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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잎 분말 첨가 증편의 항산화 활성 및 품질 특성
최가영․김명현․한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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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xidant Activities and Quality Characteristic of Jeung-Pyun
with the Addition of Loquat Leaf Powder
Ga Young Choi, Myung Hyun Kim, and Young Sil Ha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ntioxidant activity and quality of Jeung-Pyun prepar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loquat leaf powder (0%, 1.5%, 3%, 4.5%, and 6% of total material). We estimated the antioxidant activity
using the DPPH-ABTS assay, and by determining the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 of loquat leaf powder.
To evalu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we measured pH, sugar and moisture content, color, and texture, made observations under a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and then assessed sensory properties and conducted preference
evaluations. When the loquat leaf powder content increased, we notic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total polyphenol,
flavonoid content, and scavenging activity of the Jeung-Pyun measured using DPPH-ABTS (P<0.05). Characteristics
of quality such as pH, sugar content, a value, b value, cohesiveness and springiness of Jeung-Pyun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with the addition of loquat leaf powder (P<0.05), whereas pH, moisture content, L values, hardness, gumminess
and chewiness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P<0.05). The observations under the SEM showed that as the proportion
of loquat leaf powder increased, the pores collapsed and merged, whereas the size of the pores became larger, and
the number of pores decreased. Sensory evaluations showed that the Jeung-Pyun containing 4.5% of loquat leaf powder
had the highest rating in all the sensory tests. In summary, loquat leaf powder improved the antioxidant activity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Jeung-Pyun, which could then be used to develop various food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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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하면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며, 기능성 식품으로 이용이 가
능하다(Cha와 Lee, 2001).

쌀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주식으로 대부분 소비되어 왔

증편은 술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찌는 떡으로 발효를 한다

으며, 제분한 쌀가루는 떡류, 이유식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는 점에서 서양의 발효 빵과 공통점이 있다. 증편은 탁주를

사용되고 있다(Shin 등, 2017). 최근 식생활 변화로 해마다

첨가하여 발효시킴으로써 조직이 부드러워 소화흡수가 용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쌀의 소비 확대를 위해 쌀을

이하며, 노화가 느리고 산도가 높아 더운 날씨에도 쉽게 상

주원료로 하는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하지 않는 저장성이 우수한 음식이다(Lee와 Lee, 2012;

진행되고 있다(Choi, 2007). 떡은 매우 역사가 깊은 우리나

Yang 등, 2007). 증편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증편 제조의

라 고유의 전통음식으로 곡류를 주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

표준화에 대한 연구(Choi와 Lee, 1993), 콩물과 콩을 첨가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등을 첨가하여 만든 영양적으로 매

한 증편의 연구에서 품질 향상과 노화 지연에 효과를 보고하

우 우수한 식품이다(Choi와 Chae, 2012). 최근 건강 지향적

였고(Woo 등, 1998), 최근에는 생리적 기능성과 기호성을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전통 떡에 대한

증가시키기 위하여 동충하초(Park과 Park, 2004), 연잎

관심이 높아지면서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이 많이 활용되고

(Kim과 Park, 2010), 복분자(Choi와 Seo, 2012), 자색고구

있다(Jang, 2014). 떡은 생리적 기능이 있는 재료들을 첨가

마(Choi와 Chung, 2017), 강황(Shin과 Joung, 2018), 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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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Lee와 Kim, 2019), 산수유(Jung 등, 2020) 등을 첨가
하여 품질 특성을 연구하였다.

Table 1. Ingredients of Jeung-Pyun added with different amount
loquat leaf powder

비파(Eriobotrya japonica Lindl.)는 장미과(Rosaceae)

Ingredients (g)

의 상록교목으로서 향이 좋은 백색의 꽃, 타원형의 긴 모양
Rice flour
Loquat leaf powder
Sugar
Salt
Rice wine
water

의 잎과 황색의 열매를 맺는 식물로서 과육의 발달 형태에
따라 인과류로 분류한다. 비파잎은 민간에서 엽차로 이용되
며, 열매는 즙이 많고 과육이 연하며 적당한 산미와 당도가
높아서 식용하기에 기호성이 매우 높은 과실로 알려져 있다
(Bae와 Shim, 1998).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에서는 비파나
무의 잎이나 열매가 진해, 거담, 구토, 호흡 진정, 갈증 등에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Lee 등, 1996). 비파
잎은 주로 차로 이용하는데 필수아미노산을 비롯한 gluta-

Loquat leaf powder content (%)1)
Control 1.5% 3% 4.5% 6%
300
0
45
3
90
90

295.5
4.5
45
3
90
90

291
9
45
3
90
90

286.5
13.5
45
3
90
90

282
18
45
3
90
90

1)

