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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quality and antioxidant activity of wet noodles fortified by adding 
brown rice and sorghum powders. Wet noodle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WN-p (wheat flour 100%, purified 
salt 2%), WBN-b (wheat flour 80%, brown rice powder 20%, bamboo salt (×1) 2%), WBSN-b (wheat flour 80%, 
brown rice powder 10%, sorghum powder 10%, bamboo salt (×1) 2%), and WSN-b (wheat flour 80%, sorghum powder 
20%, bamboo salt (×1) 2%). The wet noodles were evaluated for their quality characteristics and capacities to scavenge 
free radicals. The weight, volume, capacity to absorb water, and turbidity of cooked WBSN-b were close to those 
of cooked WN-p. Springiness, cohesiveness, and chewiness of cooked WBSN-b were the highest among all cooked 
noodles added with brown rice or sorghum powders and textural properties of cooked WBSN-b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WN-P. In the sensory evaluation, the overall acceptance of WBSN-b received the highest score of 6.4 
points, which was higher than the score for WN-p. DPPH and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increased sig-
nificantly with addition of brown rice and sorghum powder, and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WBSN-b and WSN-b 
were the highest. In conclusion, wet noodles added with 10% brown rice powder, 10% sorghum powder, and 2% 
bamboo salt (×1) exhibited the same quality properties of WN-p. Addition of 10% brown rice powder, 10% sorghum 
powder, and 2% bamboo salt (×1) increased the sensory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wheat flour nood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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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수는 곡물을 분쇄하여 반죽한 것을 가늘고 길게 뽑은 

식품을 총칭하는 것으로 간편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1). 

국내 면 시장은 웰빙과 건강, 가공식품의 안전성이 집중 부

각되면서 건강 콘셉트의 제품들에서 생면, 건면 및 냉동면 

등으로 계속 진화되고 있다(2). 특히 열량을 줄인 튀기지 않

은 생면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건면보다는 수분을 함유

한 저칼로리 생면 유형의 제품과 양성분과 기능성 강화 

등 목적으로 대두분말(3), 발아현미(4), 버섯분말(5), 뽕잎

가루(6), 가루녹차(7)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국수 및 생면류

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미(brown rice)는 백미에 비해 2배 높은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고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비롯해 지방, 칼슘, 

인, 나트륨, 철분 등의 무기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많이 이용되며, 최근에는 현미를 

이용한 가공식품의 생산 및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8-10). 

현미에는 혈압강하, 뇌기능개선, 면역력 증강 등의 기능성과 

γ-aminobutyric acid, inositol, ferulic acid, arabinoxylan 

등의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11-14).

수수(sorghum)는 쌀, 보리, 밀, 옥수수에 이어 중요한 잡

곡의 하나이며, 식이섬유, 페놀화합물 등의 유효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수에 함유되

어 있는 페놀화합물은 강한 항산화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콜레스테롤 생합성 관련 효소인 HMG-CoA 

reductase 활성을 억제한다(15). 수수는 미국에서 밀 글루

텐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의 대체 식품으로 이용되며, 

아프리카에서는 소화기 질환의 치료를 위한 죽으로 이용되

고 있다. 수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중

남미에서도 술, 과자, 떡, 엿 등의 다양한 형태로 섭취하고 

있다(16,17).

우리나라 전통 건강 소금으로 오래전부터 민간요법에서 

소화불량이나 상처 치료에 사용해 온 죽염(bamboo salt)은 

대나무 통에 천일염을 넣고 진흙으로 봉하여 800~1,200°C 

이상에서 1회에서 9회까지 구워서 만들어진다(18). 일반 소

금과 달리 인체에 필요한 무기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

며 특히 칼륨, 칼슘, 철, 마그네슘 등의 풍부한 천연 미네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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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for wet noodles added with brown rice and 
sorghum powder
Ingredients WN-p WBN-b WBSN-b WSN-b

Wheat flour (g)
Brown rice flour (g)
Sorghum flour (g) 
Gluten (g)
Purified salt (g)
Bamboo salt (1×) (g)
Water (mL)

100
0
0
0
2
0

45

80
20
0
5
0
2

45

80
10
10
5
0
2
45

80
0

20
5
0
2

45

WN-p: wheat flour with purified salt.  
WBN-b: wheat flour and 20% brown rice powder with bamboo
salt (1×).
WBSN-b: wheat flour, 10% brown rice powder, and 10% sor-
ghum powder with bamboo salt (1×).
WSN-b: wheat flour and 20% sorghum powder with bamboo 
salt (1×).

