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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wet noodles that had been fortified by
adding non-glutinous sorghum (Sorghum bicolor L. Moench cv. Donganme) powder (SP). The wet noodles were evaluated
for quality characteristics, total contents of polyphenols and flavonoids, and capacities to scavenge free radicals. The
weight, volume, capacity to absorb water, and turbidity of the cooked noodles differed considerably from the unfortified
control. The L- and b-values of the cooked noodles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the treatment types, and the a-value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SP. The tension of the cooked noodles decreased significantly with
decreasing concentrations of SP.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as well as free radical-scavenging activities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SP. In conclusion, SP could be used as an ingredient to increase
the sensory and antioxidant properties of wheat flour noodles without affecting thei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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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수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분식형 음식으로 곡물을 분쇄하

여 반죽한 것을 가늘고 길게 뽑은 식품을 총칭하는 것으로 전 세

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간편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1). 국내 면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으며, 영양

성분 및 기능성의 강화와 식감 개선 등을 목적으로 대두분말(2),

마늘분말(3), 양파즙(4) 및 발아현미(5) 등 다양한 부원료를 첨가

한 면류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내

면 시장은 웰빙과 건강, 가공식품의 안전성이 집중 부각되면서

건강 콘셉트의 제품들에서 생면, 건면 및 냉동면 등으로 계속 진

화되고 있다(6). 특히 열량을 줄인 튀기지 않은 생면이 면류 제

품 변화의 중심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건면보다는 수분을

함유한 저칼로리 생면 타입의 제품과 율무가루(7), 버섯분말(8),

뽕잎 분말(9), 가루녹차(10) 및 클로렐라 추출물(11) 등을 첨가하

여 제조한 국수 및 생면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수수(Sorghum bicolor L. Moench)는 외떡잎식물로 벼목 화본과

에 속하는 한해살이풀로 북아프리카와 아시아에 걸쳐서 식용으

로 재배되고 있다(12). 원산지는 열대 아프리카로 가뭄 방지 작

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징을 가지

고 있으며, 세계에서도 밀, 벼, 보리, 옥수수 다음으로 수확량이

많은 작물로 알려져 있다(13). 용도에 따라서 곡식용수수(grain

sorghum), 단수수(sorgo), 소경수수(장목수수; broom-corn)가 재배

되고 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미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주요 식량자원이다(14). 수수의 주요 생리활성 성분으로는 tannins,

phenolic acids, antocyanins, phytosterols, policosanols 등으로

(15,16), 특히 수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tannins

은 항산화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진 바 있다(17).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중남미에서는 술,

과자, 떡, 엿 등의 다양한 형태로 수수를 섭취하고 있으며, 최근

저온초미분쇄에 따른 수수가루의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

보고(12) 및 수수 첨가 두부를 제조, 관능 및 활성이 우수한 수

수첨가 두부를 제조한 Woo 등(18)의 연구보고가 있으며, 수수의

도정 부위별 항산화 능력 및 활성을 보고한 Woo 등(19)의 연구

들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최근 수수에 대한 항산화활성 및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혼반 및 선식 등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공특

성이 용이한 수수분말에 대한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산화성분 및 생리적 기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신

품종 동안메수수(밀양3호)의 이용증대와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

키기 위하여 수수분말의 첨가 정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생면의 품

질특성 및 항산화활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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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시험 재료 및 메수수가루 첨가 생면의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수수는 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작물부에서

2011년 생산된 동안메수수(밀양3호)를 사용하였다. 수수는 왕겨층

을 제거하고 핀밀(Pin-type mill, DK201, Sejung Tech, Daegu,

Korea)을 이용하여 4,600 rpm으로 분쇄하여 생면 제조에 사용하

였다. 생면의 제조는 대조구의 경우 중력분 밀가루(CJ cheiljedang,

Seoul, Korea) 300 g에 소금 2 g과 물 120 mL을 첨가하고 실온에

서 반죽기(KMC550, Kenwood, Warford, UK)를 이용하여 15분간

균일하게 교반하여 반죽하였다. 메수수가루 첨가 생면은 중량비

로 0, 5, 10, 15 및 20%가 되도록 밀가루를 메수수가루로 대체

하여 생면을 제조하였다. 반죽은 4oC에서 1시간 숙성한 후 가정

용 제면기(Kyeongbuk machinery Co., Daegu, Korea)의 롤 간격을

5 mm에서 3회, 3 mm에서 5회, 2 mm에서 5회에 걸쳐 면대를 형

성한 것을 1.7×1.7 mm 굵기의 생면(fresh noodle)을 제조하여 분

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메수수가루 첨가 생면의 조리 특성 및 품질특성 측정

