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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functional components, and of sorghum cultivars,
to select a good cultivar for use in the food processing and cosmetic industries. The moisture, crude protein, lipid,
ash, total dietary fiber, total starch, and amylose content of sorghum ranged from 9.72∼10.17%, 9.26∼10.70%, 3.12∼
4.54%, 1.89∼2.24%, 4.73∼7.88%, 66.87∼68.40%, and 5.66∼23.92%. The binding capacity, water solubility, and
swelling power were greatest in Donganme. An analysis of the pasting properties revealed Sodamchal had a high breakdown value. The γ-aminobutyric (GABA) and phytic acid contents of the sorghum cultivars were 17.57∼115.87 mg/g
and 0.88∼1.79 mg/100 g, respectively.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of the Donganme, Nampungchal, and Sodamchal
cultivars were 171.86, 76.54, and 156.34 mg/g, and the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was 933.98, 541.48,
and 990.82 mM/g, respectively. The α-glucosidase inhibit activity was 96.98, 89.75, and 98.27%, and the tyrosinase
inhibit activity was 62.16, 61.64, and 61.90%, respectively. The total phenol content and physiological activities of
sorghum, especially Donganme and Sodamchal, were high and these cultivars be used as a functional material.
Key words: sorghum, cultivars, physicochemical properties, functional component, physiological activity

서

론

결과에 의하면 곡류 및 과채류 등과 같은 식물성 원료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과 같은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유

최근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되어 있어 노화 지연, 만성질환 예방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

인해 식품의 영양학적 측면에서 생체방어, 질병 방지 및 회

로 밝혀지고 있다(Park 등, 2011; Choi 등, 2007). 따라서

복, 노화 억제 등의 건강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

곡류 및 과채류 등의 식물성 원료를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

고 있다. 체내 신진대사와 산화된 식품의 섭취로 인해 기인

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ROS(reactive oxygen species) 및 RNS(reactive ni-

수수(Sorghum biocolor L. Moench, sorghum)는 외떡

trogen species)는 지질, 단백질 및 핵산과 같은 체내 주요

잎식물 벼목 화본과의 한해살이풀로서 열대 아프리카가 원

물질의 비가역적 손상을 야기하여 인간의 노화 및 만성질환

산지로 용도에 따라서 곡용수수(grain sorghum), 단수수

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체내에서 유해한 ROS 및 RNS를

(sorgo), 소경수수(장목수수; broom-corn)가 재배되고 있

제거하기 위해 여러 효소적 및 비효소적 반응이 진행하게

다(Chang과 Park, 2005; Kim 등, 2006). 수수의 가장 특징

된다(Fang 등, 2002; Park 등, 2011). 기존 발표된 연구

적이라 할 수 있는 기능성은 페놀산 함량이 많은 것으로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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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중 함량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품종에 따라서는 수수의
약 6%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o 등, 2013). 수수
에는 페놀산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류 등 기능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활성, 항돌연변이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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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스테롤 생합성 관련 효소인 HMG-CoA reductase 활

Co., Ltd.)에서 30분 혼합하였다. 그 후 protease 100 µL를

성 억제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다(Chae와 Hong,

넣고 60°C 항온수조에서 30분 교반한 다음 0.56 N HCl 5

2006; Ha 등, 1998; Kim 등, 2018).

mL를 가한 시료에 amyloglucosidase 200 μL를 넣고 60°C

현재까지 발표된 국내에서 육성된 수수를 이용한 연구로

항온수조에서 30분 혼합한 다음 식이섬유 분석 장치(SE/

는 면류(Song 등, 2018), 유과(Ko 등, 2014), 두부(Woo 등,

Fibertec 1023, Foss, Hillerød, Denmark)에서 여과하여

2009) 등 가공제품에 적용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또한

crucible에 남겨진 잔사를 불용성 식이섬유로 계산하였다.