함유하고 있다(18). 죽염은 살균 효과, 위염, 위궤양, 소화 

기계 질환에 대한 효과와 외상치료 및 해독작용에 대한 효

과, 암 예방 등에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20).

Lee 등(21)은 소금 종류에 따른 생면의 품질특성 연구에

서 정제염, 천일염, 구운소금, 1회 죽염을 각각 밀가루에 첨

가하여 생면을 제조하 고, 이들 중 1회 죽염을 첨가한 생면

의 품질이 우수하 다고 보고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ee 등(21)의 결과를 바탕으로 약리작용과 생리활성 효과

가 우수한 현미와 수수가루와 1회 죽염을 첨가한 생면을 제

조하 다. 이 면의 품질특성을 조사하여 밀가루로 만든 생면

과 비슷한 질감과 탄력을 가진 면을 개발하고, 항산화성을 

평가하여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한 생면을 개발하

고자 하 다. 

재료 및 방법

생면의 재료 및 제조

생면의 재료: 생면 제조에 사용된 소금은 정제염(Hanju 

Co., Ulsan, Korea)과 1회 죽염(Taeseong Food, Go-

chang, Korea)을 이용하 다. 단백질 16%, 지방 4%를 함

유한 중력분 밀가루(CJ CheilJedang Co., Yangsan, Korea)

와 수수가루(Chorokmaeul Inc., Seoul, Korea), 현미가루

(Ingrin, Pocheon, Korea), 활성 글루텐(Breadgarden Co., 

Deajeon, Korea)을 구입하여 생면을 제조하 으며, 실험용

수는 증류수를 사용하 다. 

생면의 제조: 생면은 Kim 등(22)과 Jeong 등(23)의 방법

을 약간 변형하여 여러 차례 예비 실험한 결과를 토대로 하

여 4가지 종류의 생면을 제조하 다. 밀가루와 정제염으로 

만든 생면(WN-p), 밀가루와 현미가루와 1회 죽염으로 만든 

생면(WBN-b), 밀가루와 현미가루와 수수가루와 1회 죽염

으로 만든 생면(WBSN-b), 밀가루와 수수가루와 1회 죽염

으로 만든 생면(WSN-b)을 제조하여 비교 실험하 고, 각 

생면의 재료비율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밀가루, 현미가루, 수수가루, 글루텐을 Table 1의 각각의 

분량대로 섞어 100 mesh 체에 내리고, 증류수에 Table 1의 

분량의 소금(정제염, 1회 죽염)을 녹인 후 가루에 가하여 반

죽기(BG-prBM09, Electrical Appliances Holdings Co., 

Ltd., Guangdong, China)를 사용하여 15분간 반죽한 후 반

죽을 비닐백에 넣어 실온에서 2시간 동안 숙성시켰다. 완성

된 반죽들을 제면기(BE-9500, Bethel, Busan, Korea)를 

이용하여 두께 4.0 mm의 조면대를 만들고 이를 복합하여 

다시 4 mm 두께의 면대를 형성한 다음 4단계(4.0, 2.8, 2.0, 

1.8 mm)의 롤을 거쳐 면대의 두께를 점차 감소시켰으며, 

최종적으로 굵기 1.8 mm, 너비 2.0 mm의 국수가닥으로 제

조하여 30 cm 길이로 잘라 생면을 제조하 다. 제조된 생면

은 polyethylene bag에 담고 밀봉한 후 4°C에서 저장하면

서 실험에 사용하 다. 

생면의 품질특성

생면 품질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hin 등(24)의 방법에 

따라 제조한 각각의 생면 20 g을 칭량하여 끓는 증류수 300 

mL에 넣고 150초 동안 조리한 후 실험용 체에 건져내어 

1분간 흐르는 물에 냉각시키고, 2분간 실온에서 방치하여 

실험하 다.

생면 조리 후의 중량, 수분흡수율, 부피, 국물의 탁도 측정: 

생면 조리 후의 중량을 측정하고, 수분 흡수율은 다음과 같

이 계산하 다.

