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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를 대체한 다양한 종류의 쌀가루 머핀의 품질특성 및 항산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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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muffins prepared using various
kinds of rice powder. Muffins were prepared by adding 50% white rice, black rice or red yeast rice powders, thereby
replacing wheat flour in the basic formulation. Wheat flour muffins had the maximum height and volume. The lightness
value of black rice and red yeast rice muffins was lower than that of the wheat flour muffins. Redness was the highest
for red yeast rice muffins. The 1,1-diphenyl-2-picrylhydrazy (DPPH) radical scavenging and superoxide dismutase (SOD)-
like activities activity of black rice and red yeast rice muffins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wheat flour muffins. The 2,2'-
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red yeast rice muffin was also
higher than that of the wheat flour muffins. Thus, the black and red yeast rice powders can be effectively used as
functional ingredients in bakeries due to their antioxida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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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식사생활은 서구화되어 밀가루를 첨가한 제품에 대

한 소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1). 더욱 핵가족 제도로 자리

잡은 이후 음식문화는 단순화되어 식사생활에서 빵류가 차지하

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1). 그 중에서도 머핀은 주원료인 우유

와 달걀 등을 혼합하여 구워내기 때문에 영양가가 우수하며, 만

들기 쉬워 식사와 간식으로 이용되고 있다(2,3). 또한, 첨가 재료

에 따라 다양한 제품으로 제조가 용이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재

료 함량에 따른 품질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06년

부터 머핀의 품질특성뿐만 아니라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1). 머핀 제조의 첨가 재료로 쑥(4), 현미(5), 블루베

리(6), 으름(7), 레몬그라스(8) 등의 다양한 식품 소재가 연구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의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백미뿐 아니라 유색미와 같은 특수미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

다(9,10).

유색미의 일종인 흑미는 백미보다 식이섬유 함량이 높으며, 폴

리페놀(polyphenols), 플라보노이드(flavonoids), 안토사이아닌(antho-

cyanins)과 같은 생리 활성 성분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생체에

서 항산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흑미를 이용한

가공식품 연구로는 흑미 식빵(11), 흑미 쿠키(12), 흑미 국수(13),

흑미 스펀지케이크(14) 등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유

색미 중 홍국은 홍국 곰팡이인 홍국균을 쌀에 번식시킨 형태로

(15), 사포닌, 불포화지방산, 식이섬유 등의 미량원소가 함유되어

있다(16). 그리고 홍국은 항암, 항균, 혈압강하, 생합성 억제, 콜레

스테롤 저하 등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17), 홍국을 첨가

하여 제조한 식품의 연구로 홍국 식빵(9), 홍국 스펀지 케이크(15),

홍국 소시지(16), 홍국 쿠키(18)의 품질특성에 대한 보고가 있다.

그러나 밀가루, 백미, 흑미, 홍국을 머핀으로 제조하여 이들 간의

품질특성과 항산화 효과에 대한 차이를 연구한 바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밀가루를 대신하여 백미 분말, 흑미 분말, 홍국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제조 시 쌀 분말의 첨가가 밀가루를 대체

했을 때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백미, 흑미, 홍국 분말을 첨가한

머핀 간의 품질특성과 항산화 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머핀 재료는 백미(Intofood, Seo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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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흑미(Intofood), 홍국 분말(Intofood), 박력밀가루(CJ Cheil-

jedang Co., Seoul, Korea), 설탕(CJ Cheiljedang Co.), 소금(Shi-

nan made, Shinan, Korea), 버터(Lottefood, Cheonan, Korea), 달

걀(Moguchon, Seoul, Korea), 무지방 가공우유(Maeil milk, Pyeo-

ngtaek, Korea)를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머핀 제조

백미, 흑미, 홍국 분말을 첨가한 머핀은 Table 1에 나타난 배

합비에 따라 제조하였으며 밀가루 총량을 기준으로 분말 50%를

첨가하여 머핀을 제조하였고 배합은 크림법(Creaming method)으

로 하였다. 먼저 버터를 믹서기(5K5SS, KitchenAid Inc., St.

