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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shelf life of wet noodles containing a freeze-dried powder of Heracleum 
moellendorffii(HM) were studied to investigate the use of HM as a food ingredient. The weight, volume, and water 
absorption of wet noodle sprepared with HM(HML) decreased as the concentration of HM increased. The turbidity 
of HML sauce and the loss in the solid content of noodles after cooking were lower than those of control noodles. 
Whiteness(L) and redness(a) values of wet noodles decreased but yellowness(b) increased after addition  of HM. 
The sensory qualities of HML, including appearance, taste, color, flavor, texture, and overall acceptability, were 
better than those of control noodles. Addition of HM to 0.6%(w/w) afforded the best sensory qualities with respect 
to taste, texture, and overall acceptability.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of HML increased as HM concentration 
increased. Noodle DPPH free-radical-scavenging activities were 22%(control), 28.41%(0.3%HM addition), 
40.22%(0.6%HM addition) and 49.42%(0.9%HM addition). Viable bacterial cell count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control noodles and those prepared using 0.6%(w/w)HM during storage for 6day sat 10℃. However, viable 
cell numbers in noodles prepared using 0.9%(w/w) HM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control samples 
and of noodles prepared using either 0.3%(w/w) or 0.6%(w/w) HM, during storage for 12 days at 10℃. Changes 
in pH values showed trends similar to those of viable cell numbers during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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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국수는 밀이나 곡류에 존재하는 불용성 단백질인 gluten

의 독특한 점탄성을 이용한 식품으로 국내 식품공전에 의하

면 건면류, 파스타류, 생면류, 숙면류, 즉석면류 등의 제품

류로 분류되고 있다(1). 경제수준의 향상과 고품질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도가 식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면류

의 경우에도 건면중심의 소비추세에서 영양성분, 향, 맛,

조직감 등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조리 시간 단축 등 편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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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생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2-4). 그러나 생면으로 저

장, 유통되는 경우 곰팡이 뿐만 아니라 효모와 세균의 증식

에 의해 쉽게 변질되는 단점이 있어(5)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보존제로 인공합성품이 많이 이용되었으며 요즘

에는 인공합성 보존제 대신 식용식물 및 생약 등의 천연물

이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6,7). 생면의 품질과

저장성 개선을 위해 pediocin(8), 중합인산염(5), 다공성전

분(9), 솔잎분말(10), 톳분말(11), 구기자분말(3) 등을 활용

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어수리(Heracleum mollendorffii)는 독활(獨活)이라고 불

리며 그 외 어느리, 단보백지, 단모독활이라고도 한다. 흔히

우리나라 제주, 전남, 전북, 충남, 강원 등지의 산이나 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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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라는 산형과(Umbelliferae, 傘形科)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전초에 0.53%, 열매에 1-2%의 coumarin이 있고,

잎, 꽃, 열매에 saponin, 꽃 이삭에 flavonoid가 있다. 뿌리에

는 sphondin (0.11%), umbelliferone, isobergapten, bergaptene,

angelicin 등 10가지 성분의 coumarin이 있다(12). 어수리에

관한 연구로는 Kwon 등(13)이 그 뿌리로부터 약용자원으

로서의 가능성을 찾고자 10종의 화합물을 분리, 보고한 것

과 Nakano 등(14)은 그 뿌리에서 antiproliperative activity를

나타내는 화합물로서 panaxynol과 falcarindiol을 분리, 어수

리로부터 항균활성 성분의 분리․정제 및 구조결정에 관한

보고가 있을 뿐이다.

어수리는 경북 청송지역에서 어수리전이나 나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어수리의 기능성과 국수의 표준 레시피

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여 본 연구는 어수리의 실용적인

활용 방법을 모색하고 어수리분말을 첨가한 생면의 품질특

성과과 저장성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실험에 사용한 어수리는 청송군 부동읍에서 6월에

구입하여 이물질을 제거 후 동결건조기(Freezer Dryer,

LABCONCO, Cansas, USA)로 건조시킨 분말을 사용하였

으며, 밀가루는 중력분 1등급(백설 밀가루, CJ 주식회사),

식염은 순도 99%이상의 시판 정제염(한주소금, (주) 한주)

을 사용하였다.

