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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화수수 분말을 첨가한 발효주의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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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ompar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physiological activities of Korean 
traditional wines fermented by addition of puffed sorghum powder. Using a two-step brewing process for fermented 
wines, pH, acidity, ethanol, color, tannin, α-glucosidase activities, antioxidant, and reducing sugar levels as well as 
sensory evaluation were measured during fermentation at 2-day intervals until day 8. The pH levels of fermented 
wines ranged from 4.07 to 5.53, and acidity ranged from 0.13 to 0.86. On the last day of fermentation, alcohol contents 
of control, raw sorghum, steamed sorghum, and 25, 50%, and 100% puffed sorghum were 16.8%, 11.7%, 13.4%, 
16.5%, 15.2%, and 16.4%, respectively. The reducing sugar and α-glucosidase activities of puffed sorghum fermented 
wines were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whereas those of steamed sorghum were lowest. As 
puffed sorghum powder content increased, antioxidant activity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results of the sensory 
evaluation, overall preference of 50% puffed sorghum fermented wines was highest among the samp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physiological activity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fermented wines containing puffed sorghum 
powder contribute to value added improvement of sorghum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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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수(sorghum, Sorghum bicolor L. Moench)는 벼목 볏

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화본과 식물로 중요한 잡곡 중 하나이

며(1,2), 메마르거나 습한 땅에서도 잘 자라지만 건조한 열

대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다(3). 한의약에서는 

체온유지, 위장보호 소화촉진 및 해독작용 등 여러 가지 기

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4). 또한 수수에 함유되어 있는 페

놀화합물은 강한 항돌연변이원성의 활성(5)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수수 추출물은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그 외에 수수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로는 25종의 수수를 메탄올 추출하여 순차적 용매 분획

한 후 항산화 및 항균 활성을 검정한 연구(7), 수수 안토시아

닌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연구(8), 수수에 함유되어 있는 

페놀산, 플라보노이드, 탄닌 등의 페놀성분에 대한 연구 보

고(9)가 있다. 이렇듯 많은 연구에서 수수의 생리활성에 관

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는데 비해 수수를 가공 처리한 전후

의 생리활성과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팽화는 짧은 시간에 높은 온도를 처리함으로써 식품 중에 

존재하는 전분의 호화, 단백질의 변성 및 조직화, 지질의 산

패 등을 유발시키는 효소의 불활성화, 자연 발생적인 유해물

질의 파괴, 원료성분의 탈취 및 변형과 같은 다양한 품질 

변화를 일으킨다(10). 특히 곡류를 팽화시키면 조직의 팽창

과 전분의 호화를 비롯한 성분의 변화로 인해 맛과 조직감이 

향상되므로 여러 가지 식품의 가공에 팽화 공정이 적용되고 

있다(10). 본 연구진은 다양한 잡곡류 등을 팽화 처리한 과

자를 제조하여 가공 전후의 혈당강하능, 항산화 활성 등 생

리활성을 비교하였을 경우 수수가 팽화하기 전후의 생리활

성이 가장 적게 감소함을 발견하였다(11). 

최근 웰빙(well-being) 트렌드와 함께 장년층뿐만 아니

라 청년층에서도 막걸리를 비롯한 발효주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한류 영향으로 막걸리 등 전통주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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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증대하고 있다. 이렇듯 전통주의 지속적인 국내외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천연 식물성 소재를 활용하여 

영양성분과 기능성이 강화되고, 저장 중의 안정성도 확보되

는 제조방법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12). 지금까지 

발효주 제조 시 다래(13), 복분자(14) 및 오미자(15) 등 다양

한 과실류를 첨가한 발효주, 조(16)나 기장(17) 등 곡류를 

첨가한 발효주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팽화한 수수

를 첨가한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혈당강

하능 등 기능성이 우수한 팽화수수 분말을 첨가한 발효주를 

제조하고 그 품질 특성, 생리활성 및 기호도 등을 측정함으

로써 새로운 발효주의 소개와 아울러 수수의 다양한 활용가

능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수수는 오창 농협 차수수(2014년)를 

구입하였고, 백미(추청벼)는 증평 장뜰쌀을 구입하였으며, 

당화를 위한 발효제는 한국효소 주식회사(Hwasung, Korea)

