 보였으며, 찹쌀보다는 백미가 L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적색도와 황색도를 나타내는 a값, b값은 현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였으며, 현미가 100%인 시료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텍스처 특

성에서는 현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경도, 탄성, 씹힘성은 증가하였으며, 부착

성과 응집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화 특성의 경우, 최고점도, 최저

점도, 강하점도, 최종점도는 백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였으며,

치반점도의 경우에는 현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였고, 찹쌀의 함

량이 증가할수록 낮은 값을 보였다. 호화개시온도는 현미의 함량이 증가할수

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각 조건별 실험결과에 대하여 F-test를 통해 회

귀식을 검증한 결과, 텍스처의 응집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특성에서 유의성을

보였다. 독립변수인 현미, 백미, 찹쌀의 혼합비율 최적화는 관능 특성 중 유의

적인 결과를 보인 모든 특성에 대하여 하한값 5.50점, 목표값 6.50점으로 설정

하여 최적화반응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최적 혼합비율로 현미 27.0%, 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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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찹쌀 22.7%로 산출되었다.

2) 흑미밥의 관능검사 결과 흑미 5.0%, 백미 72.5%, 찹쌀 22.5%의 흑미밥과

흑미 12.5%, 백미 54.5%, 찹쌀 30.0%의 흑미밥에서 높은 기호도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흑미 50%와 백미 50%를 혼합한 흑미밥에서 낮은 기호도를 보였

다. 색도에서 L값은 백미와 찹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였고, 적

색도와 황색도를 나타내는 a, b값은 흑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나

타냈다. 텍스처 특성에서는 흑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경도, 씹힘성, 탄성이

증가하였고, 부착성은 찹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나타냈다. 호화 특

성은 백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최고점도, 최저점도, 강하점도, 최종점도에서

높은 값을 보였고, 치반점도, 호화개시온도는 흑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아

지는 경향을 보였다. 흑미밥의 반응변수별 회귀식을 F-test를 통해 검정한 결

과, 텍스처 특성의 경도를 제외하고 모든 특성에 대하여 유의적인 결과를 보

였다. 흑미, 백미, 찹쌀의 혼합비율 최적화는 관능 특성 중 유의적인 결과를

보인 찰기와 종합적 기호도에 대하여 하한값 5.50점, 목표값 6.50점으로 설정

하여 최적화반응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최적 혼합비율로 흑미 5.0%, 백미

67.7%, 찹쌀 27.3%로 산출되었다.

3) 기장, 백미, 찹쌀 혼합비율에 따른 기장밥의 관능검사 결과, 종합적 기호

도에서 기장 12.5%, 백미 80.0%, 찹쌀 7.5%를 혼합한 시료, 기장 20.0%, 백미

65.0%, 찹쌀 15.0%를 혼합한 시료, 기장 5.0%, 백미 72.5%, 찹쌀 22.5%을 혼

합한 시료, 기장 12.5%, 백미 57.5%, 찹쌀 30.0%을 혼합한 시료에서 동일한

집단군을 보이며 높은 기호도를 나타냈다. 색도에서 L값은 기장 5.0%, 백미

95%를 혼합하였을 때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적색도와 황색도를 나타내는

a, b값은 기장의 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값을 보여 기장 50%, 백미 50%를 혼

합하였을 때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텍스처 특성에서 경도, 탄성 씸힘성은

기장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부착성과 응집성은 백

미의 함량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호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 백

미의 함량이 높을수록 최고점도, 최저점도, 강하점도, 최종점도는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치반점도는 기장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나타냈다. 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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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온도는 기장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나타냈다. 각 조건별 실험결

과를 모델링화 하여 F-test를 통해 회귀식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색도의 L

값, 호화 특성의 최고점도, 치반점도를 제외하고 모든 특성에서 유의수준

p<0.1 이내에서 유의성을 보이며 회귀식 모델이 설정되었다. 독립변수인 기장,

백미, 찹쌀의 혼합비율 최적화는 관능 평가 항목 중 유의적인 결과를 보인 모

든 항목에 대하여 하한값 5.00점, 목표값 6.50점으로 설정하여 실행하였고, 그

결과, 최적 혼합비율로 기장 11.9%, 백미 64.5%, 찹쌀 23.6%로 결정되었다.

