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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가루 첨가에 따른 만두피의 항산화 활성 및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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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dumpling
shells prepared by adding 10, 15, and 20% (w/w) sorghum powder (SP). The water-binding capacity, weight and volume
of the dumpling shells decreased, and turbidity increased after cooking as the quantum of SP increased. The L and
b values de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s of SP, whereas a value increased. Texture analysis revealed that chewiness,
gumminess, cohesiveness, and springiness increased as amount of SP increased, whereas hardness and adhesiveness
decreased. A measurement of the antioxidant compounds in the dumpling shells showed that the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at 20% SP were 14.68 mg gallic acid equivalents/25 g fresh weight (FW) and 5.91 catechin equivalent/25
g FW, respectively. The DPPH and ABTS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reducing power were the highest in
the dumpling shells at 20% SP.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e feasibility of SP added dumpling shells as
a health food with physiological benefits and provide evidence for introducing various health foods enhanced with
the addition of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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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시되면서 양적 경쟁을 이룬 시기라면 2016년 이후부터는
만두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원재료 및

냉동가공 식품이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을 제조 가공

맛 품질이 높은 프리미엄 제품이 확대되면서 생산 규모가

또는 조리한 식품을 장기 보존할 목적으로 동결처리하여 포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어진다(Korea Agro-Fisheries and

장용기에 넣고 냉동 저장하는 식품을 말하며, 원료를 가공

Food Trade Corporation, 2018). 만두는 우리나라 주식류

또는 전처리하여 조직, 맛, 신선도와 영양 성분이 변화하지

의 한 종류로 하루세끼의 식사 중 주로 점심이나 저녁에 식

않게 급속 동결하고 -18°C 이하에서 제품 온도를 유지한

사대용으로 먹기도 하지만 간식 혹은 별식으로 남녀노소 구

용기 포장 식품을 지칭한다(Seo, 2016). 이 중 만두류는 육

분하지 않고 즐겨 이용되고 있는 음식이다(Bok, 2008). 또

류, 채소류 등의 혼합물을 만두피 등으로 성형한 것을 말하

한 조리의 간편성 때문에 냉동만두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는데 만두피 안에 다양한 만두소를 넣어 여러 품목의 제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간편성과 건강성에 대한 소비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냉동만두의 생산 규모는

자들의 욕구에 발맞추어 만두의 형태나 재료 등이 매우 다양

2012년 3,888억 원에서 2016년 7,051억 원으로 81.4% 증

하게 출시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가하였으며, 2014년과 2015년은 다양한 만두 신제품이 출

(Kim 등, 2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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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가루 첨가 만두피의 품질 특성

수수(Sorghum bicolor L. Moench)는 외떡잎식물 벼 목
에 속하며 전 세계적으로 식용과 사료로 널리 재배되는 작물
이다. 원산지는 열대 아프리카로 아시아, 중미지역 및 유럽
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Afify 등, 2011). 또한 밀,
벼, 보리, 옥수수 다음으로 수확량이 많은 작물로 알려져 있
으며(Ryu와 Moon, 2003),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
국, 인도, 중남미에서는 술, 과자, 떡, 엿 등의 다양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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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of dumpling shell added with varied amounts
of sorghum powder
Samples
Ingredient (g)
Control
SP-10
SP-15
SP-20
Flour
100
90
85
80
Sorghum powder
0
10
15
20
Salt
2
2
2
2
Water
40
40
40
40

섭취하고 있다. 수수에는 phenolic acids, flavonoids, tannins 등 항산화 활성을 가진 물질이 포함 되어있어 콜레스테

10, 15, 20%로 결정하였으며 Table 1과 같은 배합 비율로

롤 감소(Awika와 Rooney, 2004), 항균 활성(Kil 등, 2009),

제조하였다. 만두피의 반죽은 밀가루 100 g에 소금 2 g, 물

항염증(Afify 등, 2012) 및 항암(Park 등, 2012) 등의 효과

40 g을 가정용 반죽기(Electric mixer, KMC550, Ken-

로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수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

wood, Havant, UK)를 사용하여 저속에서 5분, 중간속도에

져 있는 tannin은 항산화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서 3분 반죽 후 23°C에서 30분간 숙성시켰다. 숙성된 반죽