수수 품종에 따른 단백질 등과 같은 일반성분, 폴리페놀, 플

여과액에 60°C, 95% 에탄올 320 mL를 부어 1시간 정치한

라보노이드 등의 기능 성분과 생리활성은 주로 항산화 활성

다음 여과하여 crucible에 남겨진 잔사를 수용성 식이섬유

에 대한 발표(Ko 등, 2011; Woo 등, 2011)가 중심이었는

로 계산하였으며 불용성과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을 더해 총

데, 수수의 기능성 소재로서의 이용성 확대를 위해 기존에

식이섬유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발표되지 않은 다양한 성분 및 생리활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총 전분 함량 분석은 total starch assay kit(K-TSTA,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육성된

Megazyme, Bary, Ireland)을 사용하였다. 시료 100 mg

수수를 식품 및 공중보건 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dry basis)과 80% 에탄올 0.2 mL를 시험관에 담고 vortex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품종별 이화학적 특성과 함께 다

mixer로 잘 혼합한 후, thermostable α-amylase solution

양한 기능 성분 및 생리활성을 탐색하고자 진행하였다.

(300 U/mL, MOPS 완충용액, pH 7.0) 3 mL를 첨가하여
끓는 물에서 교반해주면서 6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시료

재료 및 방법

를 상온에서 냉각하여 200 mM sodium acetate buffer(pH
4.5)를 4 mL 첨가하고, amyloglucosidase 0.1 mL(20 U)를

실험재료

첨가하여 50°C 항온수조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수 품종은 남풍찰, 동안메, 소담찰

마친 시료는 100 mL 용량 플라스크에 담아 정용한 후, 각각

이며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Miryang, Korea) 시험 포

25 mL의 시료를 3,5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장에서 2018년도에 재배 및 수확한 것을 시험재료로 이용하

원심분리한 상등액과 glucose standard, blank를 0.1 mL씩

였다. 각 시료는 시험용 도정기(SsangYong Machine Ind.,

취하여 GOPOD reagent 3 mL를 더한 후 50°C에서 20분간

Incheon, Korea)를 이용하여 종자의 왕겨 부분을 벗겨낸

반응시킨 다음 분광광도계(UV Spectrophotometer 1601,

후 분쇄기로 분쇄한 시료를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Shimadzu Co., Kyoto, Japan)를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

및 생리활성 분석을 위해 각 시료와 에탄올을 1:10 비율로

정하여 총 전분 함량을 계산하였다.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3회 진탕 추출한 다음 여과하여 농축

아밀로스 함량은 AACC(1985)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하였다. 농축 시료를 동결 건조한 다음 dimethyl sulfoxide

시료를 분쇄한 후 100 mesh로 내린 가루 100 mg에 95%

에 재용해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에탄올 1 mL와 1 N NaOH 9 mL를 첨가하여 분산시키고
100°C 항온수조에 넣어 20분간 호화시킨 후 냉각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호화액 5 mL를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옮겨 담은 다음

일반성분(수분, 회분, 지방, 단백질) 분석은 AOAC 방법

1 N CH3COOH 1 mL와 2% I2-KI 용액 2 mL를 첨가하였다.

(2000)에 의해 정량하였다. 수분은 건조기(DS-80-S, Dasol

그 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100 mL가 되도록 정용한 다음

Scientific Co., Ltd., Hwaseong, Korea)를 이용한 105°C

30분 동안 정색 반응한 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620 nm

상압가열건조법, 회분은 직접 회화법으로 전기회화로(DS-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곡선은 아밀로스(Sigma-

84E, Dasol Scientific Co., Ltd.)를 이용하여 600°C에서

Aldrich, St. Louis, MO, USA)를 분석 방법과 동일하게 처

5시간 동안 회화시킨 후 측정하였다. 지질은 에틸에테르를

리한 후 시료의 아밀로스 함량을 계산하였다.

용매로 Soxhlet 추출기(Soxtec System HT 1043 extraction unit, Foss Tecator, Hoganas, Sweden)로 분석하였

수분 결합력, 용해도 및 팽윤력

고, 단백질은 Kjeldahl 법으로 자동 단백질 분석기(Kjeltec

수분 결합력은 Medcalf와 Gilles(1965)의 방법에 준하여

2400 AUT, Foss Tecator, Mulgrave, Australia)로 측정

측정하였다. 시료 1 g에 증류수 40 mL를 가하고 교반기를

하였다.