4) 차수수밥의 곡류 혼합비율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종합적 기호도에서 차

수수 12.5%, 백미 80%, 찹쌀 7.5%의 차수수밥에서 높은 기호도를 나타냈다.

차수수 50.0%, 백미 50.0%를 혼합한 차수수밥이 전체적인 관능 특성에서 낮은

기호도를 보였다. 색도 측정결과 L값은 백미와 찹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

은 값을 보였고, 적색도와 황색도를 나타내는 a, b값은 차수수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높은 값을 나타냈다. 텍스처 특성에서는 경도, 탄성, 씹힘성은 차수수

가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였고, 부착성은 차수수, 백미, 찹쌀의 중간

점의 혼합비율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호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 최고

점도, 최저점도, 강하점도, 최종점도는 차수수와 백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

은 값을 나타냈으며, 치반점도는 차수수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 차수수밥의 반응변수별 회귀식을 F-test를 통해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텍스처 특성의 경도를 제외하고 모든 특성에서 유의수준 p<0.1 이내에

서 유의성을 보였다. 독립변수인 차수수, 백미, 찹쌀의 혼합비율 최적화는 유

의적인 결과를 보인 모든 관능 특성에 대하여 하한값 5.00점, 목표값 6.50점으

로 설정하여 실행하였다. 그 결과, 최적 혼합비율로 차수수 15.6%, 백미

64.4%, 찹쌀 20.0%로 결정되었다.

5) 차조, 백미, 찹쌀의 혼합비율에 따른 차조밥의 관능평가 결과, 차조

5.0%, 백미 50.0%, 찹쌀 45.0%의 차조밥, 차조 12.5%, 백미 57.5%, 찹쌀

30.0%의 차조밥, 차조 5.0%, 백미 95.0%의 차조밥, 차조 12.5%, 백미 80.0%,

찹쌀 7.5%의 차조밥에서 동일한 집단군을 보이며 높은 기호도를 나타냈다. 색

도는 5%의 차조가 혼합된 차조밥에서 모두 가장 높은 L값을 보였고, a. b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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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차조의 함량이 50.0%일 때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텍스처 특성 중 경도,

씹힘성은 백미와 찹쌀이 증가할수록, 부착성은 찹쌀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호화 특성에서 최고점도, 최저점도, 강하점도, 최종점도는 백미

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치반점도는 차조와 백미의 함량

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호화개시온도는 차조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높아졌다. 차조밥은 텍스처 특성의 경도를 제외하고 모든 특성에서 유

의수준 p<0.1 이내에서 다중회귀식이 성립되었다. 독립변수인 차조, 백미, 찹

쌀의 혼합비율 최적화는 유의적인 결과를 보인 관능 특성에 대하여 하한값

5.00점, 목표값 6.50점으로 설정하여 실행하였다. 그 결과, 최적 혼합비율로 차

조 5.0%, 백미 56.8%, 찹쌀 38.2%로 결정되었다.

6) 찰보리, 백미, 찹쌀의 혼합비율에 따른 찰보리밥의 관능평가 결과, 종합적

기호도에서 찰보리 50.0%, 백미 50.0%의 찰보리밥과 찰보리 35.0%, 백미

50.0%, 찹쌀 22.5%의 찰보리밥에서 낮은 기호도를 보였으며, 그 외 찰보리밥

은 동일한 집단군을 형성하며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 색도에서 L값은 백미와

찹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적색도와 황색도를 나타내

는 a, b값은 찰보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였다. 찰보리밥의 텍스

처 특성에서는 일정한 경향을 찾기가 어려웠다. 호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 최

고점도, 최저점도, 최종점도는 백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였고,

최저점도는 찰보리와 백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나타냈다. 치반점

도는 찰보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각 조건별 실험결

과에 대하여 반응변수별 회귀식을 F-test를 통해 검증한 결과, 관능평가의 외

관, 향, 색도의 a 값, 텍스처 특성의 경도, 씹힘성, 호화특성의 호화개시온도를

제외하고 유의수준 p<0.1 에서유의성을 보였다. 관능평가항목 중 유의적 결과

를 보인 조직감, 찰기, 종합적기호도에 대하여 하한값 5.00점, 목표값 6.50점으

로 설정하여 실행하였고, 그 결과 찰보리 9.09%, 백미 69.90%, 찹쌀 21.01%의

최적 혼합비율이 도출되었다.

