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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틸 분말을 첨가한 국수의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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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Characteristics of Noodles Added with Red Lentil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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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noodles added with red lentil powder (RLP). Noodles were prepared by addition of 0, 15, 30, and 45% powder to 
flour of the basic formulation. RLP noodles were evaluated for their cooking properties (weight, water absorption, 
volume, and turbidity), color values, texture characteristics, sensor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ies. The 
weight, water absorption, and volume of cooked RLP noodles increased according to RLP content. The turbidity values 
of cooking water increased according to RLP content. The L value of RLP noodles de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s 
of RLP, whereas a and b values in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s of RLP. The texture characteristics of RLP noodles 
decreased compared to those of control noodles except for adhesiveness. Antioxidative activities of RLP noodles sig-
nificantly increased with increasing RLP content (P<0.05). The sensory preference test revealed that RLP 30% noodles 
showed the highest scores for smell, taste, chewiness, and overall preferences. It is suggested that RLP 30% noodles 
could be substituted for wheat flour to improve noodl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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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수는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여 소금과 물을 넣어 반죽한 

후에 면대를 만들고 가늘고 길게 성형한 다음 일정한 크기로 

잘라 만든 식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먹는 요리이며 제조

나 조리가 비교적 간단하므로 빵보다도 역사가 깊다. 국수는 

재료에 따라 밀국수, 메밀국수, 녹말국수로 나뉘고 제조방법

에 따라서는 납면(拉麵), 압면(押麵), 절면(切麵), 소면(素

麵), 하분(河紛)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식생

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의 편의화 추세

에 따라 수요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1). 최근 소비자

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천연식품, 체중조절식품, 

건강지향적인 식품을 선호함에 따라 국내 생면류 시장은 더

욱 성장하는 추세이다(2). 최근 면의 영양성, 기능성 강화 

및 식감 개선 등을 목적으로 밀가루에 메수수가루(3), 완두

(4), 녹차가루(5), 발아현미(6) 등의 기능성 식품소재를 밀가

루와 혼합하여 영양적 가치를 높인 생면을 제조하고, 그 품

질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건강 전문지인 헬스지가 세계 5대 건강식품 중의 

하나로 선정한 렌틸은 렌즈콩이라고도 불린다. 렌틸의 종류

는 브라운, 그린, 레드가 있으며 색의 차이는 도정의 차이로 

브라운은 도정 전 렌틸이며 레드는 완전히 도정한 알갱이다. 

이 중 레드 렌틸의 구성성분은 단백질 약 26~31%, 전분 

51~53%, 지방 1~2%, 식이섬유 3.6~7.4%, 피트산 8.6~ 

10%이며, 도정 전 렌틸보다 많은 양의 단백질, 전분, 피트산 

등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7). 또한, 체내에 필요

한 무기질인 Ca, Cu, Fe, K, Mg, Mn, P, Zn, Na 등을 다양하

게 함유하고 있다(8). 생리기능으로는 항당뇨 효과, 항암, 

항종양, 항산화 효과 등이 알려져 있고, 폴리페놀의 구성과 

항산화 활성이 우수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여러 만성질

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식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9). 

렌틸에 대한 가공품 관련 연구로는 렌틸을 첨가한 요구르트

(10), 드레싱(11), 두부(12), 쿠키(13), 음료(14) 등 다양한 

형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레드 렌틸 분말 첨가 국

수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단백질과 무기질 등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한 레드 렌틸

을 첨가하여 제조한 유색 국수를 품질 평가 및 관능 특성을 

측정하여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기능성 식품으로 레드 렌틸 

분말 첨가 국수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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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for noodles containing red lentil powder

Ingredients (g)
Sample1)

Control RLP15 RLP30 RLP45

Wheat flour
Red lentil powder
Salt
Water

200
－
4

80

170
30
4

80

140
60
4
80

110
90
4

80
1)Control: 0% substitution of red lentil powder for wheat flour, 

RLP15: 15% substitution of red lentil powder for wheat flour, 
RLP30: 30% substitution of red lentil powder for wheat flour, 
RLP45: 45% substitution of red lentil powder for wheat flour.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는 중력분(Beksul, CJ CheilJedang Corp., 