수분흡수율(%)=[{조리 후의 생면의 중량(W1)－조리 전의 

생면의 중량(W0)}/조리 전의 생면의 중량(W0)]×100 

부피의 변화는 300 mL의 증류수를 부어 놓은 메스실린더

에 조리 후의 생면을 넣어 증가하는 물의 양으로 조리면의 

부피를 측정하 고(2), 국물의 탁도는 생면을 삶아 건져낸 

물을 실온에서 10분 식힌 다음 UV spectrophotometer 

(UV 2401PC, Shimadzu, Kyoto, Japan)를 사용하여 6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23).

pH와 조직감 측정: 생면 1 g을 취하여 10배량의 증류수

와 혼합하여 믹서로 갈아서 여과한 후에 pH meter(M210, 

Radiometer, Lyon, France)를 사용하여 pH를 측정하 다. 

생면의 조리 후 조직감은 Kim과 Kim(25)의 방법을 변형하

여 Rheometer(CR-100D, Sun Scientific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조리한 생면 가닥을 2.0 

mm×2.0 mm×30.0 mm의 크기로 성형한 후 각각 두 가닥

씩 붙인 뒤 두 겹으로 쌓아 platform에 올려놓고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 다. 측정 조건은 mode 21, max 

2 kg, adaptor number는 No. 20, sample width, height 

및 depth는 20 mm, 5 mm, 20 mm이었고, table speed는 

60 mm/min이었으며,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

siveness), 씹힘성(chewiness) 및 부착성(adhesiveness)

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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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oking characteristics of cooked noodles added with brown rice and sorghum powder
Samples Weight (g) Water absorption (%) Volume (mL) Turbidity (at 675 nm)
WN-p
WBN-b
WBSN-b
WSN-b

38.5±0.2d

41.6±0.3a

39.5±0.3c

40.7±0.2b

 92.5±1.1d

107.7±1.6a

 97.4±1.5c

103.3±1.1b

335.5±0.5c

338.7±0.5a

336.0±0.5bc

336.7±0.7b

0.59±0.0d

0.67±0.0a

0.62±0.0c

0.65±0.0b

WN-p: wheat flour with purified salt.  
WBN-b: wheat flour and 20% brown rice powder with bamboo salt (1×).  
WBSN-b: wheat flour, 10% brown rice powder, and 10% sorghum powder with bamboo salt (1×).
WSN-b: wheat flour and 20% sorghum powder with bamboo salt (1×).   
a-d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alues are mean±SD.

관능평가: 부산대학교 식품 양학과 대학원생 9명을 관

능검사 요원으로 선정하여 검사방법과 평가특성을 잘 인식

하도록 설명하고 예비실험을 통하여 훈련시킨 후 조리한 생

면에 대하여 관능평가를 실시하 다.

생면을 멸치다시국물에 넣어 4분간 끓인 후, 국물과 함께 

제공하 다. 평가한 내용은 정량적 묘사분석 방법을 사용하

다. 주관적인 항목으로는 종합적인 외관(appearance), 조

직감(hardness, chewiness), 종합적인 기호도(overall ac-

ceptance)를 평가하 고, 객관적인 항목으로는 미각적 지

각인 짠맛(salty), 쓴맛(bitter)을 평가하 다. 주관적인 평

가에서는 1에 가까울수록 싫고 9에 가까울수록 좋은 것으로 

나타내었고,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1에 가까울수록 감지 불

가능하고 9에 가까울수록 강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나타내었

다(26).

생면의 in vitro 항산화 효과

제조한 각각의 생면 1 g을 취하여 10배량의 증류수와 혼

합하여 1,000 rpm에서 1분간 homogenizer(Polytron PT 

3100, Brinkmann, Littau, Switzerland)를 이용하여 균질

화한 다음 1,200 rpm에서 3분간 원심분리(Combi-514R, 

Hanil Siecnce Industrial, Incheon, Korea) 하여 상층액을 

분리하고, 동결건조 하여 WN-p, WBN-b, WBSN-b, WSN- 

b의 상층액 1 mL당 각각 0.07 mg, 0.08 mg, 0.08 mg, 0.08 

mg의 고형분을 얻었다. 이 고형분을 이용하여 0.1~1.0 mg/ 

mL 농도로 DPPH와 hydroxy radical 소거 효과를 측정하

다.

DPPH 소거 효과: 분리한 상층액을 농도별로 메탄올에 

희석한 시료 100 μL와 150 μM DPPH(1,1-diphenyl-2- 

picrylhydrazyl)용액 100 μL를 96-well plate에 혼합하여 

30분간 실온에 방치시킨 후 540 nm에서 ELISA reader 

(model 680, Bio-Rad, Tokyo, Japan)로 흡광도를 측정하

다.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흡광도 차이

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27).