7) 본 연구결과로 도출된 최적 혼합비율의 잡곡밥 6종에 대하여 급식업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 대형 위탁 급식업체의 잡곡밥과 비교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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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고품질 쌀을 사용한 급식업체 잡곡밥과 종

합적 기호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영양평가 프로그램인 CAN-pro 4.0을 이용하여 최적 혼합비율의 잡곡밥에

대하여 영양성분을 분석하였으나, 일부 비타민과 무기질을 제외하고는 백미밥

과 비교하여 영양성분 함량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잡곡밥의 최적 혼합비율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식미가 좋지 못한 잡곡류에 백미와 찹쌀을 혼합함으로써

관능적으로 우수한 잡곡밥을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정 또는 외

식·급식업체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적 혼

합비율에 따른 색도, 텍스처 특성, 호화 특성 등의 품질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고품질의 식미를 구현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마련하였음에 의의를 가질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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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종합 고찰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에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밥을

중심으로 잡곡밥과 곡류의 섭취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잡곡밥의 식미 향상

을 위하여 잡곡밥의 곡류 혼합비율에 따른 품질 특성을 분석하고 관능적으로

식미가 향상된 최적 혼합비율을 도출하였다.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잡곡밥 섭취 현

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백미밥보다는 잡곡밥을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1~18세, 60대 이상의 연령에서, 그리고

농어촌,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에서 높은 잡곡밥의 구성 비율을 보이며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였다.

가정에서 대부분의 식사가 이루어지는 아침, 저녁에는 잡곡밥의 구성 비율

이 높은 반면, 점심은 백미밥의 구성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직

장 생활 및 사회활동이 활발한 19세 이상 20대, 30대, 40대의 경우에는 백미밥

을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18세의 나이에 해당하는 영유아,

학령기아동 및 청소년 등은 점심에도 잡곡밥을 많이 섭취하였다. 이는 점심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성장과 발육

이 지속되는 시기에 있는 영유아 및 학생들에게 영양이 풍부하고, 올바른 식

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메뉴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잡곡

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교육부 2013)에서

도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

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을 영양관리기준 조항으로 두고 있다.

식사장소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가정식의 경우 71.2%의 높은 잡곡밥 구성

비율을 보였고, 급식은 38.9%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외식업소에서 식사를

한 경우에는 11.2%의 잡곡밥 구성 비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

였다. 한국인의 전곡류(whole grain) 섭취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이승민

2011)에서는 전곡류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식사시간보다 장소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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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으며, 공헌도가 가장 큰 식사장소는 가정이고, 학령

기 연령층에서는 학교급식이라고 하였다. 또한 최근 외식이 증가하고 있는 시

점에서 한국인의 전곡류 섭취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외식에서 제공되는

메뉴에 대한 정책적인 중재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 중 결혼여부와 소득수준에 따른 잡곡

밥의 구성 비율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배우자의 동거가

전곡류의 섭취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남성에 있어서는 배우자와의 동거

가 유익한 식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전곡류의 섭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여건 또한 전곡류의 섭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승민 2010).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곡류 섭취추이를 분석한 Cleveland 등(2000)의 보고

에 따르면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연령이 높고, 고소득층이면서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그리고 흑인보다는 백인이, 비흡연자인 경우 전곡류의 섭취비율이 높

았으며,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보고(Lang & Jebb 2003)에서도 연령이

높고, 사회적, 경제적위치가 높을수록 전곡류 섭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전곡류 및 잡곡밥 섭취를 위한 식행동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밥류로는 백미밥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