Seoul, Korea), 소금(Manna Co., Ltd., Sejong, Korea)을 

사용하였다. 렌틸은 최근 국수의 소비경향이 유색국수를 선

호하는 것을 감안하여 푸드시너지(Seoul, Korea)에서 구입

한 통브라운 렌틸을 3시간 동안 물에 불려 껍질을 제거한 

후 도정한 레드 렌틸로 사용하였다. 레드 렌틸을 믹서(MCH 

600SI, Tongyang Magic Co., Ltd., Seoul, Korea)로 분쇄

한 후 40 mesh의 체(Chunggye Co., Ltd., Seoul, Korea)

에 통과시켜 실험에 사용하였다.

배합비 및 제조방법

국수는 Hwang과 Jang(15)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여러 

차례 예비 실험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Table 1과 같은 배합 

비율로 제조하였다. 밀가루와 소금을 섞은 후 레드 렌틸 분

말을 밀가루 중량 100%를 기준으로 하여 15%, 30%, 45%

가 되도록 첨가하고, 물을 가하여 실온(20°C)에서 10분간 

반죽한 후에 반죽을 비닐백에 넣어 실온에서 1시간 동안 숙

성시켰다. 완성된 반죽들을 제면기(Shule Co., Ltd., Cang-

zhou, China)를 이용하여 두께 4.0 mm의 조면대를 만들고 

이를 복합하여 다시 4.0 mm 두께의 면대를 형성한 다음 

최종 두께 4.0 mm, 너비 4.0 mm의 생면 가닥으로 제조하여 

30 cm로 잘라 건조 과정 없이 생면을 제조하였다. 조리면의 

경우에는 끓는 물 250 mL에 생면 25 g을 가하여 3분간 조리

한 후 1분간 흐르는 물에 헹구고 체에 밭쳐 2분간 탈수하여 

본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국수의 조리 특성 평가

생면의 조리 특성은 Park과 Cho(16)의 방법을 이용하였

다. 끓는 물 250 mL에 생면 25 g을 넣어 3분간 조리한 후 

1분간 흐르는 물에 헹구고 체에 밭쳐 2분간 탈수하여 본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시행하여 

그 결과는 평균값을 구하여 나타내었다.

중량: 삶은 생면을 1분간 흐르는 물에 냉각시켜 체에 밭쳐 

2분간 물을 뺀 후 중량을 측정하였다.

수분흡수율: 조리면의 수분흡수율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

였다.

수분

흡수율(%)
＝

조리 후 국수의 중량(g)－생면의 중량(g)
×100

생면의 중량(g)

부피: 삶은 생면의 부피는 500 mL 메스실린더에 300 mL

의 물을 채운 다음, 수분흡수율을 측정한 국수 시료를 메스

실린더에 넣어 증가하는 물의 부피를 측정하여 구하였다.

국물의 탁도: 삶은 생면을 건져낸 물은 실온에서 냉각하

여 분광광도계(UV-1800, Shimadzu Co., Ltd., Kyoto, Ja-

pan)를 사용하여 파장 6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국수의 색도 측정

색도는 조리면을 각각 5개씩 병렬로 붙여놓고 상단부를 

색차계(CR-400, Minolta Co., Ltd., Kyoto, Japan)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값을 Hunter's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 값으로 표시하였다. 이때 사용된 백색판의 Hun-

ter scale은 Y=93.04, x=0.3135, y=0.3199였다.