Control: rice flour without loquat leaf powder, 1.5%: rice flour
with 1.5% loquat leaf powder, 3%: rice flour with 3% loquat
leaf powder, 4.5%: rice flour with 4.5% loquat leaf powder,
6%: rice flour with 6% loquat leaf powder.

mic acid 및 aspartic acid 등이 함유되어 맛을 좋게 하고,
혈중 중성 지방 및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동맥경화 예방에

quercetin은 Sigma-Aldrich Chemical Co.(St. Louis, MO,

도움을 줄 수 있는 oleic acid도 함유되어 있다(Hwang 등,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그 외의 시약은 1급을 사용하

2010). 비파잎에서 밝혀진 약리작용으로는 비파잎의 항돌

였다.

연변이 효과(Bae 등, 2002), 지방생성 억제효과(Min 등,
2010), 항산화 및 항균 활성(Lee와 Kim, 2009; Shin 등,

증편의 제조

2012),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Lee 등, 2016a), 항비만 효과

비파잎 분말 첨가 증편 제조는 Lee와 Park(2011)의 선행

(Lee 등, 2016b), 콜레스테롤 저하효과(Kim 등, 2011) 등

연구를 참고하여 예비실험을 통해 쌀가루 100 g을 기준으로

이 보고되었다. 비파잎을 식품에 적용한 연구로는 비파잎

비파잎 분말을 0%, 1.5%, 3%, 4.5%, 6%의 비율로 첨가하

국수(Pack과 Cho, 2011), 비파잎 두부(Pack, 2012), 비파

였으며 Table 1의 재료 배합비에 따라 제조하였다. 쌀가루

잎 쿠키(Cho와 Kim, 2013), 비파잎 절편(Kang, 2015) 등이

와 분량의 비파잎 분말을 골고루 섞은 후 체에 친 다음 물과

있다. 비파잎의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비파잎을 새로운 용도

막걸리에 소금, 설탕을 녹인 후 체 친 분말을 넣어 3분간 반죽

로 활용하여 비파잎을 이용한 증편을 개발하고, 이는 비파잎

하였다. 용기에 담아 랩을 씌워 incubator(IB-600M, Jeio

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비파잎의 부가가치

Tech Co., Daejeon, Korea)에서 37°C에서 4시간 1차 발효

를 높여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후 가스를 제거하고, 2차 발효는 37°C에서 1시간 발효하였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리활성이 있다고 알려진 비파잎

다. 증편 틀(밑지름 3.8 cm, 윗지름 4.5 cm, 높이 2 cm)에

분말을 증편에 첨가해서 비파잎 증편을 제조한 후 증편의

반죽 30 g을 담아 찜통에 15분간 찌고 불을 끈 후 5분간

품질 특성과 항산화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비파잎 분말 첨

뜸 들이고 증편틀에서 꺼내었다. 제조된 증편은 실온에서

가에 따른 증편의 품질 특성, 항산화 효과에 미치는 영향과

30분간 방랭한 후에 시료로 사용하였다.

비파잎의 이용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비파잎과 비파잎 분말 첨가 증편 추출물 제조

재료 및 방법

비파잎 분말 10 g에 20배수에 해당하는 70% 에탄올을
첨가하여 초음파 추출기(5510-P-DTH, bransonic ultra-

실험재료

sonics corporation, Hampton, VA, USA)로 20분씩 3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파잎은 2021년 전라남도 여수시에

반복하여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Whatman No. 2(Cat No

서 수확한 것을 구매하였으며, 흐르는 물에 3회 수세하여 세

1002-110, Whatman international Ltd., Maidstone,

척하고 물기를 제거한 뒤 동결건조(FD8508, Ilshin Biobase

England)로 여과한 후 rotary vacuum evaporator(NVC-

Co., Gyeonggi-do, Korea) 하였다. 건조한 비파잎은 blen-

2100, EYELA, Tokyo, Japan)로 감압농축하였고, 동결건

der(HMF-3260S, Hanil, Seoul, Korea)로 분쇄한 다음 60

조하여 -40°C에서 보관하였다. 동결건조한 비파잎 분말은

mesh의 체로 내린 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재료

각 실험법에 맞추어 증류수, 95% 에탄올에 용해한 후 적절

인 쌀가루(Chamsae bangasgan, Seoul, Korea)는 습식 멥

한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쌀가루를 사용하였고 비살균 탁주(Jangsu Makgeolli, Seoul

비파잎 분말 첨가 증편은 증편 5 g에 70% 에탄올 45 mL

Jangsu Co., Seoul, Korea), 설탕(CJ CheilJedang, In-

를 가하여 shaking incubator(SI-900R, JEJIO TECH, Kim-

cheon, Korea), 소금(Sajo Haepyo, Seoul, Korea)을 시중

po, Korea)에서 24°C에서 24시간 동안 100 rpm으로 추출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시약 1,1-diphenyl-1-picryl-