로 ‘잡곡밥’, ‘보리밥’, ‘흑미밥’, ‘현미밥’, ‘검은콩밥’, ‘찹쌀현미밥’ 등의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잡곡밥의 섭취비율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요

구도에 맞혀 시판되고 있는 반 가공품 형태의 다양한 혼합곡 상품도 이용되고

있었다. 곡류 종류의 구성 비율 분석결과에서는 ‘보리’, ‘흑미’, ‘검은콩’, ‘찹쌀현

미’, ‘현미’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혼식시 평균적으로 2~3개의 곡류를 혼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류 혼합패턴에서는 맥류, 두류, 잡곡류보다 미곡류를 이

용하여 혼합하는 패턴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백미를 중심으로 현미, 찹쌀, 찹쌀

현미, 흑미 등과 같은 곡류를 많이 혼합하여 섭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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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조사 대상자가 응답한 식품명에서 잡곡밥을 선정할 때에 근본적으로 동일

한 잡곡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식품명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일례로

흑미밥과 검정쌀밥, 찹쌀밥과 찰밥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잡곡밥을 동일한 식품명으로 정리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따라서 조사당시에 명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동일한 음식을 의

미하는 다른 이름의 식품명을 통일하여 정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잡곡밥 종류를 분석할 때 식품군 분류에서 1차로 ‘곡류’군을 추출한 후

조사 대상자가 응답한 식품명을 기준으로 ‘2차, 3차 식품명’ 에서 곡류 및 두류만

으로 구성되어 있는 ‘백미밥’과 ‘잡곡밥류’를 추출하였다. 그러나 ‘2차, 3차 식품명’

의 분류 기준 중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식품

명’에는 ‘쌀, 멥쌀, 논벼, 백미, 국내산, 특수미, 흑미’, ‘쌀, 찹쌀, 현미’로 되어 있으

나, ‘2차, 3차 식품명’에는 각각 ‘백미’, ‘찹쌀’로 분류되어 있었다. 또한 ‘서리태’,

‘흑태’는 ‘대두’로, ‘쥐눈이콩’은 ‘쥐눈이콩’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

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잡곡 섭취 현황을 분석할 때 상기의 식품명에 대하여 ‘흑

미’와 ‘현미찹쌀’, ‘검은콩(흑태)’으로 재분류하여 코딩한 후 분석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에는 ‘2, 3차 식품명’의 경우 동일한 식

품에 대해 동일 식품코드를 부여하고 있으나, 백미와 흑미, 찹쌀과 찹쌀현미는 엄

연히 다른 곡류이고, 또한 서리태, 흑태, 쥐눈이콩은 검은콩(흑태)으로 분류하여

동일한 식품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자료를 볼 때 지금까지

밥류 중심의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임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잡곡류의 섭취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잡곡 섭취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명확히 구분되어 자료가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가지 곡류를 혼합하여 섭취할 경우 영양적 측면에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부드럽고, 찰진

식미의 백미밥에 길들여져 있는 한국인들의 경우 다양한 곡류를 혼합하여 섭

취하는데 있어서 맛, 색, 거치른 식감이나, 딱딱한 경도와 같은 조직감은 잡곡

밥을 섭취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윤선 & 이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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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윤석원 등 2011; 농수산물유통공사 2007). 더군다나 저작 및 소화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영유아 및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어려움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연구보고(Adams & Engstrom 2000)에서는 미국인들의

전곡류 섭취 증진을 위해 고려해야할 요소로 기준 섭취량, 가격, 조리시간에

따른 시간문제, 접근성 등과 함께 식미 개선을 중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

이 자주 섭취하는 잡곡밥을 선정하여 곡류 혼합비율별 품질 특성을 분석하고,

식미 향상을 위한 곡류 혼합비율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잡곡밥의 곡류 혼합비

율에 따른 관능검사결과에서는 백미와 찹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높

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20대~50대를 대상으로 관능검사를 실시

하였는데, 이는 백미와 찹쌀의 부드럽고, 찰진 조직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쌀알이 단립형이면서 맑고 투명하며 밥