되어진 바 있다(Dykes 등, 2005). 이렇듯 많은 연구에서

을 국수제조기(Atlas 150, MARCATO, Modena, Italy)를

수수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는데 비해 수

사용하여 두께 1.00 mm, 직경 6 cm의 원형 만두피를 제조

수를 첨가하여 제조한 가공식품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

하였다.

이다. 냉동만두에서 만두피는 대부분 밀가루로만 만들거나
일부 제품은 필요에 따라 첨가물을 소량 첨가하여 품질을

수수 첨가 만두피의 조리 특성 평가

개선하고 있다. 이에 만두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치가

만두피 조리 시 변화는 Kim 등(2009b)의 방법으로 측정

높아진 만큼 만두피를 제조할 때 생리활성 효과가 있는 식재

하였다. 중량 변화는 만두피 30 g을 스테인리스 냄비에 물

료를 첨가하여 제조하면 소비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며 좋은

300 mL를 넣고, 끓는 물에서 3분간 삶은 후 냉수에서 30초

냉동식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 냉각시킨 다음 3분간 물을 뺀 뒤 만두피의 무게를 측정하

건강에 유익한 기능이 있다고 알려진 천연 소재를 첨가한

였다. 만두피의 수분 흡수율은 조리 후 만두피의 중량에서

만두피의 연구를 보면 콩가루(Pyun 등, 2001), 홍어 분말

조리 전 만두피의 중량을 빼고 다시 조리 전 만두피의 중량

(Cho와 Kim, 2008), 새우 분말(Kim 등, 2009b), 파래 분말

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삶은 만두피의 부피

(Park, 2010), 새송이 분말(Kang 등, 2011), 비파잎 분말

는 500 mL mass cylinder에 300 mL의 물을 채운 다음

(Park, 2012), 고아미가루(Kim과 Lee, 2013), 울금(Seo,

수분 흡수율을 측정한 만두피를 시료로 mass cylinder에

2013)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만두피의 품질 특성에 대한 연

넣어 증가하는 물의 부피를 측정하여 구하였다. 만두피 국물

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수가루를 만두피 제조에 활용한 연

의 탁도는 고형물의 용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조리를

구는 없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만두

끝낸 국물을 400 mL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냉각한 후 분광

피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광도계를 사용하여 6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는 수수가 갖는 우수한 생리 기능을 활용하고자 수수가루를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평균값을 구하여 나

첨가하여 만두피를 제조하고 물리적 품질 특성과 항산화 활

타내었다.

성을 평가함으로써 수수의 이용분야 확대 및 다양한 기능성
만두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수수 첨가 만두피의 색도 측정
만두피의 색도는 만두피를 끓는물에 넣고 3분간 삶은 뒤

재료 및 방법

물기를 제거하고 측정 용기에 담아 색차계(Choromameter
CR-200, Minolt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밝기(L,

재료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 값

본 실험에 사용된 수수는 광복영농조합법인(2019년 국내

을 3회 반복 측정하고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

산, 청주)으로부터 구입하였고, 수수 통곡을 blender로 분쇄

된 표준백색판(standard plate)의 L, a, b 값은 90.5, 1.4,

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밀가루는 수입밀을 원료로 제조한

3.7이었다. 이로부터 색상을 나타내는 H(hue angle value)

제면용 중력분(CJ Cheiljedang Corp., Seoul, Korea)을 사

[(=arctan b/a) indicating sample color(0 or 360=red;

용하였으며 소금은 순도 95% 이상의 정제염을 사용하였다.