국수제조

생국수는 Shin과 Kim(15) 및 Lee(16)등의 방법에 준하여

Table 1과 같은 배합 비율로 제조하였다. 어수리 분말과

밀가루에 소금과 물을 가하여 상온에서 10분간 반죽하여

비닐백에 넣어 상온에서 1시간 숙성 시켰다. 숙성 후 완성된

반죽을 가정용 국수 제조기(MOD 150, Atlas & Pastabike

Co., Ltd., Italy)를 이용하여 두께 1 mm, 넓이 3 mm, 길이

30 cm로 절단하여 사용하였다.

Table 1. Formula for noodle dough prepared with various levels
of Heracleum mollendorffii powder.

Components Wheat flour (g) Heracleum moellendorffii
powder (g)

salt
(g)

Water
(mL)

Control 300 0 6 130

0.3% 291 0.9 6 130

0.6% 298.2 1.8 6 130

0.9% 297.3 2.7 6 130

국수의 조리특성

국수의 조리 시 특성은 Lee와 Kim (17)의 방법에 준하여

생면 50 g을 500 mL의 끓는 증류수에 넣고 5분간 조리한

후 흐르는 냉수에 1분간 냉각시킨 다음 조리용 철망으로

건져 2분간 방치하여 물을 뺀 후 본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였

으며, 면의 중량, 부피, 조리면의 수분흡수율, 국물의 탁도

등을 측정하였다.

중량 및 부피

삶은 국수를 1분간 흐르는 물에 냉각시켜 체에서 2분간

물을 뺀 후 중량을 측정하였다. 삶은 면의 부피는 500 mL용

mass cylinder에 300 mL의 증류수를 채운 다음, 시료를 넣어

증가하는 물의 부피를 측정하여 구하였다.

면의 수분흡수율 및 삶은 국물의 탁도

조리면의 수분흡수율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생면의중량
조리후의국수의중량생면의중량

×

국물의 탁도는 삶은 면을 건져낸 물을 25℃에서 냉각하

여 spectrophotometer (Pharmacia Biotech Ultrospec 1000,

Cambridege, UK)를 사용하여 675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색도 측정

국수의 색도는 생면(두께 1 mm, 넓이 3 mm) 10 g취하여

색차계 Hunter color difference meter를 사용하여 L, a, b값을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색차계의 표준색도는

Y=94.5, x=0.3132, y=0.3203으로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Singleton 등(18)의 방법에 따라 국수

를 동결건조 후 70%에탄올에 24시간 추출하여 시료로 사용

하였다. 국수추출물 1 mL에 0.2N Folin-ciocalteau시약 1

mL를 가한 후 실온에서 3분간 반응 시킨 후, Na2CO3 (75

g/L) 1.0 mL을 가한 후 암소에서 1시간동안 방치 한 후 7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를 표준물질로 한 표준곡선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전자공여능(DPPH) 측정

전자공여능은 Blois의 방법(19)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국수추출물 0.4 mL에 0.4 mM DPPH (α, α-diphenyl-β

-picrylhydrazyl) 에탄올 용액 0.8 mL을 진탕 혼합하고, 10분

간 방치 후 분광광도계(Pharmacia Biotech Ultrospec 1000,

Cambridege, UK)를 사용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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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계산식에 준하여 환산하였다.

전자공여능  무첨가구의흡광도
시료첨가구의흡광도

×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5분간 삶은 뒤 찬물에 헹군 후 물기를 뺀

국수를 선발된 관능요원 20명을 선정하여 국수의 외관, 맛,

색, 풍미, 조직감, 종합적 기호도에 대하여 5점 채점법으로

실시하였다. 조직감은 아주 강하다가 5점, 보통이다가 3점,

아주 약하다가 1점으로 하였으며 맛, 색, 풍미 및 종합적인

기호도는 아주 좋다가 5점, 보통이다가 3점, 아주 나쁘다가

1점으로 평가하였다.