을 지었을 때 윤기가 돌고, 찰기가 있으며 구수한 냄새를 갖는 쌀을 선호한다

고 보고되고 있다(농촌진흥청 2003). 색도는 잡곡의 혼합량이 증가할수록 a값

(적색도), b값(황색도)은 높아졌고,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백미와 찹쌀을 제외한 6종의 잡곡이 모두 색을 가지고 있는 유

색 곡류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텍스처 특성에서는 백미와 찹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부착성, 응집성이 증

가하였고, 현미, 흑미, 기장, 차수수, 차조를 혼합한 경우에는 경도, 탄성, 씹힘

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찰보리밥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향을 찾기가 어

려웠다. 일반적으로 찰성 보리쌀은 물을 잘 흡수하고, 메성 보리쌀에 비해 아

밀로펙틴의 함량이 많아 밥을 할 때 쌀처럼 잘 퍼지고, 또한 수분 흡수성이

높은 취반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미자 등 2009).

밥의 텍스쳐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블록의 형태로 측정하는 방법과 밥알

하나씩 측정하는 방법(Juliano 1980; Szczesniak & Hall 1975)이 있다. 본 연구

는 잡곡밥의 품질특성이라는 연구 목적상 블록의 형태로 텍스처 측정을 하였

다. 그러나 백미, 찹쌀, 잡곡 세 가지 종류의 곡류를 혼합하여 측정하였기 때

문에 텍스처 측정을 위한 시료의 균일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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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부 잡곡밥의 경우 일정한 경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

의 곡류를 혼합하여 텍스처 측정을 하기위해서는 별도의 측정방법이 개발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호화특성에서는 백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최고점도, 최저점도, 강하점도,

최종점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현미, 흑미, 기장, 차수수, 차조, 찰보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치반점도와 호화개시온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치반

점도는 최고점도와 최종점도와의 차이로 측청값이 높을수록 취반후 밥의 노화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백미와 찹쌀에 잡곡을 혼합하는 경우 일

반 백미밥에 비해 보관중 노화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호화개시온도는 가열온도의 증가에 따른 곡립내 전분입자의 점도가 증가하

는 시점의 온도로 전분 입자가 치밀할수록 전분입자의 팽윤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 높은 호화개시온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잡곡을 혼합하여 밥을 할 때에는

불림시간이나, 조리시간 등과 같은 취반조건을 달리하여 충분히 호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상종 등(1995)은 최고점도와 강하점도는 높고, 호화

개시온도와 치반점도가 낮을수록 양호한 밥맛을 보인다고 하였다.

관능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반응최적화도구를 이용하여 잡곡밥의 최적 혼합

비율을 도출하였다. 백미는 50.3~80.9%, 찹쌀은 20.0~38.2%, 잡곡류는

5.0~26.9% 범위의 혼합비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백미, 찹쌀과 잡곡 6종의

최적 혼합비율을 도출하기위해 최적화 목표값으로 최저값 5.00, 목표값 6.50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최저값과 목표값의 범위에 따라 최적 혼합비율이 상이하

게 도출 될 수 있다. 목표값이 높아질수록 백미와 찹쌀의 혼합비율이 증가하

고, 잡곡 6종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능검사에서

9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중앙값에 해당하는 5.0을 최저값으로 설정하였

고, 목표값은 잡곡밥 6종의 관능검사에 대한 최고값의 평균값인 6.5점으로 설

정하였었다. 따라서 연구자의 의도나 방향에 따라 최저값과 목표값이 다르고,

그에 따라 혼합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최적 혼합비율의 잡곡밥으로 색도, 호화 특성,

텍스처 특성을 측정하였다. 이는 관능적으로 양호한 잡곡밥의 품질을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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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준값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최적 혼합비율의

잡곡밥 6종에 대하여 급식업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재 급식업체에

서 제공하고 있는 잡곡밥과 비교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가격이

높은 고품질의 쌀을 사용한 급식업체의 잡곡밥과 관능검사 항목의 ‘종합적 기

호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중 식품섭취조사

자료는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조사가 실시되고, 조사당일 하루의 섭취식품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품목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