90=yellow; 180=green; 270=blue)] 값과 채도를 나타내
2
2 1/2
는 C[chroma=(a +b ) ] 값을 각각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수수 첨가 만두피의 제조
수수가루의 첨가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만두피의 품질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예비실험을 거쳐 총 가루 분량의

수수 첨가 만두피의 조직감 측정
TPA(texture profile analysis) 실험은 물성측정기(TA-

박재희 ․ 성은정 ․ 허희진 ․ 김현주 ․ 정헌상 ․ 이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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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ditions of texture analyzer for dumpling shells added with sorghum powder
Items

Operation condition

Pre test speed
Test speed
Post-test speed
Distance
Time
Trigger force
Compression rate

3.0 mm/s
1.0 mm/s
1.0 mm/s
1.0 mm
2.0 s
5.0 g
50%

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을 이용하여 표준곡
선을 작성한 후 각 샘플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catechin
equivalent, CE)을 계산하여 mg CE/25 g fresh weight로
나타내었다.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이용한 항산화력은 Mau 등
(2002)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ABTS 7.4 mM과
potassium persulfate 2.6 mM을 하루 동안 암소에 방치하

XT2, Stable Micro Systems Ltd., Godalming, UK)를 이

여 ABTS 라디칼을 형성시킨 후, 이 용액을 735 nm에서

용하였다. 측정시료는 끓는물에서 삶은 후 물기를 뺀 만두피

흡광도 값이 1.0이 되도록 몰 흡광계수를 이용하여 증류수

를 가로 1 cm, 세로 1 cm, 두께 1 mm로 절단하여 2겹으로

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ABTS 라디칼 용액 1 mL에 추출물

준비하였고 칼날형 프로브를 이용하여 경도(hardness), 부

50 µL를 가하여 60분 후에 73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착성(ad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씹힘성(chewi-

다. Trolox를 이용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한 후 시료의 항산

ness), 검성(gumminess) 및 응집성(cohesiveness)을 측정

화력(Trolox equivalent, TE)을 계산하였으며 mg TE/25

하였다. 2회 반복 압착실험(two bite compression test)을

g fresh weight으로 나타내었다.

하여 조직감을 측정하였다. 측정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
으며 모두 10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추출물 제조

은 Dewanto 등(2002)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행하였다. 0.2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라디칼 소거능
만두피의 항산화성을 알아보고자 시료 8 g과 메탄올 200

mM DPPH 용액 1 mL에 추출물 50 µL를 가하고 30분 후에

mL를 넣고 shaking incubator(VS-8480, Vision Scien-

반응액의 흡광도 변화를 520 nm에서 측정하였다. Trolox

tific,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24시간 동안 실온에서

를 이용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한 후 시료의 항산화력(Trolox

추출하였다. Whatman No. 2 filter paper(Whatman Inter-

equivalent, TE)을 계산하였으며 mg TE/25 g fresh

national, Kent, UK)를 이용하여 여과 후 완료된 추출물을

weight으로 나타내었다.

40°C 이하에서 감압 농축하였다. 농축액은 dimethyl sulfoxide(DMSO)로 재용해 후 0.22 µm 멸균 필터로 여과한
다음 냉동 보관하여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환원력 측정
환원력은 Mau 등(2002)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추출물 250 µL에 200 mM sodium phosphate buffer(pH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6.6) 250 µL, 1% potassium ferricyanide(w/v) 250 µL를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 방법을 이용하여 측

혼합하여 50°C에서 20분 동안 반응시킨 후 10% trichloro-

정하였다(Zhishen 등, 1999). 각 희석된 추출물 100 µL에

acetic acid(w/v) 250 µL를 가하였다. 위 반응액을 10,000

2% Na2CO3 용액 2 mL와 1 N Folin-Ciocalteu’s reagent

rpm에서 1분 동안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 500 µL에 증류수

100 µL를 혼합하였다. 5분 반응 후 혼합물의 흡광도 값을

500 µL를 혼합하고 0.1% ferric chloride(w/v) 100 µL를

750 nm에서 측정하였고, 표준물질로 0.1% gallic acid를

가하여 700 nm에서 반응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rolox

이용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한 후 시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