의 Bio누룩을 사용하였다. 발효주 제조 전 시료인 수수의 

수분 함량은 분쇄하지 않고 곡물/종자 수분측정기(GMK- 

303F, G-won Hitech, Seoul, Korea)로 측정하였으며, 시

료의 수분 함량은 증류수를 분무하여 수분 함량을 18%로 

조절한 다음 밀봉하여 10°C에서 15시간 동안 수분을 평형

화시킨 후, 팽화기에 그대로 넣어 팽화하였다. 팽화성형기는 

(주)델리스(Seongnam, Korea)에서 제작한 즉석팽화기

(DDP-1)를 사용하였고 팽화판은 직경이 4.5 cm인 원형을 

사용하였으며, 운전조건은 예비실험을 통하여 가열온도 235 

°C에서 제조하였다(11). 팽화과자 제조 시 수분은 고온고압

의 팽화과정 중 증기로 변환하게 되고 이를 원동력으로 곡류 

낱알은 팽화된다. 팽화과자를 분쇄하여 분말로 만든 다음 

발효주의 원료로 사용하였다.

팽화수수 첨가 발효주의 제조

발효주 제조는 2단 담금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1단 담

금은 생쌀을 세척하여 2시간 수침 후 체에 담아 1시간 동안 

물을 뺀 다음 고두밥(1시간 증자)을 제조한 뒤 30분 정도 식

혔다. 생쌀 무게를 기준으로 누룩은 2%, 효모는 0.8%를 각

각 정량한 후 따뜻한 물을 100 mL 첨가하여 30분 정도 방치

해서 활성화시켰다. 알코올로 깨끗이 소독한 술병에 충분히 

식힌 고두밥을 넣은 후 전처리한 효모와 누룩을 넣고, 물은 

쌀 양의 150%를 넣고 잘 저어주었다. 끓어오름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로 밀봉한 발효용기의 윗부분을 소량 열어 두고 

25°C에서 48시간 발효시켰다. 48시간 발효 후 2단 담금을 

실시하는데 2단 담금은 1단 담금과 같은 방법으로 쌀을 증

자한 후 물과 누룩을 첨가하여 1단 담금 한 밑술에 첨가했다. 

이때 2단 담금 시 효모를 첨가하지 않고 쌀과 누룩, 물의 

양은 1단 담금 양의 두 배로 하였다. 팽화수수 첨가 발효주는 

1단 담금 후 분쇄한 팽화수수 가루를 2단 담금 쌀 양에 대비

해 25%, 50% 그리고 100%를 혼합하여 6일 더 발효하였고, 

생쌀 100%를 대조구로 하여 생수수 분쇄 가루 100%, 분쇄 

후 증자한 수수 100%를 첨가한 발효주를 함께 제조하여 평

가하였다. 발효과정 중 이화학적, 생리활성 실험은 8,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한 후 여과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pH 및 총산 측정

발효과정 중의 발효주를 48시간 간격으로 채취하여 pH는 

pH meter(Sartorius, Goettingen,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총산은 시료 10 mL를 0.1 N NaOH로 pH 8.2가 

될 때까지 적정하여 소비된 mL 수와 acetic acid에 상당하

는 유기산 계수를 이용하여 총산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알코올

팽화수수 발효주의 알코올 농도는 국세청주류분석법의 

증류법(18)에 의해 측정하였다. 500 mL 삼각플라스크에 

100 mL 시료와 100 mL 증류수를 넣고 증류시킨 후 약 80 

mL 정도를 증류한 다음 증류수를 가하여 최종 용량이 100 

mL가 되도록 조절한 후 15°C가 되면 주정계를 넣어 알코올

을 정량하였다.

환원당

팽화수수 발효주의 환원당은 dinitrosalicylic acid(DNS)

법을 사용하였다. 2 mL eppendorf tube에 50배 희석한 시

료 200 μL와 DNS 용액 400 μL를 첨가 후 vortex 하였다. 

이 시료를 원심분리 한 뒤 5분간 끓는 물에 중탕한 후 증류수 

1 mL를 첨가하였다. 다시 혼합 후 원심분리 하여 분광광도

계(Cary UV-Vis spectrophotometer, Agilent Technol-

ogies, Santa Clara, CA, USA)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미리 측정한 glucose standard curve

를 이용하여 환원당 함량(%)을 계산하였다. 