국수의 조직감 측정

조직감은 Jeong 등(17)의 방법을 이용하여 texture ana-

lyzer(TA-XT2/25, Stable Micro System Co., Ltd., Sur-

rey, UK)를 측정하였으며, 기기의 측정 조건을 option TPA 

(texture profile analysis), pre-test speed 1.0 mm/s, 

test speed 1.0 mm/s, post-test speed 1.0 mm/s, strain 

50%, trigger force 1.0 g 및 maximum force 1 kg으로 

setting 하였다. 조리면 가닥을 각각 5개씩 platform에 올려

놓고 직경 20 mm의 원형 probe plunger를 사용하여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시료를 압착했을 때 얻어

지는 force distance curve로부터 시료의 TPA를 com-

puter로 분석하여 경도(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 검성(gum-

miness) 및 씹힘성(chewiness)을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DPPH(2,2-diphenyl-1-picrylhydrazyl) 라디칼 소거능

은 Blois(18)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조리면 3 g에 증류

수 27 mL를 가한 후 Shaker(NR-20 Medium Rotary Shak-

er, Taitec, Seoul, Korea)에 24시간 추출한 다음 시료 1 

mL에 0.2 mM DPPH(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용액 1 mL를 넣은 후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켜 517 

nm에서 spectrophotometer(UV-1800 spectrophotome-

ter, Shimadzu Co., Ltd.)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은 

시료 희석액 1 mL에 DPPH 용액 1 mL를 가한 후 상온에서 

30분간 방치한 다음 시료와 같은 조건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 

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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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Quality of cooked noodle with different red lentil powder contents
Sample1)

Control RLP15 RLP30 RLP45

Sample weight (g)
Weight of cooked noodle (g)
Water absorption of cooked noodle (%)
Volume of cooked noodle (mL)
Turbidity (O.D. at 675 nm)

25.05±0.02a2)3)

35.16±0.02c

40.35±0.13d

25.00±0.00d

 0.11±0.00d

25.02±0.02b

35.30±0.12c

41.10±0.38c

30.21±0.18c

 0.14±0.00c

25.01±0.00b

35.92±0.09b

43.62±0.36b

33.11±0.19b

 0.15±0.00b

25.03±0.01ab

37.57±0.13a

50.12±0.59a

35.11±0.19a

 0.18±0.00a

1)Refer to Table 1. 2)Mean±SD (n=3).
3)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
Sample absorbance

)×100
Control absorbance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Folin-Ciocalteu's reagent

가 알칼리 조건에서 추출물의 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된 

결과 노란색에서 몰리브덴 청색으로 발색되는 것을 원리로 

한 Folin-Denis 방법(19)에 따라 측정하였다. 조리면 3 g에 

증류수 27 mL를 가한 후 Shaker(NR-20 Medium Rotary 

Shaker, Taitec)에 24시간 추출한 다음, 시료 0.2 mL와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Sigma-Aldrich Co.) 

0.2 mL를 첨가하여 암실에서 3분간 방치 후 10% Na2CO3 

용액 3 mL를 가하여 1시간 다시 암실에 방치한 다음 7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표준곡선은 gallic acid를 

이용한 표준 검량식에 적용하여 100 g에 대한 mg gallic 

acid equivalents(GAE)로 나타내었다.

관능적 특성

레드 렌틸 분말의 첨가 농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국수의 

관능 평가는 식품영양학과 학생 30명에게 실험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시킨 후 시행하였다. 국수는 5분

간 조리하여 흐르는 물에 냉각시킨 후 건져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 세 자리 난수표로 구분하여 일회용 접시에 나열하여 

제공하였다. 각각의 시료를 평가한 다음에는 반드시 물로 

입안을 헹구어내도록 교육하였다. 평가항목은 국수의 색, 냄

새, 맛, 조직감 및 전체적인 기호도로 매우 선호도가 높을수

록 7점, 매우 선호도가 낮을수록 1점을 표시하도록 했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SPSS Statistics 21.0 software(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였다. 유의

적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유의차 검정을 시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국수의 조리 특성

레드 렌틸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국수의 중

량, 조리 후 중량, 수분흡수율, 부피, 국물의 탁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조리 전 국수의 중량은 레드 렌틸 