를 이용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한 후 시료의 환원력(Trolox

(gallic acid equivalent, GAE)을 계산하여 mg GAE/25 g

equivalent, TE)을 계산하였으며 mg TE/25 g of dumpling

fresh weight로 나타내었다.

shell로 나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통계 분석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Colorimetric method의 방법

통계 분석은 SAS ver. 9.4(SAS Institute Inc., Cary, NC,

(Mau 등, 2002)에 의해 측정하였다. 각 시료에 5% NaNO2

U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데이터 간의 유

75 µL를 가한 후 6분 동안 방치하고, 10% AlCl3･H2O 150

의차는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nce)의 Dun-

µL를 넣고 5분 방치하였다. 1 M NaOH 500 µL를 가한 후

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해 P<0.05 수준에서 검증하

흡광도값 510 nm에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catechin(Sig-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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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sorghum powder on the cooking characteristics of dumpling shells
Weight before
Weight after
Volume
Water absorption
Samples
cooking (g)
cooking (g)
(mL)
(%)
a
a
a
46.85±0.3
43.67±0.6
56.18±0.8a
Control
30.00±0.1
29.61±0.2c
45.37±0.5b
39.67±0.6b
53.25±0.3b
SP-10
29.92±0.2b
44.61±0.4c
38.00±1.0bc
49.09±0.6c
SP-15
d
d
b
29.42±0.3
43.73±0.4
38.67±0.6
48.61±0.4c
SP-20

Turbidity
(OD at 675 nm)
0.08±0.004c
0.12±0.004b
0.13±0.006b
0.16±0.010a

Each valu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Control, no sorghum powder; SP-10, 10% sorghum powder added; SP-15, 15% sorghum powder added; SP-20, 20% sorghum powder
added.
2015) 및 곰취 만두피(Park 등, 2015a)의 연구에서도 부재

결과 및 고찰

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만두피 국물의 탁도가 높게 나타

수수 첨가 만두피의 품질 특성

났다고 보고한 바 있어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수가루를 첨가하여 만두피의 항산화 활

수수가루 첨가에 따른 만두피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수 첨가 만두피의

Table 4와 같다. 조리 전 수수가루 첨가 만두피의 L, a, b

이화학적 품질 변화를 측정하였다(Table 3). 조리 후 수수

값은 첨가 농도별로 각각 64.94~53.21, 15.19~16.10,

첨가 만두피의 중량은 수수가루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10.50~8.15로 대조구 값(89.64, 0.01, 12.60)과 유의적인

45.37 g에서 43.73 g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차이(P<0.05)를 보였다. 수수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

대조구의 무게는 46.85 g이었다. 부피 또한 대조구가 43.67

b 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a 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mL였으며 수수가루 첨가 비율에 따라 39.67 mL에서 38.67

보였으며 첨가군 간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색의 선명도

mL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수분 흡수율은 대조구

를 나타내는 채도(C, chroma)는 수수가루 첨가량에 따른

56.18%에서 수수가루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53.25%에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

서 48.61%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볶은 콩가루를

적(P<0.05)으로 증가하였다. H 값 또한 L, a, b 값으로부터

첨가한 만두피의 경우 레시틴과 단백질의 보수성으로 인해

계산되며 H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붉은색, 90에 가까울수록

조리 특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Pyun 등,

노란색, 180에 가까울수록 초록색, 그리고 270에 가까울수

2001), 본 실험에서는 글루텐 단백질이 결여되어 있는 수수

록 파란색을 나타내게 된다. 대조군의 H 값은 89.93으로 노

가루를 첨가함에 따라 보수력이 낮아 조리 특성이 변화한

란색에 가깝고 첨가군은 34.64~26.84로 첨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Taylor 등, 2006). 만두피의 부피는 대조

