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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addition of  dandelion on color, texture, and antioxidant activity 
in Jeolpyon. Jeolpyon was prepared with varying amounts of dandelion ranging up to 20%. They were stored for 3 days 
at room temperature, and the color and texture were analyzed at different time intervals. L and a values decreased with 
increasing dandelion concentration while b values increased with increasing dandelion concentration in Jeolpyon. From 
texture analysis by Rheometer, the hardness and chewiness seem to be affected dramatically by the addition of dandelion 
in Jeolpyon. During storage, the control Jeolpyon without dandelion displayed greater than two fold increase in hardness, 
chewiness and brittleness, while the Jeolpyon with added dandelion had only slight increase during storage. The addition 
of dandelion in Jeolpyon also increased antioxidant activities such as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reducing power. The antioxidant activities increased linearly with increasing dandelion concentration 
in Jeolpyon. The increase of antioxidant activities in Jeolpyon with the addition of dandelion may be attributed to the 
polyphenols in dandelion since the amount of total polyphenols in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s of dandelion in Jeolpyon. 
In sensory evaluation, the panels of twenties, thirties, and forties gave high scores to Jeolpyon with dandelion containing 
10% 15%, and 20%, respectively in overall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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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의 고유한 전통음식문화는 한반도라는 자연 환경 안

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온 사회적 변천에 영향을 받으며, 오랜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음식인 

떡은 곡식을 가루 내어 물과 반죽하여 쪄서 만든 음식으로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별식으로 여겨왔다. 떡은 만드는 방법

에 따라 찌는 떡, 친 떡, 지진 떡, 삶은 떡으로 분류되고, 찌는 

떡은 설기 떡(무리떡)과 고물을 넣어서 만든 켜떡으로 나눈

다(Yoon & Choi 2000). 그 중 절편은 멥쌀을 가루로 빻아 시

루에서 충분히 증수한 다음, 떡메로 쳐서 매끄럽고 치밀하며 

촉촉하고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질감을 갖도록 만든 친 떡류

에 속한다. 절편은 인절미와 함께 치는 떡의 가장 기본이 되

는 대중적인 떡으로 멥쌀가루에 물 주기를 하여서 찜통이나 

시루에 찐 것을 절구에 쳐서 굵직하게 가래로 비빈 다음, 떡살

로 문양을 찍어 내어 썰거나, 둥글게 빚어 동그란 떡살로 찍

어서 기름을 바른 떡의 하나이다(Chae & Hong 2007). 절편의 

종류에는 섞는 재료에 따라 쑥 절편, 성기절편, 수리절편 등

이 있는데, 떡의 이용 실태조사에서 설날, 회갑, 결혼식, 제사, 
장례식 등의 행사에 절편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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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편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건

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천연재료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식물의 잎을 이용한 연구

에서 유자 잎 절편은 유자 잎이 지니고 있는 색, 유자열매와 

향, 청량한 맛 등이 절편의 기호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Joo 등 2010). 댓잎 분말을 첨가한 절편은 관능특성에

서 엿기름 물 처리와 댓잎 분말 첨가 절편이 저장하는 동안 

덜 단단하였다(Lee & Kim 2010). 그리고 연 잎을 첨가한 절편

은 연 잎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보다 저장기간 동안 총 균수

가 더 적었다(Han & Yoo 2007). 연근을 첨가한 절편은 색, 향, 
씹힘성에는 연근가루를 첨가할수록 특성의 강도가 컸으며, 
전체적인 기호도에서 10% 연근가루를 첨가한 연근 절편이 

가장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ang & Yoon 2008). 따
라서 떡의 품질 표준화 및 지속적인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떡의 제조공정에 앞서서 재료의 특성에 따른 배합비율이 매

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성인병 예방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기능성 물질을 첨가한 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

라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Nam & Park 2012)되고 있는데, 선
행 연구로는 수리취 절편(Kim 등 1994), 콩절편(Jung 등 1992), 
과즙 첨가 절편(Lim & Kim 2000), 구기자 절편(Lee & Kim 
2007) 등의 절편의 품질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국화과에 속하는 민들레(줄기, 잎, 꽃)는 우리나라 전국의 