분말의 첨가량에 따른 큰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레드 렌틸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조리 후 국수의 무게는 증가하

는 결과를 보였고, 국수의 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부피도 함

께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P<0.05). 조리 후 대조군 국수

의 무게와 부피는 각각 35.16 g, 25.00 mL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레드 렌틸 분말 45% 첨가군의 무게와 부피

는 각각 37.57 g, 35.11 mL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시료와 수분 간의 친화성을 나타내는 수분흡수율은 대조군

이 40.35%였으며, 레드 렌틸 분말을 첨가할수록 41.10% 

(15% 첨가군), 43.62%(30% 첨가군), 50.12%(45% 첨가

군)로 첨가량이 많아짐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P<0.05). Pyun 등(20)의 연구에서 단백질의 보수성

이 수분흡수율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

서도 레드 렌틸에 함유된 단백질의 영향으로 수분흡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탁도는 생면의 조리 과정 중 수용

성 고형분의 손실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알려져 있다(2). 

본 연구에서 조리 후 국물의 탁도는 대조군이 0.11로 가장 

낮았고, 레드 렌틸 분말 45% 첨가군이 0.18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P<0.05). 국물의 탁도가 높다는 것은 고형분의 

유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조리된 국수가 쉽게 풀어지고 끊어

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21). 이는 분

말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밀가루 결합력을 약화시켜 조리 

중 가용성 성분이 쉽게 용출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국수가 

끊어지기 쉽다고 판단된다. 이로 인해 탁도의 증가는 국수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색도

밀가루에 레드 렌틸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만든 국수

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대조군이 67.18로 가장 높았으며, 레드 렌틸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각각 66.18, 61.75, 60.04로 명도

가 감소하였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의 경우에는 명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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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unter's color value of cooked noodle with different red lentil powder contents

Hunter's color values
Sample1)

Control RLP15 RLP30 RLP45
L
a
b

67.18±1.28a2)3)

-1.93±0.08d

 8.89±0.23c

66.18±1.17a

 0.65±0.18c

10.05±0.65b

61.75±3.26b

 2.92±0.15b

10.94±0.51b

60.04±0.78b

 4.40±0.30a

12.56±0.56a

1)Refer to Table 1. 2)Mean±SD (n=10).
3)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4. Textural properties of cooked noodle with different red lentil powder contents
Sample1)

Control RLP15 RLP30 RLP45
Hardness (g/cm2)
Adhesiveness (g/s)
Springiness (%)
Cohesiveness (%)
Gumminess (g)
Chewiness (g)

537.53±17.98a2)3)

-15.68±5.17a

  1.28±0.61a

  0.46±0.04a

652.63±24.69a

567.65±9.35a

446.15±6.78b

-22.02±4.59a

  0.78±0.08ab

  0.40±0.02a

579.58±27.31b

506.94±5.86b

393.71±6.29c

-34.84±5.54b

  0.60±0.44b

  0.33±0.05b

512.99±22.54c

481.50±16.63c

314.06±12.69d

-48.61±2.47c

  0.53±0.07b

  0.29±0.01b

419.86±18.80d

408.77±12.92d

1)Refer to Table 1. 2)Mean±SD (n=5).
3)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는 반대의 결과로 대조군이 -1.93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

내었고 레드 렌틸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의 경우 대조

군이 8.89로 낮은 값을 나타내고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10.05, 10.94, 12.56으로 값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P<0.05). 이는 Kim과 Lee(2)의 부재료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L값은 감소하고, a값과 b값은 증가한다는 결과와 유사하

였다. 레드 렌틸 분말 첨가 국수의 색도는 렌틸의 주요 색상

을 나타내는 flavonoid 배당체인 flavonol, flavone 등(9)의 

성분이 조리 전 담황색 계통이었다가 가열과정 중 Maillard 

반응에 의해 황갈색을 띠어 황색도가 증가한 것이 국수의 

색감에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감 측정

국수의 조직감은 경도, 부착성, 탄력성, 응집성, 검성, 씹

힙성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경도는 

대조군이 537.53 g/cm2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레드 렌

틸 분말 45% 첨가군은 314.06 g/cm2로 가장 낮은 값을 보

였다(P<0.05). 이는 레드 렌틸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밀가루의 함량이 감소하므로 글루텐의 형성이 