수록 붉은색에 가까워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리 후 대조

군과 비교하였을 때 수수가루 10% 첨가군에서 감소하였지

구 및 수수가루 첨가 만두피의 L, a, b 값은 조리 전 만두피보

만 첨가군 간에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리한 국물의

다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H 값과 C 또한 전체적으로 낮아져

탁도는 대조군에서 0.0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수수가루

붉은색에 가까워지고 선명함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탁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본 연구에 사용된 수수의 종피가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첨가

다. 이는 만두피 제조 과정에서 부재료의 첨가물이 증가할수

량이 증가할수록 a값은 증가하고 L 값 및 b 값이 감소하는

록 고형분의 손실로 용출 성분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강

것을 확인하였으며, 메수수가루 첨가 생면(Kim 등, 2013),

황 만두피(Park 등, 2014), 미나리 만두피(Park과 Kim,

수수가루 첨가 수연소면(Song 등, 2018)의 연구결과와 유

Table 4. Influence of sorghum powder on the color of different wet and cookied dumpling shells
L-value
a-value
b-value
H
Samples
(lightness)
(redness)
(yellowness)
(hue angle value)
a
0.01±0.1c
12.60±0.4a
89.93±0.4a
Control
89.64±0.7
Wet
b
b
b
64.94±0.4
15.19±0.2
10.50±0.2
34.64±0.7b
SP-10
dumpling
c
a
c
57.42±0.5
16.00±0.2
8.89±0.5
29.06±1.3c
SP-15
shell
53.21±0.4d
16.10±0.0a
8.15±0.1d
26.84±0.3d
SP-20
Cooked
dumpling
shell

Control
SP-10
SP-15
SP-20

a

85.50±1.2
64.93±1.0b
54.84±1.5c
52.20±0.6d

1.14±0.7c
13.86±0.2b
14.78±0.7ab
15.67±0.2a

11.50±0.6a
4.79±0.2b
5.04±0.5b
4.97±0.2b

84.46±3.4a
19.05±0.9b
18.88±2.3b
17.59±0.9b

C
(chroma)
12.60±0.4b
18.47±0.2a
18.31±0.3a
18.05±0.1a
11.57±0.7d
14.67±0.1c
15.62±0.5b
16.44±0.2a

Each valu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Control, no sorghum powder; SP-10, 10% sorghum powder added; SP-15, 15% sorghum powder added; SP-20, 20% sorghum powder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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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exture attributes of cooked dumpling shell with sorghum powder
Samples

Chewiness

Control
SP-10
SP-15
SP-20

b

Gumminess

Cohesiveness

a

31.24±8.4
39.48±6.5a
33.25±5.1ab
37.29±9.3ab

Hardness (G)

b

36.84±7.3
43.21±5.5a
38.83±4.4a
41.45±8.7a

a

0.34±0.1
0.45±0.1a
0.45±0.1a
0.49±0.1a

Adhesiveness (gs)

Springiness

a

107.24±11.0
96.05±6.8b
85.67±6.6c
84.87±10.8c

0.84±0.1b
0.91±0.1a
0.85±0.1ab
0.89±0.1ab

−29.40±6.5
−48.32±5.0b
−62.48±5.9c
−52.41±9.1b

Each valu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n=10).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Control, no sorghum powder; SP-10, 10% sorghum powder added; SP-15, 15% sorghum powder added; SP-20, 20% sorghum powder
added.
사하였다.

라 경도와 부착성은 감소한 반면 탄력성, 씹힘성, 검성, 응집

수수가루 함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만두피의 조리 후 조직

성은 모두 첨가군의 함량에 따라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으나

감 특성은 Table 5와 같다. 측정한 경도는 대조군이 107.24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증가하였으므로 적당량의 수수가

±11.0 G로 나타났고, 수수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

루 첨가 비율을 조절하여 제품 특성에 맞는 만두피의 품질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매생이 분말(Park 등,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015b), 발아약콩가루(Han과 Han, 2011), 새송이 분말
(Kang 등, 2011)과 같이 부재료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조리