항산화 활성

팽화수수 발효주의 항산화 활성은 전자공여능으로 측정

하였으며, 여과한 시료 0.2 mL에 0.4 mM DPPH 용액 0.8 

mL를 가한 후 vortex mixer로 10초간 진탕하고 실온에서 

10분간 방치 후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525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전자공여 효과는 시료 첨가구와 시료를 첨가

하지 않은 경우의 흡광도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19).

탄닌 함량

팽화수수 발효주의 탄닌 함량은 Duval과 Shetty(20)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여과하여 10배 희석한 시료 1 mL

에 95% ethanol 1 mL와 증류수 1 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주고 5% Na2CO3 용액 1 mL와 1 N-Folin-Ciocalteu's re-

agent(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0.5 mL

를 가한 후 실온에서 60분간 발색시킨 다음 725 nm에서 흡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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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pH of rice wines by raw sorghum 100%, 
steamed sorghum 100%, and puffed sorghum 25%, 50%, 100% 
during fermentation. Samples are the same as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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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total acidity of rice wines by raw sorghum
100%, steamed sorghum 100%, and puffed sorghum 25%, 50%,
100% during fermentation. Samples are the same as Table 1.

도를 측정하였으며, 총 탄닌 함량은 tannic acid(Sigma- 

Aldrich Co.)를 이용한 표준곡선으로 양을 환산하였다.

혈당강하능

팽화수수 발효주의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Tibbot

와 Skadsen(21)의 방법을 참고하여 측정하였다. 1.5 mM 

p-nitrophenol-α-D-glucopyranoside(pNPG, Sigma-Al-

drich Co.) 50 μL와 3.5 unit/mL α-glucosidase 효소액 

100 μL를 혼합하고, 대조구에는 증류수 50 μL와 처리구에

는 여과한 시료 50 μL를 넣어 발색시켰다. 이때 생성된 p- 

nitrophenol(pNP)은 405 nm에서 분광광도계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대조구에 대한 흡광도 감소 정도를 백분율로 표현

하였다.

색도

팽화수수 발효주의 색도 측정은 색도색차계(CM-3500d, 

Minolt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3회 측정값의 평균값

으로 나타내어 명도는 L값(lightness), 적색도는 a값(red-

ness), 황색도는 b값(yellowness)을 비교하였고, 표준백판

의 값은 L=96.89, a=-0.07, b=-0.18이었다. 

관능검사 및 통계분석

관능검사는 충북농업기술원 직원 및 연구원 20명을 대상

으로 발효주의 색, 향, 단맛, 신맛, 쓴맛, 전반적인 기호도를 

1점에서 9점까지 9단계 기호도 척도법으로 실시하였다. 시

험 결과는 통계 package window용 SAS v 8.1(SAS Insti-

tute Inc., Cary, NC, USA)을 사용하여 분산분석 하였으며, 

시료 간 차이의 유무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

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팽화수수 발효주의 pH와 총산 변화 

팽화수수 분말의 첨가량에 따른 발효주의 pH 측정 결과

는 Fig. 1과 같다. 발효주의 1단 담금 후 pH는 5.53이었고 

2단 담금 후 최종 pH가 4.56~5.14로 대부분 낮아졌다. 쌀로

만 담근 대조구의 pH는 4.56이고, 팽화수수 분말을 첨가할 

경우는 분말의 함량이 늘어날수록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팽화미분 첨가량에 따른 탁주 연구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22). 총산은 발효주의 특유한 신맛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동시에 산패를 판정하는 기본 요소가 된다(23). 팽화수수 

분말을 첨가한 발효주의 발효기간에 따른 총산 함량은 Fig. 

2와 같다. 대조구는 초기 총산 0.29%에서 0.47%까지 증가

하였으며 나머지 실험구에서는 조금 더 많은 산을 생성하여 

0.53~0.56%까지 총산이 증가하였다. 팽화수수를 첨가하여 

제조한 발효주(팽화수수 25%, 50%, 100%)의 경우는 그 차

이가 크지 않았고, 생수수를 분쇄하여 제조한 발효주가 가장 

높은 산도를 보였다. 발효 중 총산의 경우는 논문마다 다양

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블루베리 막걸리(24), 유자즙(25), 

자색고구마(26) 관련 막걸리에서는 최대 1% 총산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발효제의 차이, 원료성분의 차이 

등의 원인에 의하여 총산의 함량이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너

무 과한 총산은 산패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과발효가 진행되

기 전에 발효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27).