대조구 및 메수수분말 첨가 생면의 품질특성은 Park 등(20)의

방법을 변형하여 조리 후 무게 및 부피의 변화, 조리함수율과 조

리 국물의 탁도를 측정하였다. 국수 20 g을 250 mL의 끓는 물에

넣고 5분간 삶은 후 건져서 흐르는 냉수에 1분간 냉각시킨 후

500 mL의 증류수가 채워진 1 L 메스실린더에 삶은 국수를 넣은

후 부피의 변화(mL)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1분간 방치하여 수분

을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여 무게의 변화(g)를 측정하였다. 국

수의 함수율(%)은 증가된 국수의 무게에 대한 국수 초기무게의

비율로 나타내었다. 조리가 끝난 국물을 500 mL로 정용한 후

spectrophotometer (UV-1650 PC, Shimadzu, Tokyo, Japan)를 이

용하여 6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탁도를 나타냈다.

대조구 및 수수분말 첨가면의 조리 전후 색도는 면 5가닥을

병렬로 붙여놓고 상단부를 색차계(Color difference meter, CR-300,

Minolta, Osaka, Japan)를 이용하여 명도를 나타내는 L값(lightness),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redness),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yellowness)

을 측정하였다(21). 이때 사용된 표준 백판의 L값은 98.9, a값은

−0.1, b값은 −0.36이었다. 조리한 국수의 텍스쳐는 국수 20 g을

250 mL의 끓는 증류수에 넣고 5분간 조리한 후 건져서 흐르는

냉수에서 냉각시켜, 물기를 빼고 수분 증발을 막으며 시료로 사

용하였다.

조리한 국수의 텍스쳐는 Texture analyser (TA-XT2, Stable Micro

System Ltd., Haslemere, England)의 accessory인 Spaghetti/noodle

test rig를 이용하여 인장강도와 TPA test를 실시하였다. 인장강도

의 경우 측정용 arm은 21 cm로 하고 국수가 풀리지 않도록 반대

방향으로 2회 정도 감아 측정하였으며, 측정 조건은 test option:

return to start, pre test speed: 5 mm/sec, test speed: 2 mm/sec,

post test speed: 10 mm/sec, distance: 70 mm, trigger force: 5 g이

었다. 각각의 실험은 10회 실시한 후 통계 처리하였다.

메수수가루 첨가 생면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메수수가루 첨가 생면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조한 생면 20 g을 250 mL의 끓는 증류수에 넣

고 5분간 조리한 후 건져서 흐르는 냉수에서 냉각시켜 물기를 빼

고 동결건조하여 추출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일정량의 시료를 칭

량하여 10배량의 발효주정을 가하여 24시간 동안 2회 진탕 추출

하였으며, 감압여과 및 농축하여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 phenol reagent가 추출물의 폴리

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된 결과 몰리브덴 청색으로 발색하는

것을 원리로 분석하였다(22). 각 추출물 50 µL에 2% Na2CO3 용

액 1 mL를 가한 후 3분간 방치하여 50% Folin-Ciocalteu reagent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50 µL를 가하였다. 30분

후,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750 nm에서 측정하였고, 표준물질인

gallic acid (Sigma-Aldrich)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여 시료

100 g 중의 mg gallic acid equivalent (GAE, dry basis)로 나타내

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Kim 등(22)의 방법에 따라 추출

물 250 µL에 증류수 1 mL와 5% NaNO2 75 µL를 가한 다음, 5분

후 10% AlCl3·6H2O 150 µL를 가하여 6분 방치하고 1 N NaOH

500 µL를 가하였다. 11분 후,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510 nm에서

측정하였다. 표준물질인 (+)-catechin (Sigma-Aldrich)을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여 시료 100 g 중의 mg catechin equivalent (CE,

dry basis)로 나타내었다.

메수수가루 첨가 생면 추출물의 radical 소거활성 검정

추출물에 대한 radical 소거활성은 DPPH (1,1-diphenyl-2-picryl-

hydrazyl, Sigma-Aldrich) 및 ABTS (2,2'-azino-bis-3-ethylbenzo-

thiazoline-6-sulfonic acid, Sigma-Aldrich) radical의 소거활성을 측

정하였으며(22), radical의 소거활성은 시료 100 g 중의 mg TE

(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로 표현하였다. DPPH rad-

ical의 소거활성은 0.2 mM DPPH용액(99.9% ethanol에 용해) 0.8

mL에 시료 0.2 mL를 첨가한 후 520 nm에서 정확히 30분 후에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radical의 소거활성은 ABTS 7.4 mM

과 potassium persulphate 2.6 mM을 하루 동안 암소에 방치하여

ABTS 양이온을 형성시킨 후 이용액을 735 nm에서 흡광도 값이

1.4-1.5가 되도록 몰 흡광계수(ε=3.6×104 M−1 cm−1)를 이용하여 메

탄올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ABTS용액 1 mL에 추출액 50 µL를

가하여 흡광도의 변화를 30분 후에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데이터는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mean±SD로 표현하였