적어진 데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22). 부착성은 대조군이 

-15.68 g/s로 가장 낮았으며 레드 렌틸 분말을 첨가할수록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Kim 등(23)의 연구에서 식이섬유 

함량이 증가할수록 부착성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레드 렌틸에도 섬유소 함량이 많아 부착성이 증가

한 것으로 생각된다. 탄력성은 대조군이 1.28%로 가장 높았

으며, 레드 렌틸 분말을 첨가할수록 대조군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레드 렌틸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밀가

루 글루텐 단백질 형성이 낮아져 탄력성이 낮아지는 결과로 

판단된다. 응집성도 대조군이 0.46%로 가장 높았으며 레드 

렌틸 분말을 첨가할수록 0.40%(15% 첨가군), 0.33%(30% 

첨가군), 0.29%(45% 첨가군)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검성과 씹힘성은 대조구가 각각 652.63 g, 567.65 g이었으

나, 레드 렌틸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P<0.05). 일반적으로 수분흡수율은 국수의 

조직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분흡수가 많을 경우 국수가 

부드러워지고 탄력성이 감소하는 등 국수의 질감을 저하한

다고 알려져 있다(24). 본 연구에서 사용한 레드 렌틸과 밀

가루의 수분 함량을 측정한 결과 각각 14.00±0.89, 11.02± 

0.32로 레드 렌틸이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data not 

shown), 국수의 수분흡수율도 레드 렌틸 분말을 첨가할수

록 수분흡수율이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밀가루와 다른 레드 렌틸의 단백질 조성 외에 밀가루

보다 높은 레드 렌틸 분말의 수분 함량 및 수분흡수율 또한 

국수 제조 및 조리과정에 영향을 나타내어 레드 렌틸 분말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국수가 부드러워지고 쉽게 끊어져 국

수의 질감을 저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레드 렌틸 국수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Table 5와 

같다. 항산화 활성 측정방법 중 DPPH 라디칼을 이용한 소거 

활성 측정은 stable radical인 DPPH를 소거시키는 항산화 

물질 활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DPPH는 짙은 자색을 띠는 

비교적 안정한 free radical로서, polyhydroxy 방향족, 방

향족 아민류 등 시료에 의한 환원반응을 측정하여 항산화 

물질의 활성을 측정하는 것이다(25). 레드 렌틸 분말을 첨가

한 국수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100 mg/mL 농도에서 

대조군이 31.30%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레드 렌틸 

분말 첨가에 따라 15%(38.12%), 30%(42.43%), 45%(64.27 

%)인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양성 대조군인 ascor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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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total polyphenol content of cooked noodle with different red lentil powder contents
Sample1)

Control RLP15 RLP30 RLP45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Total polyphenol content (mg GAE/100 g)

31.30±0.11d2)3)

24.78±0.30d
38.12±0.21c

26.09±0.50c
42.43±0.32b

32.33±0.20b
64.27±0.22a

34.83±0.30a

1)Refer to Table 1. 2)Mean±SD (n=3).
3)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6. Sensory evaluation of cooked noodle with different red lentil powder contents
Sample1)

Control RLP15 RLP30 RLP45
Color
Smell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4.62±1.40a2)3)

4.52±1.36ab

4.48±1.21a

4.33±1.32b

4.24±1.18ab

4.81±1.03a

4.43±0.98ab

4.19±1.33ab

4.43±1.40b

4.14±1.46ab

4.52±1.03a

4.90±1.04a

4.52±1.25a

5.24±1.14a

4.76±1.45a

3.76±1.34b

3.76±1.34b

3.57±1.29b

3.33±1.15c

3.67±1.02b

1)Refer to Table 1. 2)Mean±SD (n=30).
3)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acid는 0.05 mg/mL 농도에서 96.20%의 소거 활성을 나타

내었다(data not shown). 렌틸에는 tannin과 proantho-

cyanidins 등의 페놀 화합물 등이 들어 있으며 이러한 성분

들이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6).