Hydroxy radical 소거 효과: Chung 등(28)의 방법에 

따라 10 mM FeSO4･7H2O-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disodium salt(EDTA)에 10 mM의 2-deoxyribose와 

농도별로 희석한 상층액을 혼합한 다음, 10 mM의 H2O2를 

첨가하여 Fenton 반응에 따라 37°C에서 4시간 동안 반응시

켰다. 이 혼합액에 2.8% trichloroacetic acid(TCA) 1.0 mL

와 1.0% thiobarbituric acid(TBA) 1.0 mL를 첨가하여 끓

는 물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다음 냉각시킨 후 540 nm에서 

UV spectrophotometer(UV 2401PC, Shimad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 다. 

통계분석

각 시료로부터 얻은 실험 결과들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

하여 분산분석(ANOVA)을 행한 후 P<0.05 수준에서 Dun-

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평균

(mean)±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표시하 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8.0(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결과 및 고찰 

생면의 품질특성

중량, 수분흡수율, 부피, 국물의 탁도: 밀가루에 현미나 

수수가루와 1회 죽염을 첨가하여 제조한 생면을 조리한 후

의 중량, 수분흡수율, 부피, 국물의 탁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과 같다. 조리 후 WN-p의 중량과 수분흡수율은 

38.5 g과 92.5% 으며, 현미와 수수가루를 첨가한 WBSN- 

b에서 각각 39.5 g과 97.4%로 밀가루로 제조한 WN-p보다 

수분흡수율이 2.5% 증가하여 가장 근접한 값을 나타내었다. 

수수가루를 첨가한 WSN-b와 현미가루를 첨가한 WBN-b

의 중량은 40.7 g과 41.6 g로, 수분흡수율은 103.3%와 107.7 

%로 밀가루로 제조한 생면보다 수분흡수율이 5.7~8.0% 증

가하 다. 조리 후의 부피는 WN-p는 335.5 mL 고, WBSN- 

b와 WSN-b 및 WBN-b의 부피는 336.0 mL, 336.7 mL, 

338.7 mL로 밀가루로 제조한 생면보다 현미가루와 수수가

루를 첨가한 생면의 부피가 모두 증가하 고, WBSN-b의 

부피는 WN-p의 부피에 가장 근접하 다. 생면을 삶아 조리

할 때 중량과 부피는 생면의 수분흡수율과 관계가 있으며, 

수분흡수율이 낮을수록 중량과 부피는 줄어든다. Hwang 등

(29)은 수분흡수율은 밀가루 전분의 수분흡수력과 연관 있

으며, 면 제조 시 첨가되는 재료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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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extural properties of cooked noodles added with 
brown rice and sorghum powder

Samples Springiness 
(%)

Cohesiveness
(%)

Chewiness 
(kg)

Adhesiveness
(g)

WN-p
WBN-b
WBSN-b
WSN-b

73.5±2.2a

53.6±5.6b

68.3±3.9a

45.2±3.6c

71.0±3.9a

45.2±3.4c  

60.4±4.0b

40.4±1.3c

0.37±0.0a

0.28±0.0c

0.33±0.0b

0.24±0.0d

10.0±2.7b

13.7±2.3b

14.7±3.2b

22.7±4.7a

WN-p: wheat flour with purified salt.  
WBN-b: wheat flour and 20% brown rice powder with bamboo
salt (1×).  
WBSN-b: wheat flour, 10% brown rice powder, and 10% sor-
ghum powder with bamboo salt (1×).
WSN-b: wheat flour and 20% sorghum powder with bamboo 
salt (1×).   
a-d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alues are mean±SD. 