한 후 여과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hydrazyl(DPPH), Folin-Cioclateau’s reagent, gall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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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비파잎과 비파잎 분말 첨가 증편의 총 폴리페놀의 함량은
Folin-Ciocalte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Singleton과

비파잎 분말 첨가 증편의 품질 특성

Rossi, 1965), 150 µL의 시료액과 2,400 µL의 증류수에

pH 및 당도 측정: 비파잎 분말 첨가 증편 5 g에 증류수

2 N Folin-Ciocalteu reagent 50 µL를 가하여 3분간 방치

45 g을 넣어 bag mixer(Model 400, Interscience, Mour-

하고, 300 µL의 1 N Na2CO3를 가하여 암소에서 2시간 동안

jou, France)로 균질화 시킨 후 사용하였다. 비파잎 분말

반응시킨 다음 UV/VIS 분광광도계(T60UV, PG Instru-

첨가 증편의 pH는 pH meter(pH meter F-51, HORIBA,

ments Ltd., Wibtoft, England)를 이용해 흡광도를 725 nm

Kyoto, Japan)를 사용하여 각 시료를 3회 반복 측정하고

에서 측정하였다. 검량선 작성 시 표준물질로 gallic acid를

평균값을 구하였다. 당도는 당도계(PAL-1, ATAGO Co.,

사용하였으며, mg GAE/g으로 나타내었고, 실험은 3회 반

Tokyo, Japan)를 사용하여 각 시료를 3회 반복 측정하고

복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평균값을 °Brix로 나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건조법에 따라 105°C의 dry oven(OF-22GW, Jeio Tech

수분함량 측정: 비파잎 분말 증편의 수분함량은 상압가열
비파잎과 비파잎 분말 첨가 증편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은 Davis 방법을 일부 변형시킨 Um과 Kim(2007)의 연구를

Co.)에서 측정하였고, 각 실험은 3회 반복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로 나타내었다.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1 mL의 시료액에 99% diethylene

색도 측정: 증편의 색도는 색차계(CR-300, Minolta Co.,

glycol 10 mL와 1 mL의 1 N NaOH를 가한 후 1시간 동안

Osaka, Japan)를 사용하여 비파잎 증편의 표면의 L값(명도,

37°C에서 방치하고 UV/VIS 분광광도계(T60UV, PG In-

lightness), a값(적색도, redness), b값(황색도, yellow-

struments)를 이용해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ess)을 3회 측정하였다. 측정 시 사용한 표준 백색판의 L값

Quercetin을 사용하여 표준곡선을 구하였고, 총 플라보노

은 93.70, a값은 -0.15, b값은 3.71이었고, 각 실험은 3회

이드 함량을 mg QE/g으로 나타내었다. 실험은 3회 반복하

반복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조직감 측정: 비파잎 분말 첨가하여 제조한 증편의 조직
감은 Choi 등(2019)의 연구를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tex-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ture analyzer(TA-XT2, Stable Micro System Co., Hasle-

비파잎과 비파잎 분말 첨가 증편의 DPPH(1,1-diphen-

mere, UK)를 사용하여 texture profile analysis(TPA)로

yl-1-picrylhydrazyl) 라디칼 소거 활성은 Blois(1958)의

측정하였고 경도(hardness), 응집성(cohesiveness), 탄력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액은 추출액 5 mL와 증류

성(springiness), 검성(gumminess), 씹힘성(chewiness)을

수 45 mL를 가하여 희석 후 사용하였다. 희석한 시료액 3

분석하였다. 모두 10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이때 probe는

-4

M) 1 mL를 가하여 교반한 후

지름 75 mm의 원통형을 사용하였고, 측정조건은 pre-test

30분 간 암소에서 방치하였다. 그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speed 5.0 mm/sec, test speed 5.0 mm/sec, post-test

측정하였으며 대조군의 흡광도를 시료액 대신 에탄올을 가

speed 5.0 mm/sec, distance 10.0 mm, time 5.00 sec,

해 측정하여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백분율(%)로 나타냈

trigger force 5.0 g의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mL에 DPPH 용액(1.5×10

다. 실험은 3회 반복한 후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증편의 구조 관찰: 증편의 내부조직은 증편의 중심부를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0.3×0.3×0.1 cm 이하로 잘라 동결건조 후 주사전자현미경

(1－sample absorbance/ control absorbance)×100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7600F, JEOL,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전 처리는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sputtering 장비(Sputter Coater 108 AUTO, JEOL)를 이