산야, 길가, 밭둑 등에서 야생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서(Lee 
등 2011),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하여 유용하게 사

용되어온 약용식물 중의 하나로, 지상부(잎, 줄기, 꽃)를 말린 

포공영(浦公英)과 뿌리부위를 말린 포공영근(浦公英根)으로 

분류되어 약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잎은 샐러드나 채소와 같

은 나물로, 꽃은 와인 및 염료 제조 등에 이용되고 있다(Lee 
등 2012). 생약에서 포공영은 독이 없고, 열을 내리고, 해독과 

이뇨에 효과가 있으며, 염증이나 종기를 낫게 하며, 간과 담

낭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Heo & Wang 2008), 
민들레는 폴리페놀화합물 중 flavonoid류와 luteolin, taraxasterol 
등과 같은 성분과 Ca, 엽록소 및 비타민 C, D, K를 함유하고 

있고, 민들레 뿌리에는 강한 항산화 활성이 있는 생리활성 성

분인 chlorogenic acid, chicoric acid, caffeic acid와 같은 폴리페

놀 화합물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Lee 등 2011). 민들레는 

생리활성 효과가 부각되면서 크게 소비가 늘고 있지만, 섭취

형태는 제한적이다(Kim 등 2012).
그리하여 전통음식인 떡에 민들레를 첨가시켜 민들레의 

독특한 맛과 향기가 떡의 맛을 상승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민들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그대로 떡에 

첨가시킴으로써 기능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들레를 첨가하여 제조한 절편의 색

도, 텍스쳐 측정, 환원력, 총 폴리페놀 함량, DPPH 라디칼 소

거 활성,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관능검사 등을 비교 분

석하여 기능성 절편을 제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수

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멥쌀은 2012년 경남 창원시 북면에서 수

확한 멥쌀을 사용하였고, 민들레는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에

서 유기농 토종양구 흰색 민들레를 구입하여 뿌리는 제거하

고, 민들레의 줄기와 잎, 꽃을 사용하였으며, 소금은 천일염

을 사용하였다. 

2. 민들레 절편의 제조
멥쌀을 5회 씻어 8시간 수침한 후 30분간 체에서 물기를 

빼어 1%의 소금을 첨가하여 돌 롤러(신흥기계, Korea)에서 

먼저 1번 분쇄를 하고, 민들레는 100℃에서 3분 데쳐 헹구어 

쌀가루에 혼합하여 재 분쇄하였다. 재료에 물을 넣고 잘 섞은 

후, 체(mesh 20)에 내려서 수분을 골고루 분산되도록 하였으

며(Yoo 등 2005), 멥쌀가루 수분함량은 33.3%(w/w)이고, 민들

레 수분함량은 41.8%(w/w)이며, 민들레 절편 제조 시 수분함

량을 달리하여 제조하였다. 찜통에 물을 가열하여 대나무 찜

기에 면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silicone을 깔고, 20분간 쪄내

어 찐 떡의 반죽을 넓게 펴서 밀어낸 후, 가로 3 cm, 세로 3 
cm, 두께 1 cm 일정크기로 절단하여 항온기(Bod Incubator Dong 
Won Scientific System) 25℃에서 3일간 저장하면서 실험에 사

용하였으며, 민들레 절편의 재료 배합비는 여러 차례 예비실

험을 통해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3. 항산화 활성 측정을 위한 시료
항산화 활성 및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을 위한 절편의 추

Table 1. Formulas for dandelion Jeolpyun

Ingredients
Sample Rice flour(g) Dandelion(g) Water(g) Salt(g)