품질특성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 동결건조 마

늘 분말 첨가면(2), 포도 과피 첨가면(30), 둥굴레 가루 첨가

면(31)의 결과에서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면의 중량, 부피, 

수분흡수율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 는데, 이는 첨가된 재료

의 지방 및 섬유소 등의 성분이 밀가루 전분과 글루텐의 수

화력을 저하하기 때문이라 보고하 다. 수분의 흡수 정도에 

따라 국수의 조직감이나 질감이 결정되고 수분의 흡수가 과

다할 때는 국수가 부드러워지고 탄력성 또한 감소되어 국수

의 질감을 저하시킨다(3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밀가루로 

제조한 생면 WN-p의 수분흡수율이 가장 낮아 생면을 조리

하 을 때 생면의 탄력성을 가장 잘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WN-p의 수분흡수율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현미와 수수

가루를 첨가하여 만든 WBSN-b의 탄력성과 질감이 WN-p

와 가장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물의 탁도는 조리 중 고형분의 손실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25). 밀가루로 제조한 생면 WN-p의 국물 탁도는 

0.59로 나타났고, 현미가루 및 수수가루를 첨가한 생면의 

조리 후 국물 탁도는 0.62~0.67로 WN-p에 비해 증가되었

다. 현미와 수수가루를 첨가하여 만든 WBSN-b가 WBN-b

와 WSN-b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탁도를 나타내었고, 밀가

루로 만든 WN-p에 가장 근접한 탁도를 나타내었다. 생면을 

조리한 후의 중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피와 수분흡수량과 국

물의 탁도가 증가하여 Lee 등(21)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탁도가 높은 것은 조리면에서 고형성분의 유출

이 많고 쉽게 풀어지며 끊어져 국수의 외관과 맛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3).

Lee 등(34)은 단위 중량당 평균입도가 낮은 것이 큰 표면

적을 갖기 때문에 2차 가공 시 수분흡수 속도가 빠르고 반죽

의 물리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하 다. 본 실험

에 사용된 현미가루와 수수가루의 입자크기는 177~250 μm  

(80~60 mesh)이고, 밀가루는 평균 60 μm(230 mesh)로 

입자크기가 다른 밀가루와 현미가루와 수수가루를 첨가함

에 따라 표면적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WBSN-b와 

WBN-b 및 WSN-b의 수분흡수율과 국물의 탁도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pH와 조직감: 생면의 pH 측정 결과는 밀가루로 제조한 

WN-p의 pH는 6.6으로 나타났고, 현미가루 및 수수가루를 

첨가한 WBN-b, WBSN-b, WSN-b는 7.4, 7.5, 7.5로 각각 

나타났다. Lee 등(21)의 연구에서 정제염과 밀가루로 제조

한 생면의 pH는 6.2로, 1회 죽염과 밀가루로 제조한 생면의 

pH는 6.6으로 보고하 고, pH의 차이는 죽염 때문이라 보

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죽염으로 제조한 생면에서 pH가 

더 높았으며, Lee 등(21)이 제조한 밀가루와 1회 죽염으로 

제조한 생면보다 현미가루와 수수가루와 1회 죽염을 첨가한 

생면의 pH가 더 높았다. 이에 1회 죽염과 현미가루나 수수

가루가 pH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알칼리성에서

는 전분의 호화와 팽윤이 촉진되며 산을 첨가한 것은 더디게 

팽창된다(26,35). 그러므로 pH가 높은 현미가루와 수수가

루를 첨가한 생면의 전분의 호화와 팽윤이 촉진되어 조리시

간이 단축될 것으로 생각된다.

생면의 조리 후 조직감을 rheometer를 이용하여 기계적

인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WN-p의 탄력

성은 73.5%, WBSN-b와 WBN-b 및 WSN-b의 탄력성은 

각각 68.3%, 53.6%, 45.2%로 나타났고, 응집성은 WN-p, 

WBSN-b, WBN-b, WSN-b에서 각각 71.0%, 60.4%, 45.2 

%, 40.4%로 측정되었다. 씹힘성은 WN-p, WBSN-b, WBN- 

b, WSN-b에서 각각 0.37 kg, 0.33 kg, 0.28 kg, 0.24 kg으

로 나타났다. 밀가루로 제조한 생면 WN-p의 탄력성, 응집

성, 씹힘성이 가장 높았고, 현미가루 또는 수수가루를 첨가

한 생면군에서는 WBSN-b가 우수한 조직감을 나타내었으

며, WN-p에 가장 근접한 조직감이 측정되었다. 부착성의 

결과에서도 탄력성, 응집성, 씹힘성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

다. Lee와 Park(36)은 국수류의 조직감 중 응집성, 탄력성

이 중요한 요인이라 하 으며, 탄력성이 클수록 국수의 선호

도가 큰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WBSN- 

b가 WBN-b와 WSN-b에 비해 탄력성과 응집성이 우수하

게 나타났으며, 현미가루와 수수가루만을 섞어서 생면을 만

드는 것보다 현미가루와 수수가루를 같이 혼합하는 것이 면

의 질감을 더 우수하게 하 다.