의 잡곡밥 및 곡류 섭취 실태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실험재료의 선정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잡곡밥의 품질 특성 분석을

위한 실험에서는 접근성 및 용이성을 고려하여 대형마트에서 실험재료를 구매하

였으며, 차조, 찰보리, 차수수와 같이 일부 곡류는 찰성 곡류를 사용하였다. 그러

나 당뇨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과 같이 잡곡밥의 기능적인 면에서는 찰성의 곡

류보다는 메성의 곡류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이정선 등 1997; 이정선 &

신현경 1998). 또한 실험재료 선정시 두류를 제외하고, 미곡류와 잡곡류만을 가

지고 실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검은콩, 강낭콩, 완두콩, 동

부콩 등과 같은 두류도 혼식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메성 곡류와 두

류를 이용한 잡곡밥에 대하여 후속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백미와 찹쌀에 한 종류의 잡곡류를 혼합하여 실험을 하였다. 그러나 현

재 시판되고 있는 혼합곡 상품들의 경우 5곡부터 30여 곡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곡류를 혼합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곡류를 혼합한 잡곡밥의

품질 특성 분석과 최적 혼합비율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일반 가정의 경우 취반시 대부분 전가압력밥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 전기밥솥을 이용하여 품질 특성을 분석하고 최적 혼합

비율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취반 도구에 따라서 관능적 기호도가 다를 것

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최적 혼합비율도 달라질 것이다. 한귀정 등(200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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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맛 향상을 위한 취반기술 개발 연구에서는 전기 밥솥, 전기 압력밥솥, 가스

압력솥, 무쇠 솥, 돌 솥을 활용한 취반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기도 하였

다. 따라서 연구목적 및 활용 용도에 맞게 다양한 조리도구를 사용하여 취반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 혼합비율은 관능적 기호도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잡곡밥의 경우 건강과 영양차원에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영양성분과 기능성 성분 분석이 병행되어 영양적, 기능적으로 우수

한 곡류 혼합비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연구에서 잡곡 혼합비율을

설정과 영양 및 기능성을 평가한 내용이 보고(장혜림 등 2013)되고 있다.

다섯째, 다양한 곡류 혼합에 따른 조리방법의 관점에서 후속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분흡수율이 느리고, 그로인해 호화속도에 제

한이 있는 현미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7시간 동안 수침한 후 백미와 찹

쌀을 혼합하여 취반하였다. 그러나 관능적으로 우수한 최적의 곡류 혼합비율

이 도출되었다 할지라도 조리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실제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일부 시판되고 있는 혼합곡 제조업체에서는 다양한 곡

류를 혼합할 때 경도가 높고, 조리시간이 장시간 요구되는 곡류의 경우 압착,

분쇄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혼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곡류에 물리적 힘

을 가하기 때문에 취반 후 밥의 외관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곡류를 혼합하여 이용할 때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조리시간에 대하여 취반시 곡류별 호화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취반조건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은 있으나,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에 있어서 곡류 섭취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식생활 교육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섭

취빈도가 높은 잡곡밥의 곡류 혼합비율에 따른 품질 특성을 분석하고, 식미가

향상된 최적 혼합비율을 도출함으로써 잡곡밥 섭취시 장애요인이었던 관능적 기

호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도출된 최적 혼합비율에서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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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텍스처 특성, 호화 특성을 측정함으로써 양호한 식미를 나타내는 잡곡밥의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는 혼합곡 또는 곡류 가공 산업에 미약하나마 참고자

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넷째, 급식업체의 잡곡밥과 비교하여 관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종합적 기호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

라서 가정을 비롯하여 외식·급식분야에서 표준 레시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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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잡곡밥 관능검사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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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도 검사

날 짜:

시료번호:

성 별: □남 □여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다음은 OO밥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관능검사 질문지입니다.

OO밥을 드신 후 아래의 칸에 기호 정도를 √표시 하세요.

