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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건조 마늘 분말을 첨가한 생면의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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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proximate compositions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wet noodles with the addition 
of freeze dried garlic powders prepared at 0.5, 1.0, 2.0, and 4.0% based on flour source, respectively. The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at, nitrogen free extract, crude fiber, and crude ash of the freeze dried garlic 
powder were 4.72±0.14%, 19.46±0.28%, 1.21±0.10%, 68.45±2.06%, 2.38±0.05%, and 3.78±0.06%, respectively. 
The cooked weight, volume, water absorption of cooked noodles were decreased, but the turbidity of soup 
was increased with the addition of garlic powder. Increased of L (lightness), a (redness) and b (yellowness) 
values were caused as the amount of garlic powder increased in dough. Decrease of L value and increase 
of a and b value were shown with the increase of garlic powder in cooked noodle. The cooked noodles with 
garlic powder were significantly lower in hardness, adhesiveness, springiness chewiness, gumminess and 
cohesiveness than those of 100% wheat noodle. Sensory evaluation indicated that cooked noodles with 0.5% 
garlic powder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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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내 면 시장은 웰빙과 건강, 가공식품의 안 성이 집  

부각되면서 건강 컨셉의 제품들 즉, 기존의 튀긴 라면(유탕

면) 심에서 생면, 건면, 냉동면 등으로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열량을 인 튀기지 않은 생면이 면류 제품 변화

의 심에서 2002년 600억 원에서 2006년 2,000억 원 규모로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1). 한 재 우리나

라의 면류 시장은 건면보다는 수분을 함유한 칼로리 생면 

타입의 제품과 다양한 기능성 재료 즉, 율무가루(2), 버섯 

분말(3), 김 분말(4), 키토산(5), 뽕잎 분말(6), 가루녹차(7) 

 클로 라 추출물(8)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국수  생면

류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마늘(Allium sativum L.)의 원산지는 앙아시아나 이집

트로 추정되고 있고, 한국에는 국을 거쳐 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것

으로 보아 우리 한민족에게는 매우 요한 기호식품의 하나

이며 재배 역사도 매우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9). 마늘은 

백합과(Lilliaceae) 속(Allium)에 속하는 1년생 숙근  식

물로서 한방에서는 산(大蒜)이라 하며, 품종으로는 내륙

과 고 도 지방에서 주로 재배하는 한지형(의성, 서산, 삼척 

등)과 남해안 지방(제주, 남해, 해남, 무안 등)에서 주로 재배

하는 난지형이 있다(10). 마늘은 특유한 맛과 향기성분 뿐만 

아니라 각종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로부터 

우리나라 식생활에서 필수 인 조미료  강장식품으로 애

용되어 왔으며, 재 육가공품, 통조림 등 가공식품의 향신

료로도 각 을 받고 있고, 한 다양한 마늘제제가 건강보조

식품 시장을 넓 가고 있다. 이와 같이 마늘이 오랜 재배 

역사와 더불어 식용  의약품으로 리 이용되게 된 것은 

마늘에 함유된 함황아미노산의 일종인 alliin, 즉, 결정성 아

미노산인 S-ally-L-cysteine sulfoxide가 분해되면서 마늘 

특유의 자극성 신미성분인 allicin을 생성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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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llicin은 thiosulfinates 화합물의 주요 성분이며, 마늘

의 생리활성을 가지는 주된 황화합물로 알려져 있다(12). 