수수첨가 만두피의 항산화 활성

후의 경도는 감소한다는 보고와 같다. 그러나 마가루(Park

천연물의 폴리페놀에 존재하는 다수의 히드록실기(-OH)

과 Cho, 2006), 자색고구마(Lee와 Yoo, 2012), 비트(Kim

는 여러 화합물과 쉽게 결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체내에

등, 2015)를 첨가한 국수의 품질 특성 연구에서는 부재료의

갖고 있는 활성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꾸어주는 효과가

첨가량 증가에 따라 경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뛰어나 다양한 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낮춰준다(Urquiaga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부재료의 첨가에 따른 경도의 증가

Leighton, 2000). 따라서 항산화 물질 함량이 높다고 알려

및 감소는 첨가물의 종류 및 다양한 특성에 따른 차이에 기

지는 수수를 첨가하여 제조한 만두피 조리 전, 후의 총 폴리

인되는 것으로 사료된다(Hwang 등, 2019). 탄력성, 씹힘성,

페놀, 총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은 Fig. 1A와 같다. 조리전의

검성, 응집성은 대조군에서 가장 낮은 값(0.84, 31.24, 36.84,

경우에는 수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8.03~14.68 mg

0.34)을 나타내었고 수수가루 첨가군에서 모두 증가하는 것

GAE/ 25 g fresh weight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첨가군의 함량에 따라 유의차는 나

었다. 조리 후의 수수 첨가군은 5.24~8.85 mg GAE/25 g

s
타나지 않았다. 부착성은 대조군이 -29.4 g 로 가장 높았으

fresh weight으로 10~20% 첨가군 모두에서 유의적(P<

며 수수가루를 첨가하였을 때 감소함을 보였다. 탄력성과

0.05)으로 증가하였지만 조리 전보다 감소하였다. 수수가루

씹힘성, 검성은 10%의 수수가루 첨가군에서 증가하였다가

를 첨가하여 제조한 만두피의 조리 전, 후의 총 플라보노이

15%의 수수가루 첨가군에서 낮아져 대조군과 유사해지는

드 함량은 Fig. 1B와 같으며 첨가군 모두에서 유의적(P<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수수가루 첨가량에 따

0.05)으로 증가하고 조리 후 감소하는 총 폴리페놀 함량과

B

Before cooking
After c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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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mg/25 g F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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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tal polyphenol contents and flavonoid contents of dumpling shells added with sorghum powder before and after cooking.
(A)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the dumpling shell with sorghum powder. (B) Total flavonoid contents of the dumpling shell with
sorghum powder. Each valu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Control, no sorghum powder; SP-10, 10% sorghum powder added;
SP-15, 15% sorghum powder added; SP-20, 20% sorghum powder added. FW: fresh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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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리 후의 항산화

TE/25 g fresh weight으로 증가하였고 조리 후의 결과값

성분 및 항산화 활성이 감소한 발아현미 첨가 국수(Kong과

또한 첨가군의 수수가루 함량에 따라 2.43~5.00 mg TE/25

Lee, 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조리 전과 조리 후에

g fresh weight으로 증가하였다. 각 샘플의 조리 후 라디칼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수수에 함유되어 있는 색소

소거능은 조리 전보다 모두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첨가

등의 항산화 성분들이 조리 과정에서의 침지로 색소 등의

량에 따라 유의적(P<0.05)으로 증가하였다(Fig. 2B). 수수

성분들이 용출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수의 겨가

가루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 폴리페놀 함량과 총 플라보

껍질이나 낟알보다 높은 함량의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

노이드 함량이 증가하여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였

다는 기존 연구결과에 따라(Woo 등, 2010) 만두피 제조에

다고 판단되며, DPPH 라디칼 소거능은 페놀성 물질에 의한

사용한 수수가루가 통곡이었으며 유색수수 종피 부분에 축

산화방지 작용의 지표로서 환원력이 큰 물질일수록 전자공

적된 항산화 성분이 도정으로 깎여 나가지 않고 남아있어

여능이 높아진다고 알려진바 있다(Shin 등, 2005). 본 연구

수수가루의 첨가량이 10~20% 수준이었음에도 만두피 중

에서도 수수가루 첨가로 인한 총 페놀 함량 증가와 라디칼

phenolic compound의 증가가 농도에 따라 뚜렷한 것으로

소거능에 있어 상관관계가 있다고 예상한다.
Trolox를 이용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한 후 시료의 환원력