총 폴리페놀 함량

국수의 폴리페놀 함량은 Table 5와 같다. 국수의 원료인 

밀가루와 레드 렌틸 분말의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36.21 

mg GAE/100 g, 78.97 mg GAE/100 g으로 레드 렌틸 분말

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data not shown). 대조군의 

폴리페놀 함량은 24.78 mg GAE/100 g을 나타내었으며 레

드 렌틸 분말 첨가량에 따라 26.09 mg GAE/100 g, 32.33 

mg GAE/100 g, 34.83 mg GAE/100 g으로 증가하였다. 

대조군보다 레드 렌틸 분말을 첨가한 국수의 폴리페놀 함량

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Oomah 등(27)의 연구

에 의하면 렌틸에는 flavones, flavonols(kaempferol, quer-

cetin), ferulic acid, protocatechuic, caffeic acid 등과 같

은 페놀화합물들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관능적 특성

국수의 관능 평가를 시행한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

다. 색에 대한 기호도는 레드 렌틸 분말 15% 첨가군이 4.81

점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45% 첨가군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기계적 색도 측정 결과와 비교

할 때 레드 렌틸 분말 첨가에 의해 국수의 명도는 감소하고 

적색도와 황색도가 증가한 것이 색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나타내어 15% 첨가군까지는 색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키

나, 그 이상의 첨가에 의해서는 색에 대한 선호도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다양한 기능성 천연재료

를 첨가하여 제조한 유색 국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흰색 위주 국수에 대한 고정 관념이 변화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28). 냄새와 맛에 대한 기호도는 

레드 렌틸 분말 30% 첨가군이 각각 4.90점과 4.52점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조직감에 대한 기호도는 대조군보다 

레드 렌틸 분말 30% 첨가군이 5.24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45% 첨가군에서는 3.33점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기계적 조직감 측정 결과와 비교할 때 레드 렌틸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국수의 경도, 탄력성, 응집성, 검성, 

씹힘성이 감소하여 국수의 질감을 저하시키나 국수의 조직

감 기호도에서는 대조군에서 레드 렌틸 분말 30% 첨가군까

지 선호도가 증가하다가 45% 첨가군에서는 국수의 조직감

이 지나치게 낮아지므로 오히려 국수의 조직감에 대한 선호

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인 기호도에서는 

레드 렌틸 분말 30% 첨가군이 4.76점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국수의 관능 평가 결과 레드 렌틸 분말 30% 첨가

군이 색, 냄새, 맛, 전반적인 기호도 측면에서 대조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기능적인 면까지 만족하게 할 국수

의 제조를 위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   약

본 연구는 기능성 소재로서 레드 렌틸 분말의 이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렌틸 분말을 밀가루 대비 0, 15, 30, 45% 

첨가하여 제조한 국수의 품질 특성을 평가하였다. 레드 렌틸 

분말 첨가가 증가함에 따라 국수의 중량, 부피, 수분흡수율, 

탁도는 증가하였다. 색도는 레드 렌틸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L값은 감소하고 b값과 a값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

내었다. 물성은 레드 렌틸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 

탄력성, 응집성, 검성 및 씹힘성은 감소하였고 부착성은 증

가하였다. 레드 렌틸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DPPH 라디

칼 소거능과 폴리페놀 함량은 증가하였다. 관능검사 결과 

레드 렌틸 분말 45% 이상 첨가할 시 관능적인 선호도를 떨



레드 렌틸 분말을 첨가한 국수의 품질 특성 1343

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 레드 렌틸 분말을 30% 첨가하여 

국수를 제조하는 것이 가장 최적 첨가량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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