0% 300 0 90 3
10% 270 30 74.1 3
15% 255 45 66.15 3
20% 240 60 58.2 3

Moisture content of rice flour 33.3%(w/w)
Moisture content of  fresh dandelion 41.8%(w/w)
0%(w/w): Rice flour 300 g+dandelion 0 g+water 90 g+salt 3 g
10%(w/w): Rice flour 270 g+dandelion 30 g+water 74.1 g+salt 3 g
15%(w/w): Rice flour 255 g+dandelion 45 g+water 66.15 g+salt 3 g
20%(w/w): Rice flour 240 g+dandelion 60 g+water 58.2 g+salt 3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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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액을 만들기 위하여 절편(10 g)에 증류수를 가하여 100 mL
로 조절한 후, stomacher(260 rpm)를 이용하여 4분간 분쇄하

였다. 분쇄 후, 30분간 교반하여 재료의 수용성 성분을 추출

하여 원심분리(15,000 rpm, 10 min)한 다음 상등액을 취하여 

항산화 실험에 사용하였다. 
 
4. 실험방법

1) 색도 측정
민들레 첨가량을 10%(w/w), 15%(w/w), 20%(w/w) 달리하

여 제조한 민들레 절편을 가로 3 cm, 세로 3 cm, 두께 1 cm 
크기로 성형한 후, 표면의 색을 색차계(Colori-Meter JC801S JUKI, 
Japan)를 사용하여 명도(L값, lightness), 적색도(a값, redness), 
황색도(b값, yellowness)를 측정하였다(Yoon & Jang 2006). 이
때 사용된 calibration plate는 L값이 97.1, a값이 +5.02, b값이 

－3.24였으며, 항온기 25℃에 보관 중인 시료를 0, 1, 2, 3일 

동안 매일 5회 반복 실험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2) 기계적 texture 특성
민들레를 첨가하여 제조한 절편의 물성은 Rheometer(Compac- 

100II, Sun Scientific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시료는 가로 3 cm, 세로 3 cm, 두께 1 cm로 제조한 후, 
경도(hardness),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 씹힘

성(chewiness), 깨짐성(brittleness), 부착성(adhesiveness)을 0, 1, 
2, 3일 동안 매일 5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이때 Rheometer의 

측정 조건은 Table 2로 나타내었다.

3)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를 에탄올에 적당량을 가

하고, 10초 동안 강하게 진탕하여 분광광도계의 흡광도 값이 

0.95~0.99가 되도록 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은 시료 0.2 mL에 DPPH용액 0.8 mL를 가하고, 
10초 동안 강하게 진탕한 다음 10분 동안 방치한 후, 520 nm에

서 흡광도를 spectrophotomter(Ultrasprc 3000 Pharmacia Biotech, 
Eng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Blois MS 1958). 

Table 2. Instrumental conditions for Rheometer

Measurement Condition

Test speed 60 mm/min
Load cell 10 kg

Sample width 30 mm
Sample height 10 mm

Deformation time 5 sec
Sample compressed 30%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1－sample Abs/control Abs) × 100

4)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ABTS 라디칼 소거능 활성 측정은 Re 등(1999)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최종농도를 7.4 mM ABTS와 2.6 mM 
potassium persulfate로 혼합하여 실온인 암소에서 24 시간 동

안 방치하여 ABTS+를 형성시킨 후 732 nm에서 흡광도 값이 

1.4~1.5가 되도록 ethanol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ABTS 용액 

950 μL에 시료를 다양한 농도별로 50 μL씩 첨가한 후 10분 

후에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1－sample Abs/control Abs) × 100

5) 환원력 측정
Reducing power는 Oyaizu M(1986)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

정하였다. 시료 100 μL에 0.2 M sodium phosphate buffer(pH 
6.6) 250 μL, 1% potassium ferricyanide 250 μL를 각각 혼합하

여 50℃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10% trichloroacetic acid 
250 μL를 가하였다. 위 반응액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 500 μL에 증류수 500 μL, 0.1% ferric chloride 
100 μL를 가한 혼합한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700 nm에서 측

정하였다. 시료의 환원력은 민들레 절편 1.0g에 해당하는 환

원력을 BHT의 용량(mg)으로 표시하였다. 표준곡선은 BHT의 

최종농도가 0, 0.1, 0.3, 0.5, 0.7 mg/mL가 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작성하였다. 