사용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교반한 다음, 966×g에서 30
분간 원심분리한 후 분리된 상징액을 제거하여 침전된 무게

식이섬유, 총 전분 및 아밀로스 함량 분석

를 측정하였다. 수분 결합력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식이섬유 분석은 분쇄한 수수 시료에 MES/Tris buffer(MES 0.05 M과 Tris 0.05 M을 증류수 1 L에 용해하여
6 N NaOH로 pH 8.2 조정)를 각 40 mL씩 넣고 α-amylase
50 µL를 가해 98°C 항온수조(DS-23SN, Dasol Scientific

수분 결합력(%)＝
침전된 시료의 무게(g)－처음 시료의 무게(g)
×100
처음 시료의 무게(g)

수수 품종에 따른 품질 및 기능성 비교

용해도 및 팽윤력은 Schoch와 Leach(1964)의 방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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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tic acid 함량

용하였다. 시료 0.5 g을 원심분리관에 넣고 증류수 40 mL를

수수 품종별 phytic acid 함량은 phytic acid(phytate)/

넣어 잘 분산시킨 후 80°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다음 냉각

total phosphorus assay kits(Megazyme International

시켰다. 냉각된 시료는 2,683×g에서 40분간 원심분리한

Ltd., Wicklow, Ireland)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1 g

후, 상징액은 미리 항량으로 건조시킨 용기에 부어 105°C에

을 0.66 M hydrochloric acid 20 mL에 넣어 실온에서 교반

서 건조한 다음 측정한 무게를 이용하여 용해도를 구하였다.

한 후, 농축액 1 mL를 취해 1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

또한 원심분리에 의해 침전된 잔사의 무게를 측정하여 팽윤

리한 다음 상등액을 0.5 mL 취해 0.75 M sodium hydrox-

력을 산출하였다.

ide solution 0.5 mL를 가하여 중화시켜 추출물을 제조하였
상징액의 건조무게(g)
×100
시료의 무게(g)

다. 그 후 튜브를 free phosphorus와 total phosphorus 측

용해도(%) ＝

원심분리 후 무게(g)×100
처음 시료 무게(g)×(100－용해도)

거쳐 1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후 상등액 1.00 mL

팽윤력(%) ＝

정용으로 나누어 Table 1에 나타낸 효소성 탈인산화반응을
를 취해 발색 시약 0.50 mL와 혼합하여 655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Phytic acid 함량 측정을 위한 검량선은

호화 특성
호화 특성은 Kim 등(2012)의 방법에 준하여 신속점도측
정계(Rapid Visco Analyzer, RVA-3D, Newport Scientific, Warriewood, Australia)로 분석하였다. 시료를 60
mesh 이상으로 분쇄한 후 3 g을 칭량하여 알루미늄 캔 용기
에 투입하고, 25 mL의 증류수에 분산시켜 50°C에서 1분간

phosphorus 농도에 따라 5개의 표준물질을 이용하였으며
아래의 식을 통해 phytic acid 함량을 산출하였다.
mean M×20×X F
Phosphorus
＝
×∆Aphosphorus
(g/100 g)
10,000×1.0×v
phosphorus (g/100 g)
Phytic acid
＝
×100
(g/100 g)
0.282

유지한 후 50°C에서 95°C까지 3.48분 동안 상승시키고,
95°C에서 2.05분간 유지시켰다. 그 후 다시 3.48분 동안

총 폴리페놀

50°C로 냉각시키면서 점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총 실험 시

총 폴리페놀 함량은 Dewanto 등(2002)의 방법에 따라

간은 약 13분이며, 실험 후 최고점도(peak viscosity), 최저

Folin-Ciocalteu reagent가 추출물의 폴리페놀성 화합물에

점도(trough), 강하점도(break down), 최종점도(final vis-

의해 환원되어 몰리브덴 정색으로 발색하는 것을 원리로 측

cosity) 및 치반점도(set back)를 측정하여 특성을 비교하

정하였다. 각 추출물 100 µL에 2% Na2CO3 용액 2 mL를

였다.