관능평가: 생면을 4분간 멸치다시국물에 넣어 조리한 후 

외관, 맛, 조직감, 전반적인 기호도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외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WSN-b

으며 이어서 WBSN-b, WBN-b, WN-p의 순으로 나타났

다. 이는 수수가루의 함유량이 높아 수수가루의 붉은 색으로 

외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여러 종류의 국수들이 만들어지고, 전통적인 

국수의 횐색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크게 탈피하고(37) 있음

을 반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WN-p는 다른 조리면과 비교

하여 짠맛이 높게 느껴진다고 하 는데 이는 정제염이 다른 

천일염 및 가공염과 비교하여 짠맛을 내는 NaCl의 구성 비

율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35). 씹힘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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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nsory evaluation of cooked noodles added with brown rice and sorghum powder

Samples Appearance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nceSalty Bitter Hardness Chewiness
WN-p
WBN-b
WBSN-b
WSN-b

5.5±1.3b

6.1±1.0ab

6.6±1.8ab

6.9±1.6a

3.9±1.8NS

3.3±1.3
3.2±1.5
3.1±1.3

2.1±1.7NS

2.5±1.4
2.6±0.8
2.8±1.1

5.6±0.8a

4.4±0.9b

5.9±0.9a

4.3±1.1b

4.4±1.2ab

4.8±0.9b

6.4±1.8a

6.0±0.8a

5.3±1.4b

5.5±0.9ab

6.4±0.7a

6.1±2.0a

WN-p: wheat flour with purified salt.  
WBN-b: wheat flour and 20% brown rice powder with bamboo salt (1×).  
WBSN-b: wheat flour, 10% brown rice powder, and 10% sorghum powder with bamboo salt (1×).
WSN-b: wheat flour and 20% sorghum powder with bamboo salt (1×).  
a-d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alues are mean±SD.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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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wet noodles added
with brown rice and sorghum powder. WN-p: wheat flour with
purified salt. WBN-b: wheat flour and 20% brown rice powder
with bamboo salt (1×). WBSN-b: wheat flour, 10% brown rice
powder, and 10% sorghum powder with bamboo salt (1×). 
WSN-b: wheat flour and 20% sorghum powder with bamboo 
salt (1×). a-c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alues are mean±SD. 

WBSN-b가 6.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WSN-b, 

WBN-b, WN-p 각각 6.0, 4.8, 4.4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인 기호도 또한 WBSN-b가 6.4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수분활성도, 부피, 탁도, 조직감 측정에서 

WN-p가 가장 우수하 으나 관능평가에서는 WN-p에 근접

하 던 현미가루와 수수가루를 첨가한 WBSN-b가 경도, 씹

힘성 그리고 전체적인 기호도에서 밀가루로 만든 생면 WN- 

p보다 모두 높은 점수로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P<0.05).

생면의 in vitro 항산화 효과

DPPH 라디칼 소거능: 생면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분석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0.1 mg/mL의 농도에서 WN- 

p, WBN-b, WBSN-b, WSN-b는 28%, 37%, 48%, 49%로 

라디칼 소거능을 보 으며, 0.5 mg/mL와 1 mg/mL 농도에

서도 농도 의존적으로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되었고, WN-p, 

WBN-b, WBSN-b, WSN-b의 순서로 항산화 효과가 증가

되었다.

이는 수수 추출물의 강력한 항산화활성(15)과 현미 속에 

포함된 ferulic acid같은 강한 항산화제가 다량 함유되어 있

어(38) WBSN-b와 WSN-b에서 라디칼 소거 효과가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제염을 사용한 

생면 WN-p보다 죽염을 사용하여 제조한 생면 WBN-b, 

WBSN-b, WSN-b 모두에서 라디칼 소거 효과가 높았다

(P<0.05). Hyun 등(39)은 깻잎첨가면의 DPPH 소거 효과가 

0.56 mg/mL 농도에서 50%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

서는 0.1 mg/mL 농도에서 WBSN-b, WSN-b의 항산화 효

과가 48%, 49%를 나타내어 현미와 수수를 첨가한 생면의 

항산화 효과가 우수하 다. Zhao 등(40)은 정제염과 천일염

은 25%의 높은 농도에서도 2.0%와 5.0%만의 소거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죽염은 1~25% 농도에서 농도에 따라 활성산

소 소거 효과가 증가하여 25% 농도에서는 81.4의 높은 라디

칼 소거 효과를 나타냈었다고 하 다. 그러므로 죽염의 사용

과 현미가루와 수수가루의 사용이 생면의 항산화 효과를 높

인 것으로 생각된다.