6) 총 풀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 & Denis(1912)의 방법을  응용하

여 측정하였다. 시료는 증류수로 10배 희석한 희석액 400 μL
에 2배로 희석한 Folin 시약 400 μL를 첨가하고, 잘 혼합한 후 

3분간 방치하여 400 μL의 10% Na2CO3를 서서히 가하였다. 
이 혼합액을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spectrophotometer를 사

용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총 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를 정량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함량

을 구하였다. 표준곡선은 gallic acid의 최종농도가 0, 10, 20, 
30, 40, 50 μg/mL가 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70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작성하였다.

7) 관능검사
각 시료를 제조하여 부산여자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 20

대 여학생 20명과 외식경영대학원 석․박사, 외식에 관련된 

일을 하는 단체급식 조리사 30대, 40대를 20명씩 선정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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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목적과 민들레 절편의 관능 검사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

육을 시킨 후 질문지에 점수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시료는 

흰색 polyethylene 1회용 접시에 담아 제시하여 나이별로 평

가를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은 향(flavor), 색(color), 경도(hardness), 
촉촉함(moistness), 탄력성(springiness), 쫄깃함(chewiness), 종합

적인 기호도(overall preference)로 하였으며, 7점 척도법을 이용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의 강도가 커지는 것으로 하였다.

5. 통계처리
각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SPSS 통계프로그램(version 20)

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각 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

하고, 그룹간 비교를 위하여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
와 Ducan's multiple-range test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

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색도 측정
민들레 첨가한 절편의 저장기간 별로 색도 변화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명도 L값은 제조 직후 무첨가군이 76.27±0.35
이었고,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각각 50.30±0.21, 47.34±0.50, 
41.62±0.89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p<0.05), 이는 깻잎 설

기떡((Choi & Kim 2010), 율무가루 절편(Chae & Hong 2007)
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민들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황색

도가 낮아져 절편의 색이 녹색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적
색도 a값은 무첨가군이 －2.97±0.20이고, 20% 첨가군이 －4.42± 

Table 3. Color value of dandelion Jeolpyon

Hunter's 
color value

Storage time 
(day)

Concentration % (w/w) 
0 10 15 20

L

0  76.27±0.35Aa  50.30±0.21Bb  47.34±0.50Cc  41.62±0.89Dc

1  76.28±0.28Aa  49.13±0.44Bc  46.26±0.11Cd  40.84±0.46Dc

2  76.19±0.30Aa  51.06±0.32Bb  48.53±0.12Cb  44.63±0.93Db

3  76.39±0.52Aa  52.82±1.13Ba  51.12±0.62Ca  47.62±0.57Da

a

0 －2.97±0.20Aa －3.91±0.10Bd －4.00±0.26Bd －4.42±0.13Cd

1 －2.95±0.09Aa －3.15±0.25Bc －3.47±0.19Cc －3.83±0.17Dc

2 －2.99±0.13Ba －2.78±0.14Ab －2.71±0.24Ab －3.10±0.23Cb

3 －3.02±0.14Ca －2.50±0.28Aa －2.46±0.21Aa －2.82±0.48Ba

b

0   8.06±0.37Ba  20.16±0.30Aa  20.57±0.19Aa  20.59±0.86Aa

1   6.71±0.26Cb  16.39±0.22Ac  15.98±0.33Ab  15.12±0.44Bc

2   7.54±0.36Ca  17.00±0.29Ab  16.49±0.51Bb  16.18±0.93Bb

3   7.78±0.51Da  13.48±0.37Ad  13.18±0.47Bc  12.73±0.28Cc

All mean values are triplicate determination.
Means in a row (A-D) and a column (a-d) followed d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d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0.13으로 첨가군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첨가량

이 증가함에 따라 녹색이 강해짐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첨가물 증가에 따른 a값의 증가 요인으로는 민들레에 함유된 

chlorophyll이 pheophytin으로 전환(Choi & Kim 2010)되어 적

색도 a값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황색도 b값은 무첨가군

이 8.06±0.37로 가장 낮았지만, 10%, 15%, 20% 첨가군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모든 군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다.