가한 후 3분 방치하여 50% Folin-Ciocalteu reagent 100
µL를 가하였다. 실온에서 30분 방치한 다음 반응액의 흡광

GABA(γ-aminobutyric acid) 함량

도 값을 750 nm에서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gallic acid

수수 품종에 따른 GABA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각 시료

(Sigma-Aldrich Co.)를 5, 10, 25, 50배로 희석하여 사용하

0.5 g에 3% trichloroacetic acid 용액을 10배수로 첨가한

였으며, 검량선 작성 후 총 폴리페놀 함량은 시료 1 g 중의

다음 25°C에서 2시간 동안 초음파 추출을 하였다. 추출물은

mg gallic acid로 나타내었다.

3,000 rpm에서 20분 동안 원심분리를 한 후 사전에 활성화
된 Sep-Pak C18 cartridge(Waters, Dublin, Ireland)와

FRAP(Ferric-reducing antioxidant power)

0.45 µm syringe filter(PVDF)로 여과한 다음 아미노산 분

FRAP 측정은 Benzie와 Strain(1996)의 방법을 인용하

석기(L-8800, Hitachi,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Sodium acetate buffer(300 mM, pH 3.6) 25 mL를

였다.

37°C에서 가온한 후, 40 mM HCl로 용해한 10 mM 2,4,6Tris(2-pyridyl)-s-triazine(Sigma-Aldrich Co.) 2.5 mL

Table 1. Enzymatic dephosphorylation reaction method
Distilled water
Buffer (25 mL, pH 5.5) and sodium azide (0.02% w/v)
Sample extract
Phytase suspension
Mix by vortex and incubate in a water bate set at 40°C for 10 min.
Distilled water
Buffer (25 mL, pH 10.4), plus MgCl2, ZnSO4 and sodium azide (0.02% w/v)
Alkaline phosphatase suspension (1.2 mL)
Mix by vortex and incubate in a water bate set at 40°C for 10 min.
Trichloroacetic acid (50% w/v)

Free phosphorus
0.62 mL
0.20 mL
0.05 mL
－

Total phosphorus
0.60 mL
0.20 mL
0.05 mL
0.02 mL

0.02 mL
0.20 mL
－

－
0.20 mL
0.02 mL

0.30 mL

0.3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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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0 mM iron(Ⅲ) chloride(FeCl3･6H2O) 2.5 mL를 가하

USA)을 이용하여 각 측정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여 제조한 FRAP reagent 180 µL에 시료 30 µL와 증류수

품종 간의 차이 유무를 one-way ANOVA(analysis of var-

90 µL를 넣은 후 37°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다음 593 nm

iance)로 분석한 뒤 신뢰구간 P<0.05에서 Duncan’s multi-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계산은 1,000 µM부터 반수희석

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으로 25 µM까지 6개 농도를 FeSO4의 검량식에 대입해 환
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α-Glucosidase 저해 활성

일반성분, 식이섬유, 총 전분, 아밀로스 함량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Tibbot와 Skadsen(1996)

품종에 따른 수수의 일반성분, 식이섬유, 총 전분, 아밀로

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α-Glucosidase(Sigma-

스 함량은 Table 2와 같다. 수분 및 회분 함량은 각각 9.72~

Aldrich Co.)와 p-nitrophenyl-α-D-glucopyranoside(p-

10.17%, 1.89~2.24% 범위로 나타났다. 조단백질 함량은

NPG; Sigma-Aldrich Co.)를 0.1 M sodium phosphate

9.26~10.70%의 범위로 남풍찰이 다른 품종에 비해 조단백

buffer(pH 7.0)로 용해하여 제조하였고, positive control로

질 함량이 높았다. 조지방 함량은 동안메, 소담찰이 3.12%

acarbose(Sigma-Aldrich Co.)를 사용하였다. α-Glucosi-

였으며 남풍찰은 4.54%로 다른 품종에 비해 높았다. 식이섬

dase 저해 활성 실험을 위해 시료를 1,000 ppm으로 용해하

유 함량 분석 결과 남풍찰이 4.73%로 가장 낮은 함량을 보

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료 10 µL에 0.5 unit/mL α-glu-

였으며 동안메가 7.88%로 다른 품종에 비해 높았다. 총 전

cosidase 90 µL를 혼합하여 37°C에서 20분간 incubation

분 함량은 66.87~68.40% 범위를 나타냈으며, 아밀로스 함

한 후 1 mM NPG 용액을 100 µL 가하여 ELISA를 이용해

량의 경우 찰성인 남풍찰, 소담찰이 각각 5.66%, 6.06%로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값을 토대로 저해율(%)을 계

동안메 23.92%보다 낮은 함량을 보였다. Kim 등(2020)은

산하였다.