국수의 저장성

제조한 국수를 함기포장하여 10℃에서 저장하면서 3일

간격으로 저장성을 검토하였다. 저장성 측정은 국수 10 g에

멸균 증류수 90 mL를 첨가하여 homogenizer (Nissei,

Nihonseiki Kaisha Ltd., Tokyo, Japan)로 1분 동안 마쇄 된

용액을 사용하였으며, pH측정도 마쇄액을 10 mL 취하여

pH meter (Orion 410A, Orion Research In., LA, USA)로

측정하였으며, 총균수는 plate count agar, 진균류는 potato

dextrose agar(Difco, Becton Dickinson, USA)에 접종하여

32℃와 25℃에서 24시간 동안 각각 배양 후 나타난 콜로니

를 계수하였다.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PSS 통계 package program (statistical

package social science, version 12.0)을 이용하여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고,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표시하였고, 처리구간의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정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결과 및 고찰

국수의 조리특성

어수리 분말 함량을 달리 첨가하여 제조한 국수의 조리

후 중량, 부피, 함수율 및 국물의 탁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조리 후 대조구의 무게는 117.05 g, 부피는

105 mL이었으며, 어수리분말 0.9% 첨가구는 무게 94.89

g, 부피 87.50 mL로 가장낮은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어수리

분말 함량이 증가할수록 조리면의 무게와 부피가 감소한

것은 첨가 소재의 수분흡수율에 따라 면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밤가루복합분(20),

들깨가루 복합분(21), 손바닥선인장 분말(22)을 첨가한 국

수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조리과정 중 국수의 수분흡수율

은 대조구 134.10% 어수리 분말 0.9%첨가 89.79%로 어수리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흡수율은 감소하였으며, 분

리대두단백질을 첨가한 쌀국수(27), 말쥐치 농축단백질을

첨가한 국수(28)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조리 중 고형분의

손실 정도를 나타내는 국물의 탁도는 어수리 분말의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낮게 나타나 고형분 손실량이 적음을 알

수 있었으며, 매실 착즙액(23), 갈변표고버섯(24), 칡 전분

(25)첨가 국수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국물의 탁도가

높다는 것은 고형분의 유출이 많을 뿐 아니라 면이 쉽게

풀어지고 끊어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19). 따라서 어수

리 분말은 국수 조리 후에도 면의 형태가 쉽게 변형되지

않고 외관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어수리에

함유된 기능성 성분의 손실이 적어 기능성 국수의 제조

원료로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 Cooking properties of noodle with Heracleum mollendorffii
powder

Weight (g) Volume (mL) Water absorption
(%)

Turbidity of soup
(O.D at 675 nm)

Control 117.05±0.13
d

105.00±0.50
d

134.10±0.26
d

2.613±0.08
d

0.3% 111.52±0.20c 99.30±0.25c 123.03±0.41c 2.528±0.29c

0.6% 96.72±0.12b 91.50±0.50b 93.44±0.24b 1.882±0.07b

0.9% 94.90±0.01
a

87.50±0.50
a

89.79±0.03
a

1.809±0.59
a

abcd
Means within each column with no common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국수의 색도

어수리분말 함량을달리하여 제조한 생면의 색도를 측정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조구의 경우 L, a 및 b값이

각각 81.14, -1.84, 15.80이었다. L값은 어수리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73.88, 69.02, 64.14로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a값은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증가하였다. b값

은 L값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어수리 분말

자체의녹색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유청 분말(17)

과 클로렐라(1)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국수의 L값과 a값

은 감소하는 반면 b값은 증가하였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

을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어수리분말 첨가로 국수의 전

체적인 색이 짙어져서 명도가 낮았으며, 조리 후에도 면은

푸른색을 띠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3. Hunters color values of cooked noodles with Heracleum
mollendorffii powder

　 Control 0.3% 0.6% 0.9%

Lightness (L) 81.14±0.38
d

73.88±0.65
c

69.03±0.79
b

64.14±0.65
a

Redness (a) -1.84±0.07
d

-5.71±0.06
c

-6.60±0.13
b

-7.31±0.07
a

Yellowness (b) 15.80±0.33
b

15.32±0.18
a

16.39±0.33
c

16.19±0.02
bc

abcd
Means within each column with no common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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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폴리페놀 함량 및 전자공여능

어수리분말 첨가 함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조리국수의

총 폴리페놀 함량 및 전자공여능 측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국수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대조구는 360.79 μg/mL,