다. 통계분석은 SAS version 9.2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Institute, Cary, NC, USA) program을 이용하여 각 처리군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메수수가루 첨가 생면의 조리 특성 및 품질 특성

항산화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신품종 동안메수수의 이

용촉진을 위하여 첨가 정도에 따른 생면을 제조한 결과 Fig. 1과

같이 제조되었다. 메수수가루를 첨가한 생면의 조리 후 중량, 부

피, 수분흡수율 및 국물의 탁도 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이 조리 후 대조구의 중량과 부피는 각각 34.80 g 및 31.0 mL

이었으며, 메수수가루 첨가구는 각각 34.80-37.55 g 및 31.0-34.0

mL로 약간 증가하였다. 특히 메수수가루 5% 첨가구에서 각각

37.55 g 및 34.0 mL, 5% 첨가구에서 각각 36.15 g 및 32.5 mL로

대조구와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수수가

루 15 및 20% 첨가구는 대조구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수분흡수율은 대조구의 경우 57.47%였고, 메수수가루 첨가구

는 53.26-57.47%로 대조구보다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메수수가루 5% 첨가구에서 각각 53.26%로 유의적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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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낮았으며, 메수수가루 15 및 20% 첨가구는 각각 57.40 및

57.47%로 대조구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리 후 국

물의 탁도는 생면의 조리 중 고형분의 손실 정도를 나타내는 척

도이다. 메수수가루 첨가면을 조리한 국물의 탁도(0.218-0.316)는

대조구(0.231)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면의 중량, 부피, 수분흡

수율은 밀가루 전분의 수분흡수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어 있으며, 면 제조 시 첨가되는 재료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면

의 품질특성은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in 등(23)의 둥굴

레 가루 첨가면의 결과에서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면의 중량,

부피, 수분흡수율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구기자 분말 첨

가면(24)의 경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중량, 부피, 수분흡수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렇게 첨가물에 따라 다양한 조리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첨가된 재료의 지방 및 섬유소 등의 다

양한 성분들이 전분과 글루텐의 수화력에 관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메수수가루 첨가 생면의 색도 및 인장도

색은 식품의 기호성, 신선도, 성숙도, 품질 등을 결정하는 중요

한 요소이다. 최근 소비자들의 색소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천연색소인 carotenoids계, anthocyanin계, chlorophyll

계 등의 기능적, 관능적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천

연색소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5). 메수수가루를 첨가한 생

면의 조리 전후 색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조

리 전 대조구의 명도(L-value), 적색도(a-value) 및 황색도(b-value)

는 각각 84.050, 1.350 및 18.947로 나타났다. 메수수가루 첨가 면

의 명도, 적색도, 황색도는 첨가 농도별로 각각 69.00-57.67, 6.21-

9.56 및 12.88-12.18로 대조구와 유의적인(p<0.05) 차이를 보였다.

또한, 메수수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 및 황색도는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인 반면, 적색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동안메수수가 종피가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적색도는 증가하고 명도 및 황색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리 후 대조구의 명도, 적색도, 황색도는

각각 76.550, 0.435 및 17.055로 나타났으며, 메수수가루 첨가 면

은 각각 57.23-43.79, 4.66-6.41 및 7.86-5.04로 대조구와 유의적인

(p<0.05) 차이를 보였다. 조리 후 대조구 및 수수분말 첨가면의

명도 및 황색도는 조리전 면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적색도는

조리 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조리 중 적색소

의 용출 및 면의 수분흡수로 인하여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생면 국수를 끓는 물에서 동일시간 동안 조리한 시료에 대해

force, time 및 distance의 값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냈다.

여기서 distance는 면이 힘을 받기 시작해서 끊어질 때까지 늘어

난 거리를 나타내는 값이며, time는 면이 힘을 받기 시작해서 끊

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초로 나타낸 값이고, force는 면이 받

은 최대의 힘을 수치로 나타낸 값이다. 이 세 값 모두 면의 인

장도과 관련된 수치로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조구의 force, time

및 distance의 값은 각각 56.79 g, 8.73 s 및 45.65 mm로 나타났으

며, 메수수가루 첨가량에 따라 각각 41.39-35.59 g, 7.32-2.32 s 및

36.58-11.54 mm로 나타났다. Force, time 및 distance 모두 메수수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특히

20% 메수수가루를 첨가한 생면의 경우 각각 35.59 g, 2.32 s 및

11.54 mm로 대조구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o 등(2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피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force 및 distance(mm) 값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탄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 등(26)의 연구에서도

주박 첨가 국수의 인장 길이가 주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

소하는 것과 본 연구의 결과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

Fig. 1. The pictures of the wet noodle added with non-glutinous sorghum powder.