수수 전분 추출 후 아밀로스 함량을 측정한 결과 남풍찰이
9.09%, 소담찰은 11.11%로 보고하였고, Ko 등(2011)은 식

Tyrosinase 저해 활성

이섬유 함량이 8.40~9.30%였다고 발표하였다. Woo 등

Tyrosinase 저해 활성 측정 방법은 tyrosinase의 작용

(2013)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남풍찰의 조지방 함량은 2.60

결과 생성되는 dopachrome을 비색법(Flurkey, 1991)을 이

%, 단백질 함량이 7.50%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용하여 측정하였다. Mushroom tyrosinase(100 unit/mL,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시료의 생산연도, 품종, 도정 정도

Sigma-Aldrich Co.)를 0.2 mL, 기질로서 DOPA 0.4 mL,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6.8) 0.2 mL의 혼
합액에 시료(5,000 ppm) 0.2 mL를 첨가한 후 25°C에서
15분간 반응시켜 4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dopachrome의 변화를 저해능으로 환산하였다.

수분 결합력, 용해도 팽윤력
수분 결합력은 전분 입자의 표면에 흡착되거나 내부로 침
투되는 물의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전분 함량뿐만 아니라 비
전분 다당류 등 다양한 성분에 의해 결정된다(Wi 등, 2013).

통계분석

Leach 등(1959)은 전분 입자 내의 결합력이 팽윤 양상에

통계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영향을 주어 팽윤력이 높은 것은 전분 입자 내의 결합력이

the Social Science, Ver. 12.0, SPSS Inc., Chicago, IL,

약하다는 것을 뜻하며, 결합 정도가 강한 전분은 팽윤에 대

Table 2.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orghum depending on cultivars

(unit: %)

Moisture
Ash
Crude lipid
Crude protein

Donganme
10.14±0.09a
1.89±0.01c
3.12±0.05b
9.26±0.04c

Cultivars
Nampungchal
9.72±0.04b
2.24±0.01a
4.54±0.00a
10.70±0.05a

Total dietary fiber
Total starch
Amylose

7.88±0.38a
68.40±0.39a
23.92±0.08a

4.73±0.18c
66.87±0.60b
5.66±0.05b

138.82±3.60b
6.29±0.03c
8.93±0.26a

119.36±2.17a
12.27±0.15b
6.69±0.09b

Water binding capacity
Water solubility
Swelling power

Sodamchal
10.17±0.06a
1.98±0.02b
3.12±0.06b
10.04±0.02b
6.39±0.05b
ab
67.16±0.96
b
6.06±0.05
123.23±3.66a
13.93±0.97a
8.71±0.44a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es. Different small letters (a-c)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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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강하게 저항하므로 가열에 따른 팽윤력을 비교하여 상대

시켜준다고 알려져 있다(Kim 등, 2017). Jeong 등(2013)의

적인 결합 강도를 알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Lee와 Kim

보고에 따르면 치반점도는 아밀로스 함량과 정의 상관관계

(1992)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팽윤력은 전분의 용해도, 투명

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

도, 점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전분의 팽윤 성질은 입자

을 보였다.

내의 미셀구조의 강도와 성질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였
다. 따라서 작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을 위한 수분 특성

기능 성분 함량

은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품종에 따른 수수의

수수 품종별 기능 성분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GABA,

수분 결합력, 용해도 및 팽윤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에

phytic acid 및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하였다(Table 4).