생각된다.
ABTS 및 DPPH 라디칼을 이용한 항산화력은 Trolox를

을 계산한 결과를 Fig. 2C에 나타내었다. 조리 전 대조군

표준물질로 이용하여 mg 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0.10 mg Trolox/25 g fresh weight)에 비해 첨가군은 수

capacity/25 g fresh weight으로 산출하였으며, 첨가량에

수가루 함량에 따라 1.09~4.10 mg Trolox/25 g fresh

따른 항산화 능력 측정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DPPH

weight으로 유의적(P<0.05)으로 함량이 증가하였고, 조리

라디칼 소거능은 조리전의 대조구가 0.80 mg TE/25 g of

후 대조군(0.10 mg Trolox/25 g fresh weight)에 비해 수

dumpling shell이었으며, 수수가루 첨가량에 따라 1.37~

수가루 첨가에 따라 0.60~2.77 mg Trolox/25 g fresh

4.38 mg TE/25 g fresh weight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조리

weight으로 유의적(P<0.05)으로 증가하는 값을 나타내었

후는 대조구가 0.59 mg TE/25 g fresh weight, 수수가루

다. 본 실험결과 대조군, 첨가군에 있어 모두 조리 후 Trolox

첨가량에 따라 1.04~2.54 mg TE/25 g fresh weight으로

의 함량은 감소하였지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환원력이 증

증가하였다(Fig. 2A).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어떤 물질의 항산화 활성

조리 전 첨가군은 수수가루 함량에 따라 3.03~7.33 mg

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환원력은 항산화 활성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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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nd reducing power of dumpling shell added with sorghum powder
before and after cooking. (A) DPPH was expressed as Trolox
equivalents of the dumpling shell with sorghum powder. (B)
ABTS was expressed as Trolox equivalents of the dumpling shell
with sorghum powder. (C) Reducing power was expressed as
Trolox equivalents of the dumpling shell with sorghum powder.
Each valu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Control, no sorghum powder; SP-10, 10% sorghum powder added; SP-15, 15%
sorghum powder added; SP-20, 20% sorghum powder added.
FW: fresh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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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수수가루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환원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생리활성 기능을 가진 수수를 이용하여 수수가루
첨가에 따른 만두피의 품질 특성 및 항산화 활성에 대해 알
아보았다. 수수가루를 10, 15, 20%로 함량을 달리하여 만두
피를 제조한 결과 조리 특성의 경우 수수가루를 첨가한 만두
피는 대조군에 비해 조리 후 중량, 수분 흡수율, 부피가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조리 후 탁도는 대조군에 비해 수수가루
첨가군에서 증가하였다. 수수가루 첨가 만두피의 품질 특성
을 조사한 결과, 색도는 수수가루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명도(L 값)와 황색도(b 값)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적
색도(a 값)는 증가하였다. 만두피의 조직감은 수수가루 첨가
군에서 씹힘성, 검성, 응집성, 탄력성이 높아졌으며 경도와
부착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수수 첨가 만두피의 항
산화 활성을 조사한 결과 총 폴리페놀 함량과 총 플라보노이
드 함량 모두 수수 첨가 비율 20%에서 각각 14.68 mg GAE/
25 g FW, 5.91 mg CE/25 g FW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
었다.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능, 환원력 역시 마찬가
지로 수수 첨가 비율 20%에서 각각 4.38 mg TE/25 g FW,
7.33 mg TE/25 g FW, 4.09 mg TE/25 g FW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만두피의 제조에 있어 수수
가루 첨가는 만두피의 품질 특성 및 항산화 활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만두피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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