비파잎 분말과 증편의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Re 등

용하여 코팅하였고, 코팅 조건은 35 mA 출력, 70초간 백금

(1999)과 Siddhuraju와 Becker(2007)의 방법에 준하여 측

코팅하였다. 이미지 분석은 15.0 Kv의 가속전압에서 50배

정하였다. 증류수에 7.0 mM ABTS 용액과 2.4 mM potas-

확대하여 검경하였다.

sium persulfate 용액을 각각 혼합하여 12시간 동안 암소에
반응시켜 ABTS 라디칼을 만들었다. ABTS 라디칼이 생성

관능검사

된 용액을 734 nm에서 흡광도 값이 0.700±0.02가 되도록

비파잎 분말 첨가 증편에 대한 관능검사는 강도 특성과

PBS buffer로 희석하여 조정하였다. ABTS 용액 900 µL에

기호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관능검사 시 패널은 관능검사

100 µL의 시료액을 가한 후 1분 간격으로 6분간 UV/VIS

경험이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 전공자 15명으로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선정하고 실시 전에 실험목적과 평가항목들에 관해 설명한

대조군의 흡광도는 시료액 대신 에탄올을 가하여 함께 측정

후 관능검사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한 다음 검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을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3회

했다. 시료는 증편을 제조하여 30분 동안 방랭한 것을 이용

최가영 ․ 김명현 ․ 한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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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otal polyphenol, flavonoid content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loquat leaf 70% ethanol extract
Loquat leaf 70%
ethanol extract
Total polyphenol content (mg GAE1)/g)
169.30
74.49
Total flavonoid content (mg QE2)/g)
9.76
DPPH IC50 (µg/mL)
ABTS IC50 (µg/mL)
86.63
1)
GAE: gallic acid equivalent.
2)
QE: quercetin equivalent.

Table 2에 표시하였으며, 각각 169.30 mg GAE/g, 74.49
mg QE/g으로 측정되었다. 페놀은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
고 식물성 식품에 가장 많은 양이 포함된 2차 대사산물이며,
식물성 폴리페놀의 가장 큰 부류는 플라보노이드로 높은 항
산화 활성을 가진다(Kim 등, 2021).
증편의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Table
3에 제시하였으며, 증편 대조군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37.67
mg GAE/100 g이며 비파잎 분말 첨가군은 52.48~91.40
mg GAE/100 g으로 비파잎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총

하였고, 각 시료는 3자리 숫자를 무작위로 조합해서 주어졌

폴리페놀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주박

으며, 증편을 일정한 크기(2×2×2 cm)로 잘라서 일회용 백

추출물 분말을 첨가한 증편(Ko와 Shim, 2014)과 비트 분말

색 폴리에틸렌 접시에 담아 제공하였다. 강도 특성 검사의

을 첨가한 증편(Jeong 등, 2014)에서도 부재료 첨가량이

평가 항목은 색, 쓴맛, 비파잎 향, 촉촉한 정도에 대하여 7점

증가할수록 총 폴리페놀의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만점(1점: 매우 약하다, 7점: 매우 강하다)으로 평가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대조군에서 18.62 mg QE/100

기호도 검사의 평가 항목은 색, 향, 맛, 조직감, 전반적인

g으로 나타났고, 비파잎 분말 첨가군에서는 24.35~49.35

기호도에 대해 7점 만점(1점: 매우 싫다, 7점: 매우 좋다)으

mg QE/100 g으로 첨가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P<

로 평가하였다. 관능검사는 숙명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

0.001).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대조군에

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며(SMWU-2106-HR-053) 규정에

비해 비파잎 분말 첨가군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어 비파잎의

따라 시행하였다.

항산화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Hwang 등(2010)은 비파잎
의 이화학적 성분과 항산화 효과 연구에서 비파잎 추출물의

통계처리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프로그램(Statistical Anal-

이 증가하였으며, 비파잎을 기능성 성분으로 식품에 첨가할

ysis Program, version 25, IBM Co., Armonk, NY, USA)

경우 식품의 항산화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을 이용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실험의 유의

따라서 비파잎 분말을 첨가하여 증편의 총 폴리페놀 및 총

성 검증을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으며 5% 유의수준에서 다

생각된다.

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비파잎 분말 첨가 증편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

비파잎 분말과 증편의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량, 항산화능의 상관관계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0.05

비파잎 분말의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Ta-

수준에서 Pearson 계수로 상관도를 검정하여 결과를 나타

ble 2에 표시하였으며, 라디칼 소거 활성이 50%가 되는 농

내었다.

도인 IC50값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같은 경우 9.76 μg/
mL이고 ABTS는 86.63 μg/mL로 측정되었다.