제시하였다. 수분 결합력 분석 결과 119.36~138.82% 범위

수수 품종별 GABA 함량을 분석한 결과 동안메가 115.87

로 나타났고 동안메(138.82%), 소담찰(123.23%), 남풍찰

mg/g으로 남풍찰(17.57 mg/g), 소담찰(29.06 mg/g)보다

(119.36%) 순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다. 용해도는 6.29~

높은 함량을 보였다. Ko 등(2011)은 수수의 GABA 함량을

13.93% 범위로 나타났으며 동안메가 가장 낮은 반면 소담

분석한 결과 250.5∼353.7 µg/g sample로 본 연구 결과에

찰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팽윤력은 6.69~8.93% 범위로

비해 낮은 함량을 보였다. 이는 시료의 재배 시기, 품종 및

나타났고 동안메(8.93%), 소담찰(8.71%), 남풍찰(6.69%)

실험 분석법 등에 따른 차이라고 판단된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소담찰 품종이 다른 품종에 비해

Phytic acid는 곡류, 두류 중에서 Ca 또는 Mg의 염인 피

전분 입자에 흡착 또는 침투되는 물의 양이 많고 팽윤력이

틴 형태로 존재한다(Lee 등, 2013). Phytic acid는 Ca, Mg,

높아 전분입자 내의 결합력이 약해 전분의 용해도가 높게

Zn, Fe, Cu, Mn 등의 2가 혹은 3가 금속이온과 쉽게 결합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소담찰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

여 무기물의 체내 흡수를 저해하며, 현미의 소화흡수력과

발 시 우수한 가공 적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식미 하락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어 기피의 대상으로 여겨
졌다(Kim 등, 2011a). 그러나 지질과산화반응을 촉매하는

호화 특성

철 이온이 phytic acid와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하이드록

수수 품종에 따른 호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신속점도측

시기를 가진 자유라디칼 형성을 억제하여 산화반응을 효과

정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Table 3). 최고점도와 최종점

적으로 억제하고 대장암 억제, 항산화 및 항암작용, 신장 담

도는 각각 133.39~165.59, 80.50~223.28 RVU로 최고점

석증 치료제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발표된 바 있어(Choi 등,

도는 소담찰이, 최종점도는 동안메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

2011), 기능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Jeong 등(2013)의 보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최고점도

다. 수수 품종별 phytic acid 함량은 분석 결과 남풍찰이

와 최종점도가 높은 품종들이 식미가 양호하다고 밝혔다.

1.79 g/100 g으로 다른 품종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최고점도와 최저점도의 차이로 전분의 열과 전단력에 대한

(Table 4). 최근 수수에 함유된 phytic acid 함량에 대한

저항성과 가공 중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결과를 발표한 사례는 없었다. Marfo 등(1990)은 붉은수수

(Lee, 2012) 강하점도는 높은 값일 경우 식미가 양호하다

의 phytase 함량이 8.86 mg/g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추후

알려져 있는데 소담찰이 다른 품종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

국내에서 육성하고 있는 수수 계통 및 품종에서 phytic acid

다. 치반점도는 -85.08~89.89 RVU 범위였으며 소담찰, 남

의 함량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풍찰, 동안메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치반점도는 최종점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꾸준히 요구된다.

도에서 최고점도를 뺀 값으로 전분의 노화 속도를 나타내며,

수수 품종별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분석 결과

수치가 낮을수록 전분의 노화가 지연되어 밥맛을 오래 유지

동안메가 171.86 mg/g extract로 소담찰(156.34 mg/g
extract), 남풍찰(76.54 mg/g extract)보다 높았다(Table

Table 3. Pasting characteristics of sorghum depending on cultivars
(unit: RVU1))
Donganme

Cultivars
Nampungchal

Sodamchal
a

133.39±2.99c 156.31±1.03b 165.59±1.26
Peak viscosity
c
a
76.08±0.74b 57.19±0.84
Trough viscosity 106.72±1.84
a
2)
c
b
26.67±1.15
80.22±0.96 108.39±0.46
Breakdown
c
a
b
Final viscosity
223.28±1.75
99.75±1.12
80.50±1.83
c
3)
89.89±1.35a −56.55±1.54b −85.08±0.60
Setback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es. Different small letters
(a-c)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
RVU: rapid visco units.
2)
Breakdown: peak viscosity minus through viscosity.
3)
Setback: final viscosity minus peak viscosity.