어수리분말 0.9%첨가구 521.14 μg/mL이었으며, 어수리 첨

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어수리분말 함량에 따른 국수의 전자공여능은 대조구

22%, 어수리분말 0.6%, 0.9% 첨가구 각각 40.22%, 49.42%

를 나타내어 어수리 첨가에 의해 전자공여능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전자공여능은 phenolic acids와

flavonoids 및 기타 phenol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 작용의

지표(26)로 polyphenol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는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어수리 분말 첨가량에 의해 항산화

능이 향상된 국수의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4. Sensory properties of cooked noodles with Heracleum
mollendorffii powder

　 Control 0.3% 0.6% 0.9%

Appearance 2.65±0.49
a

3.30±0.47
b

3.35±0.75
b

4.30±0.47
c

Taste 2.65±0.49
a

3.15±0.67
b

3.85±0.37
c

3.15±0.88
b

Color 2.65±0.49a 3.15±0.37b 3.65±0.49c 4.45±0.51d

Flavor 2.45±1.00a 2.70±0.47a 3.00±0.56a 3.75±1.25b

Texture 2.70±0.73
a

3.30±0.79
b

3.65±0.49
b

3.50±0.76
b

Overall acceptability 2.50±0.51
a

3.30±0.47
b

3.85±0.67
c

3.65±0.49
c

abcd
Means within each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관능검사

어수리 분말을 첨가한 국수의 조리후 기호성은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어수리 첨가 에 의한 국수의 기호성

은 대조구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외관, 색 그리고 풍미는

0.9%첨가구가 유의적으로 가장 우수하였으며, 맛, 조직감,

종합적 기호도는 0.6%첨가구가 가장 우수하였으나 맛을

제외하고는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각 처리구별(대조

구, 0.3%, 0.6%, 0.9%) 종합적 기호도는 각각 2.50, 3.30,

3.85 그리고 3.65나타내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어수리 분말 첨가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수의 시식전의

Table 5. Total phenols content (μg/mL) and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of cooked noodle with Heracleum
mollendorffii powder

　 Control 0.3% 0.6% 0.9%

Total polyphenol
(μg/mL)

360.79±0.66a 397.93±0.22b 442.54±1.14c 521.14±0.25d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 22.20±0.10

a
28.41±0.10

b
40.22±0.20

c
49.42±0.06

d

abcd
Means within each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기호성은 0.9%첨가구가 시식 후 기호성은 0.6%가 양호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시각적으로는 외관과 색이 선명한 어

수리 분말 0.9%첨가구가 유의적으로 우수하였으며, 맛은

0.6%첨가구가 가장 양호하였다.

최근 다양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다양한 색상의 국수

가 시판되고 있는현실을 감안하면 국수의 기능성 및 기호

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어수리 분말은 국수 제조용 소재로

서 층분한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수의 저장성

어수리 분말을 첨가한 생면을 10℃에서 12일간 저장하면

서 미생물의 변화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대조구와

어수리 분말 첨가구의 저장 초기 총균수는 10
1

CFU/mL에

서 저장 6일이후 어수리분말 첨가농도가 증가할수록총균

수는 대조구에 비해 적었으며 저장 12일째 대조구, 어수리

분말 0.3%, 0.6%첨가구는 10
5

CFU/mL 그리고 0.9%첨가구

는 10
3

CFU/mL을 나타내었다. 어수리분말의 첨가에 따른

생면의 저장중 Yeast와 mold수는 총균수의 변화와 유사하

여 저장 9일째 까지는 대조구와 첨가구는 유사하였으나,

9일 이후 억제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어수리분말

첨가에 의해 생면의 저장성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6. Change in total bacteria, yeast and mold of noodle with
Heracleum mollendorffii powder during storage for 12days at 10℃

(log NO. CFU/g)

　 Group
Storage time (days)