한 매우 불안정한 화합물로서 마늘 에는 직  존재하지 

않으며, 마늘의 마쇄 는 단 시 마늘세포가 괴되면서 

자체 효소인 allinase에 의해 allicin으로 분해되어 diallyl 

thiosulfinate와 diallyl disulfide   sulfide 류로 분해된

다(13). 결국 alliin의 분해과정에서 생성된 함황화합물들은 

압강하작용(14), 항균작용(15), 항암작용(16), 항산화 작용

(17) 항돌연변이 작용(18), 동맥경화의 방과 치료  항당

뇨 효과(19), 이뇨작용  정장작용(20) 등의 많은 생리활성

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수확직후 생마늘의 경우 수분 함

량이 많아 장  발아와 부패  심한 량 감소로 인하여 

장기 장이 곤란하며, 품질이 하된다. 한 건조시킨 분말 

제품은 장성을 증 하지만 마늘이 갖는 본래의 맛과 향기

를 잃기 쉬울 뿐 아니라 장기간 장  갈변  부패가 일어

나기 쉽고, 약제  가열살균이 곤란하여 장  유통과정

에서 미생물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늘이 가지는 본래의 

맛과 향미, 색깔 등의 손실이 수반되는 큰 결 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효과 인 일시 량 가공 기술이 미흡하여 보

다 효과 인 이용법이 요구된다(21). 재까지 마늘을 이용

한 가공품에 한 연구로는 향신료 첨가 식빵의 장기간별 

품질특성 변화(22), 부재료(매실, 마늘, 생강) 첨가된장  

장의 품질평가(23), 마늘첨가가 김치의 숙성  품질에 미

치는 향(24), 다양한 수 의 마늘 첨가 쿠키의 품질 특성 

연구(25), 마늘의 첨가가 두부의 품질과 장성에 미치는 

향(26), 마늘약과의 개발에 한 연구(27), 마늘 첨가 두부 

제조 시 응고제가 물성에 미치는 향(28), 마늘 분말의 첨가

가 요구르트의 제조와 품질에 미치는 향(29), 마늘 즙 첨가

에 따른 쿠키의 품질특성(30), 증숙 마늘 분말 첨가 스펀지

이크의 품질 특성(31) 등이 있으나 마늘의 효과 인 이용 

 량 소비를 하여 다양한 가공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6월에 량 출하되는 남해산 마

늘을 이용하여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그 이용성을 향상시킬 

목 으로 동결건조 한 마늘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생면의 

품질 특성을 조사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마늘은 경남 남해군의 한 농가에서 재배

하고 있는 마늘을 비가식 부 인 껍질, 꼭지  뿌리를 제거

하여 동결건조기(CleanVac8, Biotron Inc., Korea)로 수분함

량이 4.72%로 동결건조 한 분말(L: 85.24, a: -1.13, b: 18.66)

을 냉동보 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가루는 생면 제조

용 력 1등 ( 한제분), 식염은 시 되는 순도 99% 이상

의 정제염(한주소 )을 사용하 다.

일반성분 분석

수분함량은 105oC 건조 후 항량을 측정하여 산출하 고, 

조단백질은 Autokjeldahl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장치로 

추출하여 측정하 고, 조섬유는 1.25% H2SO4  NaOH 분

해법으로, 조회분은 550oC 직 회화법으로 측정하 으며, 

그 외 나머지 성분들은 가용성 무질소물로 나타내었다(32).

생면의 제조

생면은 Hwang과 Jang의 방법(33)에 따라 Table 1과 같은 

배합 비율로 제조하 다. 즉, 가루와 소 을 섞은 후 마늘 

분말을 가루 량 100%를 기 하여 0.5%, 1.0%, 2.0%  

4.0%가 되도록 첨가하고, 물을 가하여 실온(20
oC)에서 10분

간 반죽한 후에 반죽을 비닐백에 넣어 실온에서 1시간 동안 

숙성시켰다(Table 1). 완성된 반죽들을 제면기(CH-9900, 차

아트)를 이용하여 두께 4.0 mm의 조면 를 만들고 이를 

복합하여 다시 4 mm 두께의 면 를 형성한 다음 최종 두께 

4.0 mm, 비 4.0 mm의 생면 가닥으로 제조하여 30 cm 길이

로 잘라 건조과정 없이 생면과 조리면의 상태로 본 실험에 

사용하 다.