2. 기계적 물성 특성
민들레 첨가량을 달리한 절편을 항온기 25℃에서 3일 동

안 저장하면서 측정한 물성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경도

(hardness)는 제조 직후 무첨가군이 2,096.57±35.16 g/cm2이며, 
20% 첨가군이 2,022.73±126.26 g/cm2로서 유의적으로 높았고, 
10% 1,797.18±62.89 g/cm2, 15% 1,885.46±94.01 g/cm2 첨가군

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민들레 첨가 절편을 4일 동안 저장 후

에 측정한 절편의 경도는 무첨가군은 4,586.83±116.80 g/cm2

이었으나, 10% 첨가군은 3,213.02±78.95 g/cm2, 15% 첨가군은 

3,290.23±69.48 g/cm2, 그리고 20% 첨가군은 3,089.91±74.04 
g/cm2로서 민들레 첨가군이 무첨가군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민들레의 섬유질인 식이섬유가 수분 보유력을 증가시

켜 견고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탄력성(springiness)
은 제조 직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지만, 저장기간에 동안 모

든 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민들레 섬유질이 

보습력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사료된다. 응집성(cohesiveness)
은 시료 간 유의적 차이를 보였지만, 저장기간 동안 모든 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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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xture profile analysis parameters of Jeolpyon prepared with the different amounts of dandelion 

Texture
parameters

Storage time 
(day)

Concentration % (w/w) 
0 10 15 20

Hardness
(g/cm2)

0 2,096.57±35.16Ad 1,797.18±62.89Bd 1,885.46±94.01Bd 2,022.73±126.26Ac

1 2,589.06±90.12Ac 1,976.92±70.55Cc 2,102.03±70.37Bc 2,128.51±60.07Bc

2 3,559.19±100.65Ab 2,512.21±102.25Bb 2,550.96±89.62Bb 2,588.97±95.79Bb

3 4,586.83±116.80Aa 3,213.02±78.95Ba 3,290.23±69.48Ba 3,089.91±74.04Ca

Springiness
(%)

0 97.06±0.71Ba 99.95±1.35Aa 98.06±1.56ABa 97.48±2.16Ba

1 93.02±1.17Bb 93.84±0.83ABb 97.15±1.38Ab 91.83±1.51Bc

2 92.80±0.89Ab 92.23±1.30Ac 92.83±1.42Ac 92.77±0.54Ab

3 91.90±1.77Ac 89.80±0.93Ad 88.71±0.74Ad 89.40±2.04Ad

Cohesiveness
(%)

0 87.31±1.34Ba 90.41±1.70ABa 90.86±3.60Aa 87.31±2.09Ba

1 86.35±2.90Aa 87.80±1.08Ab 87.11±1.04Ab 84.98±3.00Aab

2 86.49±2.50Aa 87.96±0.73Ab 88.82±2.98Aab 88.10±2.00Aa

3 86.08±1.34Aa 85.21±1.49Ac 83.21±0.86Bc 82.35±1.79Bb

Chewiness
(g)

0 380.41±16.56Ad 330.71±12.00Bd 314.41±45.72Bd 378.13±32.79Ac

1 493.50±18.54Ac 372.22±14.85Cc 402.39±12.54Bc 387.00±12.87BCc

2 703.95±26.09Ab 476.62±19.72Bb 489.87±14.85Bb 482.43±14.42Bb

3 855.21±33.70Aa 579.31±11.59Ba 574.10±2.84Ba 541.57±14.57Ca

Brittleness
(g)

0 38,820.45±1,587.48Ad 34,701.43±1,050.50Bc 32,350.95±4,292.44Bd 38,731.78±3,166.22Ab