환원당

환원당은 알코올 발효의 기질로 이용되며 감미도에 영향

을 줄 뿐만 아니라 산미, 감칠맛과 같은 품질에 영향을 준다

(28). 팽화수수 분말 첨가 발효주의 환원당 분석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발효주의 환원당 함량은 증자한 수수

와 팽화수수의 발효 초기 11~17%였고, 대조구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값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팽화수수가 더 넓은 표

면적을 가지므로 더 쉽게 효소작용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

며(29), 팽화로 인해 수용성 당분이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다

(30). 아울러 증자한 경우도 팽화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냈

지만 발효가 진행되면서 잔존하는 환원당이 가장 적게 남아 

2단 담금 6일째에는 0.27%였고, 팽화수수 분말을 첨가한 

실험구에서는 5~7% 환원당이 잔존하였다. 아울러 팽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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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lorimetric characteristics of fermentation wines with rice 100%, raw sorghum 100%, steamed sorghum 100%, puffed
sorghum 25%, 50%, 100% 

　 A1) B C D E F
L value
a value
b value

 5.38±0.04f2) 

-0.33±0.04bc 
-1.18±0.08a 

15.14±0.05a

 0.30±0.04a 
-1.26±0.03abc

 8.88±0.18d 
-0.30±0.04b

-1.46±0.17c

10.32±0.16c 
-0.45±0.03de

-1.40±0.11bc

11.33±0.19b 
-0.49±0.06e 
-1.35±0.09abc 

 7.75±0.09e

-0.39±0.05cd 

-1.24±0.08ab

1)Samples are the same as Table 1.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f)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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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alcohol contents of rice wines by raw sor-
ghum 100%, steamed sorghum 100%, and puffed sorghum 25%,
50%, 100% during fermentation. Samples are the same as Table 1.

Table 1. Changes of reducing sugar contents of rice wines by raw sorghum 100%, steamed sorghum 100%, and puffed sorghum 
25%, 50%, 100% during fermentation                                                                          (%)
　Sample1) 1 step 0 day 1 step 2 day 2 step 0 day 2 step 2 day 2 step 4 day 2 step 6 day

A
B
C
D
E
F

2.04±0.01

　

3.65±0.03 

　

 3.46±0.02e2)

 2.23±0.06f

12.11±0.24c

11.57±0.25d 
12.92±0.27b

16.79±0.17a 

5.05±0.07b 
0.32±0.03d

2.03±0.05c

7.84±0.21a 
8.16±1.16a 
8.59±0.23a

3.30±0.10d 
1.52±0.03e

0.25±0.02f

5.69±0.04b

6.06±0.03a 
5.54±0.03c

3.39±0.08d

2.45±0.06e

0.27±0.02f 
5.45±0.03c

6.50±0.09a

5.70±0.02b 
1)A, rice 100%; B, raw sorghum 100%; C, steamed sorghum 100%; D, puffed sorghum 25%; E, puffed sorghum 50%; F, puffed 

sorghum 100%.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f)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분(22)과 팽화차조(29)를 첨가한 막걸리의 환원당의 결과에

서는 발효 초기에는 팽화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환원

당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발효 2~3일째에는 모

두 급격히 감소하여 대조구와 팽화분말 첨가구 모두 1% 미

만의 환원당이 존재했다고 보고했지만, 팽화수수를 첨가한 

본 연구에서는 발효 6일이 지나도 많은 양의 환원당이 잔존

하여 기존의 연구와는 조금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팽화에 의해 처음부터 다량의 환원

당이 존재하였고, 발효 6일 동안 다량의 환원당이 미생물에 

의해 다 소비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알코올 농도 변화 

발효주 제조 과정 중 알코올 농도 변화는 Fig. 3과 같다. 

1단 담금 후의 알코올 농도는 13.5%였고, 2단 담금 단계에

서 추가적으로 물과 다른 원료들이 포함되어 알코올 농도가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단 담금 6일 후에는 대조구

인 쌀만을 이용한 발효주는 최종적으로 알코올 농도 16.8%

였고, 팽화수수 분말 25%와 100%를 첨가한 발효주는 대조

구와 비슷하게 16.5%와 16.4%의 알코올 농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생수수를 이용한 발효주는 다른 시료들에 비해 알코

올 농도가 11.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생수

수의 경우 미생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당질의 함량이 찌거

나 팽화한 것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앞의 환원당 결과와 일치한다. 