결과 및 고찰

비파잎 분말 첨가 증편의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조군 증편의 DPPH

비파잎 분말과 증편의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라디칼 소거 활성은 8.97%인데 비해 비파잎 분맢 첨가군의

비파잎 분말의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8.97~88.30%로 높은 소거 활성

Table 3. Total polyphenol, flavonoid content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Jeung-Pyun added with different amount loquat
Loquat leaf powder content (%)
Control
1.5%
3%
4.5%
6%
Total polyphenol content
37.67±3.82e3)4)
52.48±0.71d
64.34±3.30c
79.88±1.80b
91.40±2.07a
(mg GAE1)/100 g)
18.62±3.26e
24.35±1.43d
34.78±1.23c
41.20±2.92b
49.35±1.13a
Total flavonoid content
(mg QE2)/100 g)
DPPH (%)
8.97±5.69e
18.72±6.01d
44.30±5.40c
61.78±1.06b
88.30±2.84a
e
d
c
b
32.70±3.27
44.36±2.60
64.70±3.69
70.27±2.89
95.39±0.95a
ABTS (%)
1)

leaf powder
F-value
183.59***
94.16***
145.40***
219.69***

GAE: gallic acid equivalent.
QE: quercetin equivalent.
3)
All values are mean±SD.
4)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e)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P<0.001.
2)

비파잎 증편의 항산화 활성 및 품질 특성

을 나타내 시료 첨가량에 비례하여 그 활성이 증가하는 결과
를 보여주었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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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잎 분말 첨가 증편의 품질 특성
pH 및 당도: 비파잎 첨가량을 달리한 증편의 pH와 당도는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대조군이 32.70%, 비파잎 분

Table 5와 같다. 증편의 pH는 대조군이 5.06으로 가장 낮았

말 첨가군에서 44.36~95.39%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활성

으며, 비파잎 첨가군 1.5%에서 5.17, 3%에서 5.21, 4.5%에

을 나타내었다(P<0.001).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

서 5.24, 그리고 6%에서는 가장 높은 5.30으로 나타나 비파

성은 페놀성 물질 함량이 높을수록 소거 활성이 증가되며,

잎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P<0.001). 연잎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ABTS 소거 활성은 유의적인 상

분말을 첨가한 증편(Kim과 Park, 2010)과 하수오를 첨가한

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illaňo 등, 2007). 또한

증편(Lee와 Park, 2011), 현미를 첨가한 증편(Jeong 등,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폴리페놀의 함량이 증

2011)에서 시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가 증가하는 것

가할수록 같이 증가하며, 페놀 화합물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

으로 보고하여 본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는 두 기질에 결합하는 정도와 라디칼 소거 활성에 차이가

비파잎의 pH는 6.00이며, 멥쌀가루는 5.82로 측정되어 비

생긴다(Lee 등, 2005). 강황을 첨가한 증편에서도 시료 첨

파잎이 쌀가루보다 높은 pH를 보였기 때문에 증편의 pH가

가량에 따라 증편의 항산화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

증가하였다고 생각된다.

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고(Shin과

증편 대조군의 당도는 16.00°Brix였고 비파잎 분말 첨가

Joung, 2018), 비파잎을 첨가한 쿠키에서도 비파잎 첨가량

증편은 16.33~18.67°Brix로 비파잎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에 따라 증편의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Cho와 Kim,

따라 당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P<0.01). 이는 복

2013). 따라서 비파잎 분말을 증편에 첨가하는 것은 항산화

분자를 첨가한 증편의 당도가 증가한 결과와 유사하였고

활성을 높이는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Choi와 Seo, 2012), Bae와 Shim(1998)의 연구에 의하면
비파잎의 유리당 함량은 fructose, glucose 및 xylose 등의

비파잎 분말 첨가 증편의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
드 함량, 항산화 활성 간의 상관관계
비파잎 분말 첨가 증편의 총 페놀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으며, 증편의 당도 증가의
원인이 비파잎에 함유된 다양한 유리당 때문이라고 생각된
다.

함량과 항산화 활성이 비파잎 분말 첨가량에 비례해서 증가

수분함량: 비파잎 분말 첨가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증편

하였으며,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항산화 활성

의 수분함량은 Table 5와 같다. 수분함량은 대조군이 47.70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로 수분함량이 가장 높았고, 비파잎 분말을 첨가한 증편은

총 폴리페놀 함량은 총 플라보노이드와 r=0.984(P<0.01)로

38.04~47.03%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 감소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였다(P<0.01). 비파잎 분말을 첨가한 절편의 연구에서 멥쌀

r=0.977(P<0.01)로 양의 상관관계, ABTS 라디칼 소거 활

가루의 수분함량은 35.55%였고, 비파잎 분말의 수분함량은

성과 r=0.970(P<0.01)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11.41%로 비파잎 분말을 첨가할수록 수분함량이 유의적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r=

로 감소하였다(Kang, 2015). 멥쌀가루보다 수분함량이 적

0.990(P<0.01)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ABTS

은 비파잎 분말의 함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분함량이 많은

라디칼 소거 활성과 r=0.974(P<0.01)로 양의 상관관계를

멥쌀가루가 줄어들어 비파잎 분말을 첨가할수록 수분함량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ABTS 라디칼 소거

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며 로즈마리 분말을 첨가한 증편에

활성과 r=0.977(P<0.01)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Kang 등, 2006).