생면의 량, 부피, 함수율  국물의 탁도 측정

동결건조 한 마늘 분말을 첨가한 생면의 량은 생면 50 

g을 500 mL의 끓는 물에 넣고 5분간 조리 후 건져내어 흐르

는 냉수에 1분간 냉각시킨 후 10분간 물을 뺀 무게로 계산하

다. 생면의 부피는 량을 측정한 직후 300 mL의 증류수

를 담은 500 mL의 메스실린더에 담근 후 증가하는 물의 부

피로 계산하 다. 조리생면의 함수율은 삶아서 건져낸 생면

을 10분간 물기를 제거한 후 측정한 생면의 량에서 생면의 

량을 빼고 다시 생면의 량으로 나 어  후 100을 곱하

여 구하 다. 조리가 끝난 국물의 탁도는 UV/VIS-spec-

trophotometer(Shimadzu, UV-1201, Japan)를 사용하여 

675 nm에서의 흡 도를 나타내었다(34).

생면의 색도 측정

동결건조 한 마늘 분말을 첨가한 생면의 색도는 조리  

생면과 조리한 후 생면 가닥을 1.0 cm 길이로 잘라서 직경 

3.0 cm, 높인 1.0 cm의 용기에 담아 색차계(Minolta, CT-300,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그 값을 Hunter's L(명

도), a( 색도), b(황색도)  ΔE 값으로 표시하 다. 이때 

사용된 표 값은 L 97.67, a -0.57  b 2.70이었다.

Table 1.  Formula for noodles containing garlic powder

Ingredients Control
FDGP1)

0.5% 1.0% 2.0% 4.0%

Wheat flour (g)
Garlic powder (g)
Salt (g)
Water (mL)

1,000
-
30
400

995
5
30
400

990
10
30
400

980
20
30
400

960
40
30
400

1)FDGP: freeze dried garlic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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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ximate composition in freeze dried garlic powder (Unit: %)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at Nitrogen free extract Crude fiber Crude ash

FDGP 4.72±0.141) 19.46±0.28 1.21±0.10 68.45±2.06 2.38±0.05 3.78±0.06
1)
Means±SD (n＝5).

Table 3.  Cooking properties of cooked noodles added with garlic powder

Levels of 
garlic powder

Cooking properties

Weight (g) Volume (mL) Water absorption (%) Turbidity of soup (O.D. at 675 nm)

Control
0.5%
1.0%
2.0%
4.0%

78.29±1.091)a2)

78.21±0.43a

76.57±1.06ab

75.70±0.84b

73.76±0.72c

68.79±0.14a

67.83±0.38a

67.10±0.21ab

65.21±0.23b

64.76±0.63c

56.58±1.39a

56.42±2.07a

53.14±2.18b

51.40±2.19c

47.52±1.63d

0.257±0.21a

0.273±0.11ab

0.313±0.12b

0.403±0.13c

0.476±0.23d

1)Means±SD (n＝5).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생면의 조직감 측정

동결건조 한 마늘 분말을 첨가하여 조리한 생면의 조직감

은 texture analyzer(TA-XT2i, Stable Micro System Ltd., 

England)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기기의 측정 조건을 op-

tion TPA(texture profile analysis), pre-test speed 1.0 

mm/sec, test speed 1.0 mm/sec, post-test speed 1.0 

mm/sec, strain 50%, trigger force 1.0 g  maximum force 

1 kg으로 setting하 다. 조리한 생면 가닥을 각각 5개씩 

platform에 올려놓고 직경 20 mm의 원형 probe plunger를 

사용하여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 다. 시료를 압

착했을 때 얻어지는 force distance curve로부터 시료의 

TPA를 computer로 분석하여 경도(hardness), 부착성

(adhesiveness), 탄성(springness), 씹힘성(chewiness), 검

성(gumminess)  응집성(cohesiveness)을 측정하 다.