4). Seo 등(2011)의 보고에서 수수 메탄올 추출물의 총 폴
리페놀 함량은 15.03 mg/g extract residue로 발표하였으
Table 4. Functional components of sorghum depending on cultivars
Cultivars
Donganme Nampungchal Sodamchal
a
c
b
GABA (mg/g)
115.87±0.08 17.57±0.11 29.06±0.08
c
a
0.88±0.07
1.79±0.06
1.26±0.03b
Phytic acid (g/100 g)
a
c
171.86±0.50 76.54±0.39 156.34±0.59b
Total polyphenol
(mg/g extract)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es. Different small letters
(a-c)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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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hysiological activities of sorghum depending on cultivars
Cultivars
Nampungchal

Donganme
FRAP (mM)
α-Glucosidase inhibition activity (%)1)
Tyrosinase inhibition actvitiy (%)2)

b

933.98±2.52
96.98±0.64a
62.16±0.78a

c

541.48±6.35
89.75±0.59b
61.64±0.69a

Sodamchal
990.82±7.49a
98.27±0.59a
61.90±0.29a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es. Different small letters (a-c)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
Sample concentration: 1,000 ppm.
2)
Sample concentration: 5,000 ppm.
며, hull, bran 및 grain 등 수수의 도정 부위별 메탄올 추출

당뇨 활성을 알아볼 수 있는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을 분

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30.57, 61.47 및 3.40 mg/g

석한 결과 소담찰 98.27%, 동안메 96.98%, 남풍찰 89.75%

sample로 보고하였다(Woo 등, 2010). 또한 Wang 등(2011)

순으로 나타났다. Sa 등(201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긴장

은 수수의 물, 70% 아세톤 및 메탄올 추출물에서 총 폴리페

목수수, 목탁수수, 붉은장목수수가 각각 98%로 가장 높은

놀 함량을 26.26, 19.20 및 43.47 mg GAE/g extract로 보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이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수수 에

고하였다. 수수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본 실험 결과와 문헌

탄올 추출물에 함유된 폴리페놀 화합물은 α-glucosidase

보고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품종, 도정유무, 재배시기, 재배

활성을 저해시키고 인간과 돼지의 α-amylase 또한 억제했

지역, 추출방법 및 추출용매 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

다고 보고되었다(Kim 등, 2011b). 본 연구에서도 수수의

된다.

α-glucosidase 활성을 가장 강력히 저해하여 탄수화물 분
해를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생리활성

Tyrosinase는 피부 기저층에 있는 melanocyte의 mela-

수수 품종별 추출물의 생리활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nosome에서 tyrosine 혹은 dopa를 기질로 하여 피부의 색

5에 제시하였다. 다수의 논문에서 수수 추출물의 항산화 활

소 성분인 멜라닌을 생합성 하는데 있어서 key enzyme으로

성을 검정하기 위해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 실험법

작용하는 효소이다. 멜라닌은 생물체에 매우 널리 분포되어

을 활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Woo 등, 2010; Woo 등,

있는 색소로 quinone과 hydroquinone monomer unit의 중

2011). 환원력 검정을 통해 항산화 활성을 알아볼 수 있는

합체이다. 주로 암갈색 또는 적갈색이며 tyrosinase의 작용

FRAP는 낮은 pH에서 환원제에 의해 ferric tripyridyltri-

에 의한 quinone의 생성이 선행된 후에 아미노산 혹은 단백

3+
azine(Fe -TPTZ) 복합체가 ferrous tripyridyltriazine

질과의 중합 반응에 의해 합성된다. Tyrosinase 저해 활성

2+

(Fe -TPTZ)으로 환원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in vivo

은 피부암과 멜라닌 색소침착으로 인한 피부 질환의 치료 능

에서 혈장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제들의 농도에 직선적으

력 때문에 임상학적으로 사용 가능할 뿐 아니라 햇볕에 탄

로 비례하여 FRAP 값이 증가하므로 혈장의 총 항산화능을

후 피부의 색소탈색과 미백 능력 때문에 화장품 산업에서 매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방법이다(Moon 등,