Gheldof와 Engeseth(2002)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색도: 비파잎 분말 첨가량에 따른 증편의 색도 측정 결과

총 폴리페놀 함량과 총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활성 간에 양

는 Table 5와 같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비파잎 분말 첨

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항산화능의 주된 성분이 폴리페놀

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증편의 색이 어두

성분이라고 보고된 바 있으며 이에 증편에 비파잎 분말을

워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증편의 L값은 대조군에서 70.24

첨가할 경우 항산화능을 증가시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 첨가군에서는 42.07로 가장 낮
았다(P<0.001).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대조군이 -1.8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total polyphenol, flavonoid content, and antioxidant activity of Jeung-Pyun added with different amount
loquat leaf powder
Total polyphenol content
Total flavonoid content
DPPH
ABTS
**

P<0.01.

Total polyphenol content

Total flavonoid content

DPPH

ABTS

1
**
0.984
0.977**
0.970**

1
0.990**
0.974**

1
0.97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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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Quality characteristics of Jeung-Pycxun added with different amount loquat leaf powder
Properties

Control

Loquat leaf powder content (%)
1.5%
3%
4.5%

6%

F-value

pH
Sugar contents (°Brix)
Moisture contents (%)

5.06±0.02d1)2)
16.00±0.00c
47.70±1.96a

5.17±0.03c
16.33±0.06c
47.03±0.48ab

5.21±0.01b
16.67±0.06bc
44.12±0.84bc

5.24±0.01b
17.33±0.06b
43.79±1.14c

5.30±0.01a
18.67±0.06a
38.04±1.82d

85.75***
12.50**
17.661**

Color

70.24±0.72a
−1.81±0.09e
4.39±0.31d

52.93±0.44b
−0.15±0.07d
18.70±0.37c

48.25±0.57c
1.18±0.10c
22.45±0.46b

44.92±0.65d
2.06±0.15b
23.30±1.10ab

42.07±0.29e
2.76±0.10a
23.69±0.39a

1,204.77***
934.80***
548.80***

L
a
b

1)

All values are mean±S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e)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P<0.01, ***P<0.001.
2)

로 가장 낮았고 L값과는 반대로 비파잎 분말 첨가량이 증가

결과이다. 응집성(cohesiveness)은 비파잎 분말을 첨가할

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6% 첨가군이 2.76으로 가장

수록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P<0.01). 이러한 결과는 비파

높았으며,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도 이와 비슷하게 대조군

잎을 첨가한 국수와 유사하였다(Pack과 Cho, 2011). 탄력

4.39에서 6% 첨가군 23.69로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유의적

성(springiness)은 대조군에서 0.94로 가장 낮았으며, 1.5

으로 증가하였다(P<0.001). 이는 원재료인 비파잎 분말 자

%, 3%, 4.5%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6% 첨가군에서 0.98

체의 색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비파잎 분말을 첨

로 가장 높았다(P<0.05). 비파잎 분말을 첨가할수록 탄력성

가한 국수의 연구에서도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은 낮아졌

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타피오카 분말을 첨가한

고 a와 b값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았다

증편과 유사하였다(Yoo와 Shim, 2006). 검성(gumminess)

(Pack과 Cho, 2011).

과 씹힘성(chewiness)은 대조군에 비해 비파잎 분말 첨가

텍스처: 비파잎 분말 첨가 증편의 조직감 측정 결과는

량이 증가할수록 낮은 값을 나타내어 비파잎 분말 첨가는

Table 6와 같다. 경도(hardness)는 비파잎 분말의 첨가량

비교적 부드러운 증편 제조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P<0.001). 경도는

이러한 결과는 천년초 열매 분말을 첨가한 증편과 유사하였

저장 중 전분질 식품의 노화와 긴밀한 연관이 있어 비파잎

으며(Cho 등, 2007), 비파잎을 첨가한 절편에서도 비파잎

분말을 첨가할수록 경도가 낮아져 노화를 지연할 수 있다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씹힘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생각된다(Kim, 2005). 이는 비파잎을 첨가한 절편(Kang,

(Kang, 2015).