Joseph, MI, USA)로 1분간 1단으로 부드럽게 풀어 준 다음 설탕

을 3회 나누어 넣고 소금은 2회 나누어 넣어 5분 동안 2단으로

크림화 시켰다. 달걀 노른자를 먼저 넣고 믹서기로 혼합한 후 흰

자를 나중에 넣어 분리 되지 않도록 3분간 중속으로 혼합 한 후

여기에 체로 내린 밀가루와 베이킹파우더 분말을 넣고 1분간 1

단으로 반죽한 다음 우유를 넣고 다시 1분 동안 1단으로 반죽하

여 완성하였다. 완성한 반죽을 머핀용 은박지 컵(Φ60 mm×45 mm)

에 유산지를 깔고 70 g씩 넣어 175oC로 예열된 오븐(NC-250RC,

Zhongshan Changshi Hardware & Electrical Co. Ltd., Guang-

dong Sheng, China)에 25분간 구워 실온에서 1시간 30분간 방냉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pH 측정

쌀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반죽과 머핀의 pH는 시료 5 g을

증류수 50 mL에 넣고 5분간 섞어 현탁액으로 만든 후, pH meter

(HI 8014, Hanna Instruments,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머핀의 무게, 부피 및 높이 측정

머핀의 부피는 차조를 이용한 종자치환법(19)으로 반복 측정하

였으며, 높이는 머핀의 정중앙을 잘라 template를 이용하여 단면

의 높이를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수분함량 및 당도 측정

다양한 쌀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수분함량은 머핀 반죽 5 g을

수분측정기(PMB-53 Adam Equipment, Danbury, UK)를 이용하여

105oC에서 측정하였다. 당도 측정은 0-54% 범위를 갖는 당도계

(RHB-32ATC, Lumen optical instrument, Fujian Province, China)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5 g의 시료와 10배의 증류

수를 넣고, 5분간 핫플레이트로 교반을 시켜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색도

색도 측정은 색차계(CR-400, Konica Minolta, Osaka,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기기의 측정 전에 표준색 판을 이용

하여 보정하였고, 시료를 원형 셀에 넣어 측정한 후 L (명도,

Lightness), a (적색도, Redness), b (황색도, Yellowness)값으로 나

타내었다.

텍스처 측정

텍스처(texture) 측정은 머핀의 내부를 동일한 크기(2×2×2 cm)

로 잘라 텍스처 분석기(TAXTplus/50, Stable micro systems,

Godalming, UK)를 사용하여 부착성(adhesiveness), 탄력성(spring-

ing), 응집성(cohesiveness), 검성(gumminess), 씹힘성(chewiness)을

측정하였다. 이 때 모든 측정 조건은 pretest speed 2.0 mm/sec,

test speed 1.0 mm/sec, post test speed 2.0 mm/sec으로 원통 프로

브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전자 공여에 의해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의 유리 라디칼이 소거되어 하이드

라진(hydrazine) 형태로 환원되고, 이에 따라 색이 보라색에서 노

란색으로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한 DPPH 라디칼 소거능은

Blois(20)의 연구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동결 건조한 머핀

시료에 메탄올을 가한 후 10분간 수화시켰으며, 5분간 균질화시

킨 다음 15,000 rpm에서 30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일정 농도로 희

석된 시료에 0.2 mM DPPH 용액을 가하여 혼합 후 암소에서 30

분간 반응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결과 값은 추출물 첨가 군와 무첨가 군를 비교하여 백분

율(%)로 나타내어 농도에 따른 DPPH 라디칼 소거능을 확인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Sigma-

Aldrich)와 과황산 포타슘(potassium persulfate)를 혼합하여 암소에

두면 ABTS+가 생성되는데 추출물의 항산화 물질과 반응하여 양

이온이 소거됨으로써 특유의 청록색이 탈색되며 이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항산화 능력을 측정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은

Arano 등(21), Re 등(22)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7 mM

ABTS 용액에 2.45 mM 과황산 포타슘을 혼합하여 암소에서 약

24시간 반응 시킨 ABTS 용액을 시료와 혼합하여 암소에서 6분

간 반응시켜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값은 추출

물 첨가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여 라디칼의 소거 활성을 백분율(%)

로 나타내었다.

SOD 유사 활성

SOD 유사 활성(superoxide dismutase-like activity)측정은 알칼리

상태에서 피로갈롤(pyrogallol, Sigma-Aldrich)의 자동산화에 의한

발색 원리를 이용한 Marklund 와 Marklund(23)의 방법을 변형하

여 측정하였다. 일정 농도로 희석된 시료에 pH 8.5로 보정한 트

리스염산 완충 용액(50 mM trisaminomethane+10 mM EDTA, pH

8.5, Sigma-Aldrich)과 7.2 mM 피로갈롤을 첨가하여 25oC에서 10

분간 반응 시킨 후 1 N 염산(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Siheung, Korea)을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키고 42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SOD 유사 활성은 추출물 첨가군과 무첨가