색도

발효주의 색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발효주의 색도를 

분석한 결과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생수수 100% 발효주가 

1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조구는 5.38로 가장 명도

가 낮았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 역시 생수수 100% 발효

주에서 0.30으로 가장 높은 적색도를 보였으며, 다른 시료에

서는 비슷한 값으로 나타냈다. 황색도인 b값은 팽화수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황색도가 감소하였다. 

항산화성 

발효주의 DPPH에 의한 전자공여능의 변화 결과를 Fig. 

4에 나타냈다. 대조구에 비해 수수를 첨가한 발효주의 항산

화능이 높았으며, 대조구 13.06%에 비해 생수수는 61.09%, 

증자수수는 50.39%로 높았고 팽화수수의 양을 첨가할수록 

25%, 50%, 100%에서 각각 43.90%, 63.85%, 82.67%로 

항산화능이 증가하였다. 팽화수수 분말 100%는 발효 진행

에 관계없이 높은 값이 나왔다. DPPH 라디칼 등의 소거 활

성은 페놀류 등의 물질에 기인하여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31), 수수가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것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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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of tannic acid contents of rice wines by raw sorghum 100%, steamed sorghum 100%, and puffed sorghum 25%,
50%, 100% during fermentation

Samples1) 1 step 0 day 1 step 2 day 2 step 0 day 2 step 2 day 2 step 4 day 2 step 6 day
A
B
C
D
E
F

41.28±0.51

　

48.07±1.26 

　

11.33±2.14e2)

43.17±0.79b

48.49±1.48a 
45.96±2.97ab

29.00±2.50c

22.58±3.60d 

33.45±1.66c 
54.88±2.22a

57.15±4.44a 
47.08±2.01b

33.44±1.32c

37.39±2.51c 

41.68±0.96c

56.96±3.91ab 
59.31±4.06a 
51.20±4.25b

51.20±4.25b

52.65±1.52b

55.98±1.34cd

57.60±3.57bc

65.05±2.57a 
65.74±4.99a 
50.90±2.42d

62.73±3.75ab 
1)Samples are the same as Table 1.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ig. 4. Changes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rice
wines by raw sorghum 100%, steamed sorghum 100%, and puf-
fed sorghum 25%, 50%, 100% during fermentation. Samples 
are the same as Table 1.

Fig. 5. Changes of α-glucosidase inhibitor activity of rice wines
by raw sorghum 100%, steamed sorghum 100%, and puffed sor-
ghum 25%, 50%, 100% during fermentation. Samples are the 
same as Table 1.

함유된 총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 함량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Kim 등(32)의 연구에서 수수는 총 페놀과 플라보노

이드의 함량이 높다고 하였고, Kwak 등(33)의 연구에서도 

메밀, 기장, 율무보다 수수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수수의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것은 총 플

라보노이드, 폴리페놀, 탄닌 등의 항산화 성분 함량에 기인

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100% 수수를 첨가할 때 생수수나 

찐수수의 형태보다는 팽화하였을 때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

이 발효주에 남아있었다(11).

탄닌 함량 

수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탄닌은 발효주

의 맛, 향기 및 색에 깊이 관여하며 항산화 활성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가지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34). 팽화수수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발효주의 탄닌 함량

은 Table 3에 나타냈다. 발효 초기에 증자수수 100%가 

48.96%로 가장 높았고 팽화수수 첨가량이 많을수록 탄닌산

의 함량은 낮았다. 하지만 발효가 진행되면서 탄닌산의 함량

은 증가하여 팽화수수 25%에서 65.05%까지 증가하여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발효 종료 후 팽화수수 첨가량에 따

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α-Glucosidase 저해 활성

수수는 α-glucosidase를 저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35), 본 연구진들이 다양한 잡곡류를 가지고 

실험하였을 때 수수를 팽화한 것이 팽화 전후의 α-glucosi-

dase 저해능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11). 팽화수수 발효

주의 경우는 팽화수수를 첨가한 초기에는 혈당강화능이 첨

가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대조구와 비교했을 때 73.71~ 

88.12%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Fig. 5). 그러나 발효가 진

행되면서 전 시료의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감소하는

데, 발효가 끝난 후 혈당강하능을 비교한 결과 대조구는 

27.39%이고 팽화수수를 100% 첨가한 발효주는 55.28%로 

약 2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증자한 수수

를 첨가한 발효주 역시 17.71%로 혈당강하능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생수수 발효주에 비해서도 팽화 처리한 수수를 

첨가한 발효주가 약 2배가량 높은 혈당강하능을 보였다. 따

라서 증자한 수수나 생수수의 발효주보다 팽화수수를 이용

하여 발효주를 제조하는 것이 우수한 혈당강하능을 나타낸

다고 볼 수 있다. 