2015)의 연구에서 비파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

증편의 구조 관찰: 전체적인 증편의 기공의 형태와 분포,

도는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미세구조를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하여 Fig. 1에

Table 6. Texture of Jeung-Pyun added with different amount loquat leaf powder
Loquat leaf powder content (%)
Texture
Control
1.5%
3%
4.5%
Hardness (g/cm2)
1,447.00±94.80a2)3)
1,009.23±50.77b
911.37±38.03bc 868.90±25.37c
Cohesiveness
0.83±0.04b
0.83±0.00b
0.84±0.00b
0.86±0.02b
Springiness
0.94±0.02b
0.97±0.01a
0.97±0.01a
0.97±0.02a
a
b
bc
Gumminess
1,292.17±120.87
868.18±46.30
765.65±35.67
722.27±34.29c
a
b
bc
Chewiness
1,208.46±110.85
837.75±35.80
738.92±27.70
698.22±28.48c

F-value

6%
669.0±84.47d
0.89±0.02a
0.98±0.01a
555.52±58.86d
544.48±235.96d

60.01***
9.94**
3.55*
50.56***
50.19***

1)

All values are mean±S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d)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P<0.05, **P<0.01, ***P<0.001.
2)

Control

1.5%

3%

4.5%

6%

Fig. 1. Scanning electron micrography (SEM) of Jeung-Pyun added with different amount loquat leaf powder (×50). Control: rice
flour without loquat leaf powder, 1.5%: rice flour with 1.5% loquat leaf powder, 3%: rice flour with 3% loquat leaf powder, 4.5%:
rice flour with 4.5% loquat leaf powder, 6%: rice flour with 6% loquat leaf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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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ensory evaluations of Jeung-Pyun added with different amount loquat leaf powder
Properties
Intensity
rating

Acceptability

1)
2)

Control1)
d2)3)

Loquat leaf powder content (%)
1.5%
3%
4.5%

6%

F-value

Color
Loquat leaf flavor
Bitterness
Moistness

1.53±1.06
1.00±0.00e
1.00±0.00e
4.40±1.30a

3.33±0.62c
2.60±0.63d
2.27±0.59d
4.33±0.82a

4.67±0.72b
3.67±0.72c
3.13±0.83c
3.80±0.77a

5.73±0.59a
5.20±0.77b
4.13±0.99b
4.07±0.96a

6.13±1.25a
6.53±0.64a
5.57±1.50a
2.47±1.13b

67.39***
181.64***
55.65***
9.09***

Color
Flavor
Texture
Taste
Overall acceptability

3.60±1.24c
3.53±1.19b
4.46±1.06a
3.80±0.94b
3.73±0.80b

4.47±0.99b
4.60±0.99a
4.93±1.03a
4.87±0.74a
4.67±0.72a

5.00±0.76ab
4.73±0.70a
4.93±0.70a
5.20±0.68a
5.13±0.92a

5.53±0.99a
5.07±0.70a
5.13±0.83a
5.20±0.86a
5.27±0.80a

3.33±1.35c
3.47±1.51b
3.07±1.39b
2.87±1.41c
3.40±1.40b

10.91***
7.14***
10.01***
17.08***
11.38***

All values are mean±S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 (a-e)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01.

***

나타내었다. 비파잎 분말 대조 증편은 기공의 크기가 작고

기호도 검사 결과 평가 항목 중 색은 비파잎 3% 첨가군과

균일했으나 비파잎 분말 첨가 증편의 기공은 대조군에 비해

4.5% 첨가군이 5.00점 및 5.53점으로 대조군과 6% 첨가군

크기가 더 컸으며 비파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기공

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증편 외관의 색이

이 커지고 수가 감소했다. 비파잎 분말 첨가량이 4.5% 이상

강해질수록 기호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나 비파잎 분

부터는 기공의 크기가 더욱 커지고 불규칙하며 허물어지면

말을 6% 이상 첨가하게 되면 녹색이 지나치게 증가하여 기

서 기공이 합쳐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홍삼을

호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향은 비파잎

첨가한 증편(Kim, 2005)과 주박 추출물을 첨가한 증편(Ko

4.5% 첨가 시 5.0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조군이나 6%

와 Shim, 2014)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증편 반죽의

첨가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비파잎 첨가에 따

발효 과정에서 형성되는 망상구조는 반죽 속에 존재하는 미

른 향에 대한 기호도는 4.5%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들이 생산해내는 물질들과 쌀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에

(P<0.001). 비파잎에는 꽃향기 성분인 D-nerolidol이 많이

의한 것이며 이는 밀의 글루텐이 나타내는 망상구조 형성과

들어 있어 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6% 이상 첨가하

유사한 성질을 나타낸다고 하였다(Kang과 Kang, 1996). 증

게 되면 이러한 향이 짙어져서 기호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편의 기공의 크기가 불규칙적이고 큰 것은 발효를 거치면서