한 가지 시료를 검사 한 후 물로 입을 헹구시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음 검사

를 응해 주십시오.

외관(Appearance)

□ □ □ □ □ □ □ □ □
대단히 좋지도 대단히

싫다 싫지도 않다 좋다

향(Flavor)

□ □ □ □ □ □ □ □ □
대단히 좋지도 대단히

싫다 싫지도 않다 좋다

조직감(Texture)

□ □ □ □ □ □ □ □ □
대단히 좋지도 대단히

싫다 싫지도 않다 좋다

찰기(Stickiness)

□ □ □ □ □ □ □ □ □
대단히 좋지도 대단히

싫다 싫지도 않다 좋다

종합적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 □ □ □ □ □ □ □ □
대단히 좋지도 대단히

싫다 싫지도 않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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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잡곡밥 관능검사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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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umption Status and Optimization of Blending Ratio of

Grains to Improve Palatability of Cooked Rice with

Different Grains

Gyusang Ha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analysis consumption status of cooked rice with

different grains which occupies a large portion of Korean diet and

determine the optimal blending ratio of grains to improve the palatability of

cooked rice with different grains. First, the consumption status of cooked

rice with different grains were analyzed using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HANES) data of the second year(2011) in

the fifth stage. Among 7,704 people of over the age of 1 who participated

in the food consumption survey by 24-hour recall method, this study

focused on 7,190 people(93.3%) who ate at least one meal of cooked rice

with one or more grains and legum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the number of daily intake of cooked rice with different grains, 28.9% of

those surveyed ate one meal, 24.3% of them ate two meals and 14.4% of

them ate three meals a day. There were 32.4% of them who ate no meal

of cooked rice with different grain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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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status of cooked white rice and cooked rice with different

grains by general characteristics in 15,250 meals consumed by subjects,

showed that females(64.5%) had a higher composition ratio of cooked rice

with different grains than that of males(53.6%). By age analysis, the

groups of 1~18 years old and over 60 years old showed more than 60% of

composition ratios of cooked rice with different grains, while that of 19~40

years old did about 50%. In the composition ratios by residential area,

small and medium cities (57.5%), metropolises(62.0%) showed higher

composition ratios of cooked rice with different grains than that of rural

areas(54.8%). By meals, breakfasts(69.6%) and dinners(57.9%) showed

higher composition ratios of cooked rice with different grains than that of

lunches(49.1%). The composition ratio of cooked rice with different grains

at home was as high as 71.2%, whereas that of eating out was as low as

11.2~38.9%. From the result of analyzing the composition ratios of kinds

of cooked white rice and cooked rice with different grains, cooked white

rice showed the highest composition ratio at 41.1%, followed by cooked

rice with more than two grains and legumes, cooked rice with barley,

cooked rice with commercial products grains, cooked rice with black rice,

cooked rice with brown rice, cooked rice mixed black beans, etc. After

classifying grains as rice grains, barleys, minor grains and legume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number of blended grains showed that 2~3 grains

were mixed on average. By mixed pattern of grains, 53.2% of subjects ate

only rice grains, followed by ‘rice grains+legumes’, ‘rice grains+barleys’,

‘rice grains+minor grains’, ‘rice grains+barleys+legumes’, ‘rice

grains+barleys+legumes+minor grains'. Second, after choosing brown rice,

black rice, proso millet, glutinous sorghum, glutinous foxtail millet,

glutinous barley which are grains that Koreans often ate and those were

mixed with white rice and glutinous rice to improve the palatability.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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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points by the grain blending ratio were derived using a

design of experiments with mixtures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were

analyzed in the each experiment points. From the result of sensory

evaluation according to the grain blending ratio of cooked rice with

different grains, increasing the amount of white rice and glutinous rice

with lowering content of 6 kinds of grains showed a tendency of higher

preference for overall acceptability. In color, increasing the amount of 6

kinds of grains showed a tendency of higher a, b values and lower L

values. In texture characteristics, increasing the content of white rice and

glutinous rice showed the tendency of increasing adhesiveness,

cohesiveness, while the increasing of 6 kinds of grains showed the

tendency of increasing hardness, springiness, chewiness. In pasting

characteristics, the more increased white rice, the more increased peak,

trough, break down, and final viscosity, while the more increased 6 kinds

of grains, the more increased set back viscosity and pasting temperature.