군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Table 1. Formulas for preparation of muffins added with various

rice powder

Ingredients (g)

Variety

Wheat Rice Black rice
Red yeast 

rice

Wheat flour 125 62.5 62.5 62.5

Rice Powder 0 62.5 62.5 62.5

Sugar 75 75 75 75

Egg 75 75 75 75

Butter 75 75 75 75

Baking powder 2 2 2 2

Salt 1 1 1 1

Starch - - - -

Milk 50 5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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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실험값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18.0 (SPSS Inc.,

Chicago, IL, USA) program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법을

실행하였으며, 실험군 간의 유의성은 던컨(Duncan)의 다중범위

시험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p<0.0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다양한 쌀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수분함량, pH 및 당도 측정

결과

다양한 쌀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수분함량, pH 및 당도를 측

정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냈다. 수분결합 능력은 시료와 수분

과의 친화성을 나타내주며 이때 결합한 물은 시료 입자에 의하

여 흡수되거나 시료입자의 표면에 흡수되고 수분함량이 높을수

록 더 부드러운 빵이 만들어진다고 보고되었다(18,24). 반죽의 수

분함량은 흑미 머핀에서 31.48%로 밀가루 머핀(28.44%)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백미 머핀과 홍국 머핀에서 각각 26.52%와 26.68%

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구운 머핀에서는 흑미 머핀이 31.86%로

가장 높았고 홍국 머핀은 26.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흑미를

첨가한 쌀빵은 쌀가루만 첨가한 식빵에 비해 더 높은 수분함량

을 나타내어 본 실험과 유사했다(25). 또한, 홍국을 첨가한 쿠키

의 수분 활성은 밀가루를 첨가한 쿠키보다 낮아지는 경향으로 보

여 본 연구에서의 홍국 머핀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18).

이러한 결과는 흑미 분말에 함유된 식이 섬유소가 수분 보유력

을 높여 밀가루 머핀에 비해 수분함량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여

지며(10) 흑미 분말의 첨가가 밀가루보다 수분 보수력이 높아 밀

가루로 제조한 머핀보다 부드러운 머핀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머핀의 pH는 빵의 부피에 영향을 주는 인자이다. pH가 산성

으로 갈수록 부피는 작아지고 껍질의 색상은 약해지며 기공의 상

태는 닫힌다. 그러나 pH가 8-9로 갈수록 부피는 커지며 껍질의

색상은 진해지고 기공의 상태는 열리게 된다(26). pH는 밀가루

머핀에서 7.21±0.02로 가장 높았으며 쌀 분말을 첨가한 머핀에서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흑미 머핀에서 7.14±0.02,

백미 머핀에서 6.78±0.13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홍국 머핀은

6.67±0.0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홍국 분말을 첨가한 스폰

지케이크의 pH는 첨가량이 10% 이상으로 증가할수록 밀가루 머

핀보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

였다(15). 일반적으로 pH는 머핀 제조 시 첨가되는 성분과 함량

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18) 레몬그라스(8), 으름잎(7), 다시마(27),

현미(5) 분말이 첨가된 머핀의 연구에서도 부재료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pH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했

다. 특히 홍국 머핀의 pH는 말산(malic acid)과 젖산(lactic acid)

같은 유기산의 영향으로 낮은 pH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28).

당은 수분 보유력과 제품의 색상, 품질에 관여하며, 당의 비율

이 증가할수록 부드러운 텍스처와 껍질의 색상이 증가되며 반죽

에서 윤활제 역할을 함으로써 반죽의 유동성을 크게 한다. 또한,

사용하는 당에 따라서 기능적 역할이 달라지게 되는데 전화당,

물엿, 꿀 등을 사용하게 되면 제품에 촉촉한 느낌을 주고, 결정

상태인 정백당, 포도당 등을 사용하게 되면 건조한 느낌을 준다

(26). 당도는 밀가루, 백미, 흑미, 홍국 머핀에서 시료 간의 유의

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쌀 분말의 첨가가 당도의 변화에 양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으름잎을 첨가한 머핀(7)

과 천년초(29)를 첨가한 머핀의 당도가 시료 간의 유의적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했으며, 쌀 분말을 첨가한 머핀이 밀가

루 머핀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어 쌀 분말이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쌀 분말의 첨가는 머핀의 수

분함량과 pH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쌀 분말의 종

류에 따라 수분함량과 pH의 증감 경향이 다른 것은 백미, 흑미,

홍국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에 따른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Moisture, pH and sugar content of muffins prepared with various rice powder