1 48,375.52±2,006.62Ac 36,787.94±1,465.76Cc 40,297.01±1,220.37Bc 37,849.19±9,87.65Cb

2 68,856.78±2,888.27Ab 46,350.98±2,267.67Bb 47,925.94±1,594.31Bb 47,173.88±1,654.97Ba

3 81,202.66±4,560.77Aa 54,920.61±1,265.21Ba 53,795.79±4,53.03BCa 48,752.74±2,780.50Ca

Adhesiveness
(g)

0 －180.00±7.07Dc －176.00±26.08Cc －150.00±20.00Ab －166.0±20.74Bb

1 －136.00±8.94Db －102.00±4.47Cb  －82.00±4.47Ba  －76.00±8.94Aa

2 －140.00±15.81Db  －70.00±10.00Ba  －92.00±13.04Ca  －64.00±8.94Aa

3 －126.00±16.73Da  －70.00±7.07Ba  －82.00±13.04Ca  －58.00±8.37Aa

All mean values are triplicate determination.
Means in a row (A-D) and a column (a-d)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모시잎 절편(Yoon & Jang 
200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씹힘성(chewiness)은 제조 직후 

무첨가군이 380.41±16.56 g으로 높았으며, 저장기간 동안 모

든 군에서 증가하였지만 무첨가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

다(p<0.05). 이는 첨가량에 의해 감소한 율무가루 절편(Chae 
& Hong 2007)과 일치하였다. 깨짐성(brittleness)은 무첨가군

이 38,820.45±1,587.48 g으로 가장 높았고, 다른 첨가군은 유

의적으로 낮았으며, 저장기간 동안 무첨가군이 다른 첨가군

보다 깨짐성이 0.6배 정도 높았다. 부착성(adhesiveness)은 제

조 직후 무첨가군에 비해 첨가군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

며, 저장기간 동안 모든 군에서 감소하였다.

3.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전자공여능은 항산화 측정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법이다

(Yang 등 2013). 측정에 사용된 DPPH는 안정한 자유 라디칼

로서 시료가 항산화 활성을 갖고 있다면, DPPH가 갖고 있는 

free radical의 비공유결합을 소거하여 DPPH의 환원성을 높일 

것이고, 보라색의 DPPH가 환원이 많이 될수록 보라색을 잃

게 되어 흡광도 측정 시 그 수치도 낮아진다. 민들레를 첨가

하여 제조한 절편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민들레의 첨가량

에 비례적으로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다(Fig. 1). 절편에 민

들레를 첨가하지 않은 무첨가군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5.87%, 10% 첨가군은 10.27%, 15% 첨거군은 11.34%, 그리고 

민들레 20% 첨가군은 13.02%로 민들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4.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DPPH radical의 소거능과 같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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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TS cation radical 소거능은 2,2'-azido-bis(3-ethylbenzothia-
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ABTS)와 potassium per-
sulfate와의 반응으로 ABTS cation radical이 생성되면 특유의 

색인 청록색을 띄게 되고, 시료를 첨가함에 따라 연한 녹색으

로 decolorization 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이며, hydrogen donating 
antioxidant와 chain breaking antioxidant 모두를 측정할 수 있

다(Kim 등 2011). 민들레 첨가 농도에 비례 의존적으로 민들

레 첨가 절편의 ABTS radical 소거능은 증가하였다. 10% 첨
가군 22.0747%, 15% 첨가군 24.8224%, 20% 첨가군 26.5514% 
(Fig. 2)에 나타내었다.

5. 환원력 측정
환원력은 항산화 작용의 여러 기작 중에서 활성 산소 및 

유리기에 전자를 공여하는 능력을 말하며, 700 nm에서 ferric- 
ferricyanide(Fe3+) 혼합물이 수소를 공여하여 유리라디칼을 안

정화시켜 ferrous(Fe2+)로 전환하는 환원력을 흡광도 값으로 

Fig. 1. Effect of dandelion concentration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Jeolpyon.