관능검사 

팽화수수 발효주의 관능평가는 9점 평점법으로 실시하였

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발효주 색의 경우

는 생수수와 증자한 수수에서 가장 높았고, 단맛은 팽화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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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nsory evaluation of fermentation wines with rice 100%, raw sorghum 100%, steamed sorghum 100%, puffed sorghum
25, 50, 100%

Sample1) Color Flavor Sweet Sour Bitter Overall acceptance
A
B
C
D
E
F

6.13±1.25b2)

7.00±0.53a

6.75±1.28a

5.38±1.19c

5.00±1.07c

4.75±0.71d

5.00±1.51c

5.63±1.85b

5.87±1.46b

6.13±1.64a

6.38±1.77a

5.75±2.12b

4.37±1.92c

4.75±2.19b

4.13±2.10d

5.50±2.07a

5.38±1.85a

5.38±2.39a

5.00±1.85c

5.38±1.92c

4.63±1.92d

5.75±1.58b

6.13±0.99a

5.88±1.96a

6.13±1.25a

6.00±1.31a

5.25±2.05c

5.75±1.39b

6.00±1.07a

5.88±2.10a

4.50±1.77d

4.75±1.98c

4.63±1.19c

5.50±2.07a

5.75±1.04a

5.34±2.45b

1)Samples are the same as Table 1.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를 첨가한 발효주 3가지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의 경우는 팽화수수 분말 25%와 50% 첨가한 발효주가 

유의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맛, 쓴맛의 경우 

팽화수수 50%와 100% 첨가한 발효주가 가장 높게 평가되

었고, 전반적인 기호도는 팽화수수 분말 25%와 50%에서 

가장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생수수나 증자수수를 이용한 

발효주는 팽화수수 분말을 첨가한 발효주에 비해 색을 제외

하고 거의 모든 요소에서 낮은 기호도로 평가되었다. 이런 

결과는 환원당과 알코올 함량을 나타낸 위의 결과에서 기인

된 것으로 증자한 수수를 넣은 발효주의 경우는 잔존하는 

당의 함량이 거의 없는 대신 알코올 함량은 높아 단맛, 쓴맛 

및 전반적인 기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수수를 

팽화 처리하여 첨가한 발효주가 생수수나 증자수수를 첨가

한 것에 비해 생리활성뿐만 아니라 기호적인 면에서도 우수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   약

본 연구는 생리활성이 풍부하여 기능성은 있으나 대중화되

지 않은 팽화수수를 발효주 제조 시 첨가하여 이화학적, 생

리활성 및 관능적인 특성을 조사하였다. 발효주 제조 결과 

pH는 발효가 일어나는 동안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총산은 pH 감소 양상과 유사하게 발효가 진행될수록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주의 환원당 측정 결과 팽화수

수 첨가량에 따라 초기 환원당은 높았으나 발효가 진행되면

서 감소하며 비슷하였고, 대조구보다 약간 높은 값을 나타내

었다. 특히 증자한 수수를 첨가한 발효주는 발효 마지막 날 

환원당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발효주의 알코올 농도 변화

는 대조구 16.8%와 비슷하게 나타나 팽화수수 25%에서 

16.5%로 나타났다. 팽화수수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발효주의 색도를 분석한 결과 명도의 경우 생수

수 첨가 발효주가 가장 높은 L값을 나타냈고, 반면에 대조구

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항산화 활성 분석 결과 수수

를 첨가한 발효주가 대조구에 비해 약 4배 이상 우수한 결과

를 나타냈고, 팽화수수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항산화능도 

우수하였다. 발효주의 혈당강하능 또한 대조구 27.39%에 

비해 팽화수수를 첨가한 발효주가 42.30~55.28%로 높았

고, 팽화수수 첨가량이 많을수록 혈당강하능이 높다는 결과

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발효주의 관능평가 결과 팽화수수 

25%와 50%를 첨가한 발효주가 전체적인 기호도면에서 가

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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