Property
Variety

Wheat Rice Black rice Red yeast rice

Moisture
Dough  28.44±0.151)b2) 26.52±0.45c 31.04±0.78a 26.68±0.14c

Baking 27.41±0.34c 28.02±0.17b 31.86±0.52a 26.58±0.44d

pH Baking 07.21±0.02a 06.73±0.04c 07.14±0.02b 06.67±0.01d

Sugar content Baking 02.00±0.00a 02.00±0.00a 02.00±0.00a 02.00±0.00a

1)Each value is mean±SD.
2)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 different superscript in row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Fig. 1. Photograph of vertical section of muffin added with various ric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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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쌀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부피 및 높이 측정결과

부피는 빵의 품질 평가에 주요한 지표이며 단백질의 함량, 질,

반죽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30). 다양한 쌀 분말을 첨가한 머

핀의 부피 및 높이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냈다. 머핀의

무게는 시료 간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머핀의 부피

는 밀가루 머핀에서 85 mL로 가장 높았고 백미 첨가군(83.3 mL),

흑미 첨가군(74.2 mL), 홍국 첨가군(64.3 mL) 순으로 낮아지는 경

향을 보였다. 높이는 밀가루 머핀에서 5.77 mm로 가장 높았으며

흑미 첨가군(5.27 mm)과 홍국 첨가군(5.30 mm)은 두 군 간의 유

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백미 첨가군(5.07 mm)에서 가장 낮

은 수치를 보였다. 밀가루를 대체하여 다양한 종류의 백미와 흑

미, 홍국 분말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빵은 쌀가루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부피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9,25,31). 또한, 현미분말

을 첨가한 머핀(5)과 수수가루를 첨가한 머핀(32)도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부피가 감소하여 본 연구와 유사했다. 부재료의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부피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이유는 부재료

첨가에 따른 글루텐 희석효과로 인하여 망상구조가 약화되고 포

집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며(25), 유색미의 첨가가 밀가루나

쌀가루로 제조한 머핀에 비해 부피가 감소한 이유는 유색미에 함

유된 식이섬유가 반죽의 글루텐과 작용하여 반죽의 발달을 방해

하고 가스 보유력을 저하시켜 부피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25).

다양한 쌀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색도

머핀 껍질의 색도는 Table 4에 나타냈다. 머핀 껍질의 명도(L

값)는 밀가루 머핀에서 82.99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백미

(79.82), 흑미(22.19), 홍국 머핀(19.33) 순서로 명도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머핀 껍질의 적색도(a값)는 홍국 머핀(25.7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흑미 머핀(0.20) 또한 밀가루 머핀(-6.29)

보다 증가하였고 백미 머핀은 6.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머

핀 껍질의 황색도(b값)는 밀가루 머핀(32.86)과 백미 머핀(32.62)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홍국 머핀(12.14), 흑미 머핀(1.65) 순

으로 낮은 값을 나타났다. 흑미 분말을 첨가한 식빵(25)과 Park

등의 홍국분말을 첨가한 머핀(33)은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명

도와 황색도는 밀가루 머핀보다 감소하였고 적색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제

과제품 제조 시, 밀가루 일부를 기능성 재료로 대체하는 경우에

는 재료의 고유색깔로 인해 L값은 낮아지고, a값과 b값도 소재

의 색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흑미와 홍

국의 첨가가 빵의 색상을 어둡게 하는 이유는 흑미에 함유된 안

토사이아닌 색소의 영향으로 흑미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어두

운 색상을 띈다고 보고되었으며(25) 홍국은 황색계인 모나신

(monasin)과 모나코루브린(monacorubrin)과 자색계인 루브로푼타

민(rubropunctamine)과 모나스코루브라민(monascorubramine) 등의

색소를 생산하여(9), 홍국 분말을 첨가한 반죽을 고온으로 가열

할 때 색소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15).