우 중요하다(Yang 등, 2008). 수수 품종별 에탄올 추출물의

2003). 수수 품종별 에탄올 추출물의 FRAP 값을 분석한

tyrosinas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 동안메가 62.16%로

결과 541.48~990.82 mM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남풍찰의

가장 높았으며 소담찰 61.90%, 남풍찰 61.64% 순으로 나타

FRAP 값이 가장 낮고 소담찰이 가장 높았다. Shen 등

났다. Wang 등(2011)은 수수의 물, 70% 아세톤 및 메탄올

(2018)은 수수에서 추출한 페놀산 분획물의 FRAP 값을 분

추출물을 이용한 tyrosinase 저해 활성을 검토한 결과, 30.2

석한 결과 2.02~11.66 mg/g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기존

~82.6%의 저해율을 보였으며 아세톤으로 추출하였을 때

연구 결과에서 수수의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 검정

높은 저해 활성을 보였다고 하였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플

을 통해 항산화 활성이 우수하다 보고(Woo 등, 2010; Woo

라보노이드와 같은 페놀 화합물이 tyrosinase 저해 활성에

등, 2011)된 것을 볼 때, 본 실험 결과는 이를 뒷받침할 수

관련한 물질이라고 하였으며(Byun 등, 2004), 이는 본 연구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α-Glucosidase는 장의 세포 표면 막에 위치하며 올리고

이상의 결과를 종합했을 때, 국내에서 육성된 수수 중 동

당, 이당류 등에 존재하는 α-D-글루코시드 결합을 선택적으

안메와 소담찰은 기능 성분 및 생리활성이 높고 이화학적

로 가수분해함으로써 D-glucose를 유리시키는 효소이다.

특성이 우수하여 기능성 식품 및 공중보건산업 소재로서 개

당뇨 환자의 경우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이 문제가 되기에

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

단당류 형성과 같은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는 α-glucosi-

후 동안메, 소담찰 품종의 기능 성분과 메커니즘 구명에 대

dase 억제제의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수의 항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수 품종에 따른 품질 및 기능성 비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육성 수수의 식품 및 공중보건산업 소재
로서의 이용 다양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수수 품
종별 이화학적 특성 및 기능 성분을 분석하고, 수수를 에탄
올로 추출한 후 생리활성을 비교하였다. 수수의 수분 및 회
분 함량은 각각 9.72~10.17%, 1.89~2.24% 범위로 나타났
다. 조단백질 및 조지방 함량은 각각 9.26~10.70%, 3.12~
4.54%의 범위로 남풍찰이 다른 품종에 비해 높았다. 식이섬
유 함량은 동안메가 7.88%로 다른 품종에 비해 높았다. 총
전분 함량은 66.87~68.40% 범위였으며, 아밀로스 함량은
찰성인 남풍찰, 소담찰이 각각 5.66%, 6.06%로 동안메
23.92%보다 낮은 함량을 보였다. 수수의 수분 결합력은
119.36~138.82% 범위로 나타났으며 동안메가 다른 품종
에 비해 높았다. 용해도는 6.29~13.93% 범위였고 팽윤력
은 6.69~8.93% 범위로 나타났으며 동안메(8.93%)가 가장
높았다. 호화 특성 분석 결과 값이 높을수록 식미가 양호한
강하점도가 소담찰이 다른 품종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
치반점도는 -85.08~89.89 RVU 범위였다. 수수 품종별
GABA 함량을 분석한 결과 동안메가 115.87 mg/g으로 남
풍찰, 소담찰보다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phytic acid 함량은
남풍찰이 1.79 g/100 g으로 높았다. 총 폴리페놀 함량의
경우 동안메가 171.86 mg/g extract로 다른 품종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 항산화 활성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FRAP 값을 측정한 결과 541.48~990.82 mM의 범위로 소
담찰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α-glucosidase 저해 활성
은 소담찰 98.27%, 동안메 96.98%, 남풍찰 89.75% 순으로
나타났다. 미백 활성 소재로 검토하기 위해 분석한 tyrosinase 저해 활성은 동안메가 62.16%로 가장 높았다. 호화
특성, 기능 성분 및 생리활성 등의 결과를 볼 때 수수 세
가지 품종 중 동안메와 소담찰이 기능성 소재로서의 활용성
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는 수수를
식품 및 공중보건산업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활용 목적에 따라 동안
메 및 소담찰 품종의 기능 성분과 메커니즘 구명에 대한 연
구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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