Fig. 2. Effect of dandelion concentration on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Jeolpyon.

나타낸 것이다(Sa 등 2010). 환원력은 항산화 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iddhuraju 등 2002). Fig. 
3은 이러한 환원력을 민들레 첨가 절편에서 측정한 것이다. 
BHT equivalent 값으로 나타냈을 때 민들레 절편의 20% 환원

력은 1.64 mg/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첨가군이 0.75 
mg/g으로 낮게 나타내어 민들레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환원

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페놀성 화합물은 항산화 효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페놀성 물질은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지고, 이것은 단백질처럼 거대분자와 결합하여 

항산화, 항균, 항암 등의 생리활성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Park CS 2005). 민들레 절편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

은 1,263.41 μg/g으로 20% 첨가물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첨가군은 1,155 μg/g, 10% 첨가군은 1,218.41 μg/g, 그리고 

Fig. 3. Effect of dandelion concentration on reducing 
power in Jeolpyon.

Fig. 4. Effect of dandelion concentration on total poly-
phenol in Jeolp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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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첨가군은 1,245.68 μg/g으로 높게 나타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폴리페놀 함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Fig. 4).

7. 관능검사
민들레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민들레 절편의 나이별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20대에서 색(color)은 

무첨가군이 5.85±1.22로 높게 나타났으며,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낮게 나타났지만,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인(p<0.05)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0대에서 10% 첨가군이 6.00±1.17로 높게 

나타났으며, 40대에서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향(flavor)은 20대에서 10% 첨가군이 높게 나타났으며, 20% 

첨가군에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20대들이 깨끗하고 단순

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0대, 40대에서는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나, 20대와 대조를 이루었다.
경도(hardness)는 20대에서 무첨가군이 5.95±1.10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첨가군과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Table 5. Sensory evaluation of Jeolpyon prepared with the different amounts of dandelion 

Sensory
evaluation Age

Concentration % (w/w) 