다양한 쌀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텍스처 측정

다양한 쌀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텍스처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탄력성(springiness)과 응집성(cohesiveness)은 밀

가루 머핀과 쌀 분말 첨가군 간의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검성(gumminess)은 저작기간 동안 느껴지는 밀도감을 의미하

며 홍국 머핀에서 1416.53 g/s로 가장 높았고 백미 머핀(1145.53

g/s), 밀가루 머핀(1087.22 g/s), 흑미 머핀(588.07 g/s) 순으로 낮은

값을 보여 홍국 머핀과 백미 머핀이 씹을 때 쫀득거리는 맛이 강

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씹힘성(chewiness)에서도 검성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검성과 씹힘성의 증가는 쌀 분말의 대체가 글루

텐을 저하시키고 아밀로스의 증가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5). 부착성(adhesiveness)은 밀가루 머핀(−0.29 gs)보다 흑미 머핀

(−0.06)과 홍국 머핀(−0.13)에서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백미 머핀

(−0.62)은 밀가루 머핀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흑미 분말과 연

질미를 배합한 식빵에서의 부착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본 연

구의 흑미 머핀과 유사했으며 부착성이 증가한 것은 수분 보유

량의 증가에 따른 끈적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36).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 변화

천연물의 라디칼 소거 활성은 인체 내에서 활성 라디칼에 의

한 노화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라디칼 소거 작용은

인체의 질병과 노화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37).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은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사

용되는 방법이다. 쌀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DPPH 라디칼 소거

Table 3. Baking properties of muffins prepared with various rice powder

Property
Variety

Wheat Rice Black rice Red yeast rice

Weight (g) 46.00±0.051)a2) 46.33±0.25a 46.50±0.00a 46.33±0.25a

Volume (mL) 85.00±3.00a 083.3±1.10a 074.2±3.00b 064.3±3.00c

Height (mm) 05.77±0.03a 05.07±0.05c 05.27±0.05b 05.30±0.01b

1)Each value is mean±SD.
2)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 different superscript in row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able 4. Color values of muffins prepared with various rice powder

Property
Variety

Wheat Rice Black rice Red yeast rice

L (lightness)    82.99±0.091)a2) 79.82±0.47b 22.19±0.45c 19.33±0.03d

a (redness) -6.29±0.01c .-6.32±0.02d .-0.20±0.02b 25.70±0.02a

b (yellowness) 32.86±0.10a. 32.62±0.29a 01.65±0.06c 12.14±0.07b

1)Each value is mean±SD.
2)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 different superscript in row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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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결과는 Fig. 2과 같다. DPPH 소거능은 300 μg/mL의 농도에서

의 홍국과 흑미 머핀에서 각각 48.53%와 48.38%로 밀가루 머핀

(36.13%)보다 높은 활성을 보였으나, 백미 머핀은 18.37%로 밀가

루 머핀보다 낮은 활성을 나타냈다. Jung 등(5)은 현미 분말 첨

가량의 증가에 따라 DPPH 라디칼 소거능이 28.01%까지 증가한

다고 하였고 흑마늘을 첨가한 머핀의 경우 DPPH 라디칼 소거능

이 49.76%까지 증가했으며(38) 버찌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머핀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이 87.90%로 유의적으로 증가

한다고 하였다(3). Lee 등(8)의 레몬그라스 분말은 100 μg/mL의

농도에서 68.76%의 활성을 보였고 레몬그라스 분말을 9% 첨가

한 머핀에서는 100 μg/mL의 농도에서 47.12%의 활성을 보여 열

의 안정성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흑미를 첨가한 식빵

의 연구결과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증

가했으며 이는 흑미의 안토사이아닌 색소에 기인하여 DPPH에

대한 강한 소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흑미는 조리방법에 따

라 안토사이아닌 함량에 영향을 미치나 열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

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5). 이에 본 연구의 흑미와

홍국을 첨가한 머핀에서 열 안정성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ABTS는 비교적 안정한 자유 라디칼로써 DPPH 라디칼과 함

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ABTS를 과

산화효소(peroxidase), 과산화수소(H2O2)와 반응시켜 활성 양이온

인 ABTS+이 형성되면 추출물의 항산화력에 의해 ABTS+이 소

거되어 라디칼 특유의 색인 청록색이 탈색되는데 이를 흡광도 수

치로 나타내어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할 수 있다(39). 쌀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ABTS 라디칼 소거능 결과는 Fig. 2에 나

타내었다.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결과는 밀가루 머핀에서

15.33%로 가장 낮은 활성을 보였으며 흑미(26.06%), 홍국(56.39%),

백미 머핀(62.01%) 순서로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러

가지 특수미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연구(40)에서는 흑

미가 가장 높고 백미가 가장 낮은 활성을 보여 본 연구와는 반

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과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의 결과의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ABTS 라디칼은 DPPH 라디칼과 달리 극성과 비극성 물질 모두

와 반응하여 소거 되고(22), ABTS 라디칼과 잘 반응하는 항산화

물질이 DPPH 라디칼과는 반응하지 않아 DPPH 라디칼 소거 활

성과 ABTS 라디칼 소거 활성간의 차이를 보였다고 판단된다(41).