Table 1. Cooking properties of cooked noodles added with non-

glutinous sorghum powder

Sample1)
Weight

(g)
Volume
(mL)

Water
absorption (%)

Turbidity
(at 675 nm)

Control 34.80±1.8382)c3) 31.0±1.41c 57.47±1.838a 0.231±0.002c

5% SP 37.55±1.344a 34.0±1.41a 53.26±1.343c 0.316±0.051a

10% SP 36.15±0.071b 32.5±0.71b 55.33±0.081b 0.257±0.032b

15% SP 34.85±0.495c 31.0±0.00c 57.40±0.497a 0.224±0.013d

20% SP 34.80±0.000c 31.5±0.00c 57.47±0.000a 0.218±0.020d

1)Noodle samples incorporated with 5, 10, 15, 20% sorghum powder
(SP).
2)Each value is mean±SD (n=3).
3)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Hunter's color values of wet and cooked noodle added

with non-glutinous sorghum powder

 Samples1)
 Hunter’s color values 

L-value
(lightness) 

a-value
(redness) 

b-value
(yellowness)

 Wet
noodle

 Control 84.05±1.0902)a3) 1.35±0.156e 18.95±0.944a

 5% SP 69.00±0.310b 6.21±0.107d 12.88±0.101b

 10% SP 63.26±1.031c 7.89±0.191c 12.13±0.181bc

 15% SP 62.34±0.476cd 8.40±0.104b 11.79±0.214c

 20% SP 57.67±0.146d 9.56±0.122a 12.18±0.015bc

 Cooked 
noodle

Control 76.55±0.672a 0.44±0.111d 17.06±0.577a

 5% SP 57.23±0.383b 4.66±0.060c 07.86±0.167b

 10% SP 49.57±1.071c 5.84±0.195b 05.93±0.354c

 15% SP 46.42±0.324d 6.41±0.157a 005.71±0.115cd

 20% SP 43.79±0.921e 6.38±0.557a 05.04±0.567d

1)Noodle samples incorporated with 5, 10, 15, 20% sorghum powder
(SP).
2)Each value is mean±SD (n=3).
3)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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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과는 글루텐이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가루를 첨가함으로써

밀가루 면에 비하여 인장도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메수수가루 첨가 생면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및 라디칼 소거활성

메수수가루 첨가 정도에 따른 생면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

노이드 함량과 라디칼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메수수가루 첨가 생면을 일정량의 끓는 물에 일정 시간 동안 조

리한 후 동결건조하여 각 생면의 호화 후 총 폴리페놀 및 플라

보노이드 함량과 라디칼 소거활성을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대조구에서 18.92 mg GAE/100 g 및 0.00

mg CE/100 g으로 나타났다. 메수수가루 첨가 생면의 총 폴리페

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메수수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메수수가루 20% 첨가 생면의 경우 각

각 49.44 mg GAE/100 g 및 11.97 mg CE/100 g으로 메수수가루를

첨가한 생면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Trolox 당량으로 표시하였

으며, 메수수가루 첨가 농도가 증가할수록 라디칼 소거능도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났다. 밀가루 생면인 대조구의 경우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은 각각 0.51 및 1.55 mg TE/100 g으로 나타

났으나 메수수가루 첨가 생면의 경우 각각 9.39-28.45 및 14.44-

35.33 mg TE/100 g으로 대조구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메수수가루 15% 첨가 생면의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각각 24.62 및 32.70 mg TE/100 g으로 대조구에 비하

여 20-30배 가량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는 총 폴리페

놀 및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동

안메수수가루의 영향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17,18).

이상의 결과에서 동안메수수가루를 첨가하여 생면을 만들 경우

메수수가루의 첨가는 면의 품질특성은 유지하면서 항산화성을 향

상시킬 수 있으며, 적정첨가 농도는 10% 내외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수수 분말 함량이 반죽 분말의 총 5, 10, 15 및

20%가 되도록 첨가하여 제조한 생면의 품질 특성과 총 폴리페

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라디칼 소거활성의 변화를 조사하였

다. 수수 분말을 첨가한 생면의 조리 후 중량, 부피, 수분 흡수

율 및 탁도는 수수 분말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으로 변화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조리 전 색도는 수수분말을 첨가하였을 때 명

도와 황색도는 감소하였고, 적색도는 증가하였으며, 조리 후 면

의 색도는 조리 전에 비하여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 모두 감소

하게 나타났다. 수수 분말 첨가 면의 조리 후 인장강도는 force,

time 및 distance 모두 메수수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또한 조리 후 생면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

노이드 함량과 라디칼 소거활성을 평가한 결과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동안메수수가루를

첨가하여 생면을 만들 경우 메수수가루의 첨가는 면의 품질특성

은 유지하면서 항산화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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