Hydroxy 라디칼 소거능: 생체 내의 프리라디칼은 반응

성이 강하고 여러 생체물질과 쉽게 화학반응을 일으켜 노화

나 DNA 변성을 일으킨다. 밀가루에 현미나 수수가루를 첨

가하여 제조한 생면의 hydroxyl radical 소거능을 분석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0.1 mg/mL에서 WN-p, WBN-b, 

WBSN-b, WSN-b의 hydroxyl radical 소거능은 각각 11 

%, 16%, 30%, 29% 고, 0.5 mg/mL에서는 20%, 22%, 

40%, 52%로 각각 나타났다. 0.5 mg/mL와 1 mg/mL 농도

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hydroxyl radical 소거 효과가 증가

하 다. WBSN-b와 WSN-b에서 가장 높은 hydroxyl rad-

ical 소거능을 나타내었고, 항산화성이 높은 현미가루나 수

수가루와 1회 죽염을 첨가한 WBSN-b와 WBN-b와 WSN- 

b가 밀가루와 정제염으로 제조한 WN-p보다 높은 hydrox-

yl radical 소거능을 보 다. 이는 DPPH 라디칼 소거능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고, 현미가루와 수수가루와 1회 죽염

의 첨가가 밀가루로 제조한 생면보다 항산화능력을 높인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현미가루와 수수가루와 1회 죽염을 이용하

여 3가지의 생면을 제조하 다. 이들의 수분활성도, 탁도, 

조직감, 관능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현미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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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wet noodles add-
ed with brown rice and sorghum powder. WN-p: wheat flour
with purified salt. WBN-b: wheat flour and 20% brown rice pow-
der with bamboo salt (1×). WBSN-b: wheat flour, 10% brown
rice powder, and 10% sorghum powder with bamboo salt (1×).
WSN-b: wheat flour and 20% sorghum powder with bamboo salt
(1×). a-c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alues are mean±SD. 

와 수수가루를 각각 10%씩 첨가한 생면 WBSN-b 고, 항

산화 효과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면의 탄력성은 기호

에 많은 향을 끼치는데, WBSN-b는 밀가루로 만든 생면

의 조직감에 가장 근접하 다. 이에 현미가루와 수수가루 

각각 10%씩과 1회 죽염 2%를 첨가하여 제조한 생면은 기호

도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항산화성이 우수한 생면이라 할 

수 있겠다.

요   약

밀가루에 현미가루와 수수가루의 비율을 달리하여 혼합하

고 1회 죽염 2%를 첨가하여 3가지의 생면을 제조하 으며, 

이를 밀가루와 정제염으로 만든 생면과 품질특성 및 in vitro 

항산화 효과를 비교하 다. 품질특성 중 중량, 수분흡수율, 

탁도는 현미가루와 수수가루를 첨가한 WBSN-b가 39.5 g, 

97.4%, 0.62로 나타나 밀가루로 제조한 WN-p 측정 결과인 

38.5 g, 92.5%, 0.59와 유사하 다. 탄력성은 WN-p(73.5 

%)와 WBSN-b(68.3%)에서 높았으며, 다음으로 WBN-b, 

WSN-b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능평가에서 전체적인 기호도

는 WBSN-b가 6.4점으로 가장 높았고, WSN-b, WBN-b, 

WN-p는 6.1, 5.3, 5.3점이었다. 생면의 pH는 WBN-b는 

7.4, WBSN-b는 7.5, WSN-b는 7.5, WN-p는 6.6로 1회 

죽염과 현미가루와 수수가루를 첨가한 생면이 pH가 높게 

나타났다. DPPH free radical 및 hydroxy radical 소거 효

과에서는 현미가루와 수수가루를 10%씩 혼합한 생면 

WBSN-b와 수수가루 20%를 혼합한 WSN-b가 높은 라디

칼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 현미가루와 수수가루

를 각각 10%씩 그리고 1회 죽염 2%를 첨가한 생면이 밀가

루로 제조한 생면의 품질특성에 가장 근접하 고, 기호면과 

항산화 효과에서 가장 우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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