본 연구결과로 미루어, 백미, 흑미, 홍국 분말을 첨가한 머핀은

쌀 소비 촉진 및 머핀의 기능성 부여 면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SOD 유사 활성의 변화

생체 내 항산화 효소 중 하나인 SOD는 세포 내 superoxide

radical을 과산화수소로 전환시키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이며

SOD에 의해 생성된 과산화수소는 카탈레이스(catalase) 또는 과

산화효소에 의해 물 분자와 산소 분자로 전환한다(42). 쌀 분말

을 첨가한 머핀의 SOD 유사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

다. 홍국 머핀에서 20.41%로 가장 높은 활성이 나타났으며 흑미

머핀에서 16.31%로 높은 활성을 보였다. 백미 머핀과 밀가루 머

핀은 각각 11.36%와 9.16%로 두 군 간에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현미 분말을 첨가한 머핀(5)은 60% 첨가 군에서

Table 5. Texture characteristics of muffins prepared with various rice powder

Text characteristics
Variety

Wheat Rice Black rice Red yeast rice

Springiness (mm) 1.00±0.001)a2) 1.00±0.00a 1.00±0.00a 1.00±0.00a

Cohesiveness (g/s) 1.08±0.06a 1.08±0.09a 1.10±0.04a 1.06±0.6a

Gumminess (g/s) 1087.22±11.19c 1145.53±18.39b 588.07±74.28d 01416.53±1.90a

Chewiness (g) 1088.30±10.94c 1150.08±17.61b 589.28±74.95d 14190.35±0.62a

Resilence (g) 0.50±0.03b 0.52±0.03b 0.59±0.03a 0.56±0.04ab

Adhesiveness (gs) -0.29±0.11bc  -0.62±0.32c -0.06±0.02a -0.13±0.08ab

1)Each value is mean±SD.
2)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 different superscript in row (a-d)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Fig. 3. SOD-like activity in muffin added with various rice
powder.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ach value is mean±SD
(n=3).

Fig. 2. DPPH scavenging activities and ABTS scavenging

activities in muffin added with various rice powder.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ach value is mean±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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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의 SOD 유사 활성을 나타냈고 감태 열수추출물(43)을 첨

가한 머핀의 SOD 유사 활성은 76.79%의 활성을 보고하여 본 연

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천연 식물 색소 추출물의 항

산화 효소 활성을 비교한 연구 결과, 흑미의 물 추출물에서 87.20%

의 SOD 활성을 보여(44)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실험동물에 고콜레스테롤 식이와 홍국 쌀을 혼합하여 공급

한 후 혈청과 간에서 항산화 효소 활성을 측정한 연구에서 홍국

쌀을 섭취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SOD, GPx 및 CAT 활성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홍국 쌀은 항산화 효소를 통해

ROS의 제거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45). 따라서 흑미와 홍국

은 밀가루를 대체품으로 제빵 및 제과 제품 개발의 좋은 재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밀가루를 대체하여 백미, 흑미, 홍국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품

질특성 및 항산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쌀 분말 50%를 첨가하여

머핀을 제조하였다. 머핀의 pH는 밀가루 머핀에서 가장 높았으

며 홍국 머핀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머핀의 높이 및 부피는

밀가루 머핀에서 가장 높았고, 부피는 백미, 흑미, 홍국 머핀 순

으로 감소했다. 색도 측정 결과 명도값은 밀가루 머핀에서 가장

높았으며 흑미와 홍국 머핀에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적색도는

홍국 머핀에서 가장 높았으며 밀가루 머핀과 백미 머핀에서 가

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황색도는 밀가루 머핀과 백미 머핀에서

유사했으며 홍국과 흑미 머핀 순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텍

스처를 측정한 결과, 탄력성과 응집성은 군 간의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검성과 씹힘성은 홍국 머핀에서 가장 높은 값

을 나타내어 홍국의 첨가가 머핀의 쫀득거리는 맛을 강화한 것

이라고 보이며 홍국 머핀의 씹힘성 증가는 밀가루를 대체하여 글

루텐 저하와 아밀로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DPPH 라디

칼 소거 활성과 SOD 활성 측정 결과는 홍국과 흑미 머핀이 밀

가루 머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측

정 결과, 백미와 홍국 머핀에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머핀 제조 시 밀가루를 백미, 흑미, 홍국 분말을 이

용하여 대체 할 수 있으며 좋은 기능성 식품으로서 역할을 할 것

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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