0 10 15 20

Color
20 5.85±1.22Aa 5.20±1.50Aa 4.95±1.14Ab 4.15±1.42Bc

30 4.30±1.03Cb 5.95±0.82Aa 6.00±1.17Aa 5.30±0.92Bb

40 3.85±0.81Cb 5.35±0.83Ba 6.05±0.68Aa 6.37±0.83Aa

Flavor
20 5.20±1.11Aa 5.20±0.89Aa 5.35±1.09Aa 4.20±1.36Bb

30 3.90±1.02Cb 5.00±1.17Ba 5.45±1.00ABa 5.85±1.09Aa

40 3.45±1.43Cb 5.15±1.27Ba 5.60±0.88ABa 6.30±0.80Aa

Hardness
20 5.95±1.10Aa 5.65±1.04Aa 5.55±1.19Aa 5.90±1.12Aa

30 4.25±1.52Bb 5.40±1.39Aab 4.75±1.16Bb 5.25±0.92Ab

40 4.55±1.36Bb 5.30±0.92Ab 5.70±1.17Aa 5.55±0.83Aa

Cohesiveness
20 4.95±1.00Ba 6.10±0.79Aa 5.55±0.83Ab 5.90±1.07Ab

30 4.05±0.94Cb 5.15±1.14Bb 5.90±0.91Aa 5.55±1.05Bb

40 4.70±1.08Ca 5.00±0.92Cb 5.65±1.09ABb 5.85±1.23Ab

Springiness
20 5.20±0.95Aa 5.80±0.89Aa 5.54±1.32Ab 5.55±1.43Ab

30 4.70±1.49Ac 5.05±1.32Ac 5.10±1.33Ac 5.20±1.20Ac

40 5.10±1.33Bb 5.40±1.31Bb 5.65±0.88ABa 6.15±0.88Aa

Chewiness
20 5.75±0.64Aa 5.85±1.18Aa 5.90±0.97Aa 5.95±0.76Aa

30 4.85±1.35Bc 5.35±1.04ABb 5.75±1.02Ab 5.60±1.10Ab

40 5.00±1.17Bb 4.95±0.89Bc 5.40±1.05ABc 5.75±1.21Ab

Overall 
acceptability

20 5.40±0.94Aa 5.85±1.18Aa 5.60±1.05Ab 5.50±0.89Ab

30 4.80±1.15Cb 5.30±0.92BCb 6.05±1.10Aa 5.65±0.93ABb

40 3.95±1.00Cb 5.05±0.83Bb 5.75±0.85Ab 6.25±0.79Aa

All mean values are triplicate determination.
Means in a row (A-C) and a column (a-c)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7 Scale method (1=dislike extremely, 7=like extremely).

으며, 30대는 10% 첨가군이 5.40±1.39로 높게 나타났고, 40대
에서는 15% 첨가군이 5.70±1.17로 높게 나타났다.

응집성(cohesiveness)은 20대가 10% 첨가군에서 높게 나타

났고, 30대에서 15%가 높게 나타났으며, 40대에서는 20%에

서 높게 나타내서 각 나이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났다. 
탄력성(springiness)은 20대 10% 첨가군이 5.80±0.89로 높

게 나타났으며, 30대, 40대에서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각각 

5.20±1.20, 6.15±0.88로 높게 나타났다.
씹힘성(chewiness)은 20대, 40대에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민들레의 섬유질이 씹힘성을 증가시

키는 요인으로 사료되며, 30대는 15% 첨가군이 5.75±1.02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는 20대에서 10% 첨

가군을 높게 나타내었고, 30대, 40대에서는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색과 향미가 있

으며, 씹힘성이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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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민들레를 0%, 10%, 15%, 20%를 첨가하여 절편

을 제조하고, 절편의 색도, 기계적 특성, 항산화 활성 및 관능

검사를 평가하여 민들레 절편의 적합한 첨가 비율과 최적 조

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색도 L값은 민들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었으며, 저장기간 동안 모든 군에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

아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a값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음의 값이 증가하였으며, 저장기간 동안 10%, 15%, 20% 첨가

군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b값은 저장기간 동안 유

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기계적 텍스쳐 특성에서 경도는 민들

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었고, 저장기

간 동안 유의적으로 높았다. 탄력성과 응집성에서 저장기간 

동안 모든 군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씹힘성은 저장

기간 동안 모든 첨가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깨짐성은 무

첨가군이 8,820.45±1,587.48 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
장기간 동안 다른 첨가군에 비해 81,202.66±4,560.77 g으로 높

게 평가되어 민들레를 첨가함으로써 절편의 깨짐성이 낮았

다. 부착성은 무첨가군보다 민들레 첨가군에서 낮았으며, 저
장기간 동안 모든 군에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다. 민들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민들레 첨가 

절편의 DPPH radical 소거능, ABTS radical 소거능 및 환원력

과 같은 항산화 활성과 polyphenol 함량이 증가하였다. 관능

검사는 20대에서 색은 무첨가군이 높게 나타났으며, 30에서

는 15% 첨가군이 높게 나타났고, 40대는 20% 첨가군에서 높

은 경향을 보였다. 향미는 20대에서 15% 첨가군이 가장 높았

으며, 30대, 40대는 민들레 첨가량이 많을수록 높았다. 경도

는 20대에서 무첨가군이 5.95±1.1, 20% 5.90±1.12, 110% 5.65± 
1.04, 15% 5.55±1.19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으며, 30대는 10% 첨가군이 5.40±1.39로 높게 나타났고, 40
대는 15% 첨가군에서 5.70±1.17로 높게 나타내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응집성과 탄력성은 첨가량에 따른 결과

가 다르게 나타내어 나이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씹힘성은 20대, 40대가 20% 첨가군에서 높았으며, 30대는 

15% 첨가군이 가장 높았다.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세대에 

따라서 선호하는 민들레 첨가량이 상이하였다. 20대는 10%, 
30대는 15%, 그리고 40대는 20% 민들레 첨가를 가장 선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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