0 3 6 9 12

TB1)

control 1.94±0.04aA 2.04±0.04aC 2.76±0.02bD 4.83±0.06cC 5.49±0.12dC

0.3% 1.96±0.00aAB 1.90±0.05aB 2.64±0.04bC 4.79±0.01cC 5.09±0.12dB

0.6% 1.97±0.00bAB 1.82±0.04aB 2.09±0.05cB 4.23±0.00dB 5.07±0.04eB

0.9% 1.99±0.01
bB

1.69±0.03
aB

1.96±0.05
bA

3.44±0.04
cA

3.94±0.03
dA

YM
2)

control 2.62±0.14
aA

2.55±0.06
aC

3.61±0.01
bC

5.25±0.02
cC

5.48±0.16
dD

0.3% 2.69±0.01
bA

2.52±0.05
aBC

3.54±0.03
cC

3.97±0.01
dB

4.96±0.01
eC

0.6% 2.81±0.04
bA

2.46±0.03
aC

3.40±0.02
cB

3.90±0.00
dAB

4.53±0.06
eB

0.9% 2.56±0.24
aA

2.36±0.03
aA

3.22±0.14
bA

3.81±0.09
cA

3.87±0.03
cA

1)
Total bacteria,

2)
Yeast and mold

a-d
Means within each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DMeans within each column with no common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저장 중 pH의 변화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장초기

대조구 5.60, 어수리분말 0.3%, 0.6% 그리고 0.9%첨가구는

각각 5.73, 5.78, 5.52이었으며, 저장 9일째까지는 0.3%와

0.6%첨가구는 대조구와 유사하였으나, 저장 9일 이후 대조

구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첨가구는 대조구에 pH가 높은 경

향을 나타내었다. 0.9%첨가구의 경우 pH 변화는 저장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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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2일째까지 뚜렷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어수리

분말 첨가에 따라 초기미생물수가 적게 나온 것은 pH 감소

로 미생물 수가 대조군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고 저장 중에

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국수 제조 시 어수리분말 0.6%와 0.9%첨가할 경우 국수

의 저장기간을 연장시킬수 있으나 기호성은 0.6%첨가구가

양호하여 국수의 기호성 및 생리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적정 농도는 0.6%로 판단되었다. 어수리 분말을 국수 제조

시 첨가물로 사용하기 위해 어수리 첨가형태, 국수 제조법,

첨가량에 따른품질특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선행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7. Change in pH of noodle with Heracleum mollendorffii
powder during storage for 12days at 10℃

Group
Storage time (days)

0 3 6 9 12

control 5.60±0.01bB 6.12±0.01eB 6.04±0.03dB 6.02±0.01cA 5.17±0.01aA

0.3% 5.73±0.01bC 6.16±0.01cC 6.10±0.09cB 6.11±0.00cB 5.45±0.07aB

0.6% 5.78±0.01bD 6.21±0.03dD 6.05±0.01cA 6.05±0.06cA 5.73±0.01aC

0.9% 5.52±0.03
aA

5.98±0.02
bA

5.96±0.03
bA

5.96±0.01
cA

5.94±0.03
cD

a-eMeans within each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DMeans within each column with no common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요 약

어수리의 실용적인 활용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어수리

분말을 첨가하여 생면을 제조하고. 이들 면의 품질특성과

저장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어수리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국수의 중량, 부피 및 수분흡수율이 감소하였다.

어수리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국수 국물의 탁도와

조리중 고형분 손실량이 대조구에 비해 낮았다. 어수리 분

말 첨가에 의해 생면의 명도(L)와 적색도(a)는 감소하였으

며, 황색도(b)는 증가하였다. 어수리 분말 첨가에 의해 국수

의 기호성은 증가하였으며, 0.6%첨가 국수가 기호성 즉

맛, 조직감, 종합적기호도에서 가장 우수하였다. 총 폴리페

놀 함량은 어수리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

며, 전자공여능은 대조구 22%, 어수리 분말 0.6%와 0.9%첨

가구는 각각 40.22%와 49.42%이었다. 저장 중 미생물의

변화는 저장 6일째까지 대조구와 첨가구(0.3 - 0.6%)간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저장 12일째 대조구,

0.3% 그리고 0.6%첨가구는 10
6

CFU/mL이었으나, 어수리

분말 0.9%첨가 국수는 10
3

CFU/mL이었다. 저장 중 pH의

변화는 대조구와 0.3%, 0.6%첨가구는 유사하였으나 0.9%

첨가구는 전 저장기간 동안 pH의 변화가 지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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