보여진다(Bae와 Shim, 1998). 조직감에 대한 기호도는 비

산, 알코올, 휘발성 향기가 생성되고, 단백질 막은 탄산가스

파잎 4.5% 첨가군이 5.13점으로 가장 높았고, 비파잎 1.5%

를 포집하여 증기에 의해서 팽창하기 때문이며 쌀 단백질의

첨가군과 3% 첨가군의 경우 동일하게 4.93점으로 4.5% 첨

특유의 신축성과 탄력성 부족으로 기공이 균일하지 않다고

가군보다는 낮았지만 대조군의 4.46점과 6% 첨가군의 3.07

보고하였다(Chung 등, 2005).

점보다 높았다. 이는 강도 특성 검사에서 비파잎 분말 첨가
량이 6%로 높을 경우에 증편의 촉촉한 정도가 낮아졌기 때

관능검사

문으로 생각되며, 촉촉한 정도가 감소함에 따라 조직감에

비파잎 첨가 증편의 강도 특성 및 기호도 특성에 대한 관

대한 기호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맛은 대조군의

능검사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강도 특성 검사 평가

경우 3.80점으로 낮았으나 비파잎 3% 첨가군과 4.5% 첨가

항목 중 외관의 색은 비파잎을 첨가할수록 강도가 유의적으

군이 동일하게 5.2점, 비파잎 6% 첨가군이 2.87점으로 낮았

로 높게 평가되었다(P<0.001). 비파잎의 향에서는 첨가량

다. 비파잎에는 glutamic acid 및 aspartic acid 등 다양한

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비파

유리아미노산이 들어있어 맛을 좋게 하지만 6% 이상 첨가

잎의 쓴맛의 강도도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높게

할 경우 이러한 맛이 강해져서 기호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P<0.001), 조직감인 촉촉한 정도는 비파잎을

보여진다(Hwang 등, 2010). 전체적인 기호도는 대조군이

첨가한 증편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73점이었고, 비파잎 4.5% 첨가군은 5.27점으로 가장 높

(P<0.001). 촉촉한 정도는 대조군이 4.40점으로 가장 높았

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증편 제조

고, 비파잎 첨가군은 1.5% 첨가군이 4.33점, 4.5% 및 6%는

시 비파잎의 첨가로 인해 증편의 품질 및 관능적 특성이 개

각각 4.07점, 2.47점으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선되고 항산화능이 우수하여 기능성 증편으로서의 개발이

나타났다(P<0.001). 이는 비파잎 분말 첨가량에 따른 증편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도 특성 및 기호도 검사

의 수분함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수분함량이 감소할수록

를 실시한 관능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 증편에 첨가하는 비파

촉촉한 정도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유

잎의 양은 4.5% 첨가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분말을 첨가한 증편과 유사하였다(Park과 Yo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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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비파잎을 기능성 소재로 활용 가능성을 알아
보고 비파잎 분말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으로 증편 개발을
위해 비파잎 분말을 각각 0%, 1.5%, 3%, 4.5%, 6%를 첨가
한 증편을 제조하여 증편의 항산화 활성 및 품질 특성을 분
석하였다. 비파잎 분말의 총 폴리페놀은 169.30 mg GAE/g
이었으며, 이를 증편에 첨가한 경우 시료 첨가량에 비례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했다. 비파잎 분말의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IC50값은 각각 9.76
μg/g, 86.63 μg/g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된 증편의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도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
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비파잎 분말을 첨가한
증편의 품질 평가로는 pH, 당도, 수분함량, 조직감, 주사전자
현미경(SEM) 관찰을 실시하였다. 증편의 pH 및 당도는 첨
가량에 따라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수분함량은 비
파잎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증편의 색도
는 비파잎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은 낮아지고 a값과
b값은 증가하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조직감 중 경도와
검성, 씹힘성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응집성과 탄
력성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증편의 주사전자현미
경(SEM) 관찰에서는 비파잎 분말 첨가량에 따라 기공 크기
가 커지고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결과를 관찰하였다. 증편의
특성 강도 검사에서는 비파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비파잎의 색과 향, 쓴맛이 증가하였고, 촉촉한 정도는 감소
하는 결과를 얻었다. 기호도 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비파잎
분말 4.5% 첨가군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다음으로 3%
첨가군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증편에 비파잎 분말을 첨가하는 것은 항산화능이 증가하여
증편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건강지향적인 측면을 고려한
증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비파잎 분말 4.5
% 첨가 수준이 전반적인 기호도와 생리활성 측면에서 증편
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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