Based on the result of sensory evaluation, optimal blending ratios of

cooked rice with different grains are derived using response optimizer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cooked rice with brown rice-brown rice 27.0%,

white rice 50.3%, glutinous rice 22.7%, cooked rice with black rice-black

rice 5.0%, white rice 67.7%, glutinous rice 27.3%, cooked rice with proso

millet-proso millet 11.9%, white rice 64.5%, glutinous 23.6%, cooked rice

with glutinous sorghum-glutinous sorghum 15.6%, white rice 64.4%,

glutinous rice 20.0%, cooked rice with glutinous foxtail millet-glutinous

foxtail millet 5.0%, white rice 56.8%, glutinous rice 38.2%, cooked rice with

glutinous barley-glutinous barley 9.1%, white rice 69.9%, glutinous 21.0%.

The results of performing the sensory evaluation, which compared 6 kinds

of cooked rice with different grains blended in the derived optimal blending

ratios and those cooked from a recipe of a large contracted food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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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overall

acceptability between 6 kinds of cooked rice with different grains from the

study and those of the foodservice company made of expensive high

quality rice.

Keyword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HANES),

cooked rice with different grains, design of experiments with

mixtures, sensory evaluation, palatability, optimization

Student Number: 2004-23772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Ⅱ. 문헌고찰
	1. 잡곡밥 섭취 현황
	2. 혼합곡 상품 및 특허 현황
	1) 혼합곡 상품
	2) 혼합곡 특허 현황

	3. 잡곡밥의 식미 향상을 위한 연구
	4. 쌀의 미질 평가 방법
	1) 일반성분
	2) 수분흡수율
	3) 관능검사
	4) 기기적 측정에 의한 평가


	Ⅲ. 한국인의 잡곡밥 섭취 실태 분석
	1. 서론
	2. 분석자료 및 방법
	1) 분석자료
	2) 분석방법
	(1) 분석내용
	(2) 통계분석


	3.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
	2) 잡곡밥의 섭취횟수 및 섭취패턴
	(1) 잡곡밥의 섭취횟수
	(2) 잡곡밥 섭취패턴

	3) 백미밥과 잡곡밥의 구성 현황
	(1) 일반사항에 따른 구성 현황
	(2) 끼니와 식사장소에 따른 구성 현황
	(3) 일반사항에 따른 끼니별 구성 현황
	(4) 일반사항에 따른 식사장소별 구성 현황

	4) 백미밥, 잡곡밥 및 곡류 종류의 구성 비율
	(1) 백미밥과 잡곡밥 종류의 구성 비율
	(2) 곡류 종류의 구성 비율

	5) 곡류 혼합개수 및 혼합패턴
	(1) 끼니별, 식사장소별 곡류 혼합개수
	(2) 끼니별, 식사장소별 곡류 혼합패턴


	4. 요약 및 결론

	Ⅳ. 잡곡밥의 식미 향상을 위한 곡류 혼합비 최적화
	1. 서론
	2.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2) 실험방법
	(1) 실험설계
	(2) 분석내용
	(3) 통계분석


	3. 결과 및 고찰
	1) 원료곡의 특성
	(1) 일반성분
	(2) 수분흡수율
	(3) 호화 특성

	2) 잡곡밥 6종의 품질 특성 및 최적 혼합비율
	(1) 현미밥
	(2) 흑미밥
	(3) 기장밥
	(4) 차수수밥
	(5) 차조밥
	(6) 찰보리밥

	3) 최적 혼합비율로 구성된 잡곡밥 6종의 관능검사
	4) 최적 혼합비율로 구성된 잡곡밥 6종의 영양성분

	4. 요약 및 결론

	Ⅴ. 종합 고찰 및 제언
	Ⅵ.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