조리한 생면의 능평가

동결건조 한 마늘 분말의 첨가농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생

면의 능 평가는 경상 학교 농생명학부 식품공학 공 학

생 10명에게 실험의 취지와 목 에 하여 충분히 이해시킨 

후 색, 향, 맛, 씹힘성  체 인 기호도의 평가 항목에 

하여 실시하 다. 생면을 5분간 조리하여 흐르는 물에 냉

각시킨 후 건져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 즉시 능검사용 시료

로 사용하 다. 평가는 평 법으로 1(아주 나쁘다)에서 5(아

주 좋다)까지의 5  척도로 평가하 으며, 통계분석은 SAS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정하 다(35).

결과  고찰

동결건조 마늘 분말의 일반성분

동결건조 한 마늘 분말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수분 4.72%, 조단백질 19.46%, 조지방 

1.21%, 가용성 무질소물 68.45%, 조섬유 2.38%  조회분 

3.78% 다. Lee 등(36)은 풋마늘 분말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 수분 6.99±0.04%, 조단백질 7.62±1.08%, 조지방 1.84 

±0.16%, 조회분 6.60±0.09%, 탄수화물 76.95±1.05%  조

섬유 9.88±0.19%로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조단백질, 조섬유  조회분의 함량은 많은 차이를 

보 는데 이는 품종, 토양  기후 등과 같은 재배환경에 

의한 차이로 생각된다.

생면의 량, 부피, 함수율  국물의 탁도

동결건조 한 마늘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생면의 조리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조리 후 생면의 량

을 측정한 결과 조구에서는 78.29 g이었으나 동결건조 한 

마늘 분말을 첨가한 처리구에서는 78.21∼73.76 g으로 동결

건조 한 마늘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면의 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한 부피와 함수율도 조구는 

각각 68.79 mL  56.58%에 비해 동결건조 한 마늘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부피와 함수율이 각각 67.83～64.76 

mL  56.42～47.52%로 차 감소하 다. 반 인 조리 

생면의 특성은 조리 후의 동결건조 한 마늘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량과 부피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Park 등(7)은 가루에 가루녹차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한 면의 조리특성  량과 부피를 측정한 결과 가루녹

차의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결과를 보 는데, 이

는 가루녹차가 가루보다 지방함량이 많기 때문에 가루 

분의 수화력을 하시켜 흡수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라

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동결건조 마늘 분말이 

가루 분  루텐의 수화력을 하시켜 조리한 면의 

량과 부피가 감소되었다고 생각된다. 조리  고형분의 

손실 정도를 나타내는 국물의 탁도는 조구가 0.257로 가장 

낮았고, 동결건조 한 마늘 분말의 첨가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차 으로 용출 성분의 양이 많아 0.273～0.476으로 탁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 등(37)이 상황버섯을 첨

가하지 않은 무첨가구에서는 가장 은 값을 보 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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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unter's color values of doughs added with garlic powder

Levels of 
garlic powder

Hunter's color values Color difference 
(ΔE)L a b

Control
0.5%
1.0%
2.0%
4.0%

82.50±0.471)a2)

86.36±1.21b

86.74±0.30c

85.54±0.73ab

85.26±0.49b

-2.81±0.14a

-2.69±0.09b

-2.68±0.15c

-2.66±0.37b

-2.44±0.03b

22.45±0.21a

22.79±0.25b

23.37±0.30c

24.56±0.24c

27.25±0.56d

28.72
29.39
30.00
31.14
34.04

1)Means±SD (n＝5).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Hunter's color values of cooked noodles added with garlic powder

Levels of
garlic powder

Hunter's color values Color difference 
(ΔE)L a b

Control
0.5%
1.0%
2.0%
4.0%

59.69±0.011)a2)

58.95±0.01b

59.04±0.13b

59.29±0.24a

55.87±0.07b

-4.07±0.01a

-3.99±0.02a

-3.89±0.05b

-3.72±0.09c

-3.65±0.08c

 7.27±0.03a

 8.51±0.03b

 8.60±0.06b

 9.17±0.10c

10.15±0.08d

10.72
12.19
12.39
13.15
13.97

1)Means±SD (n＝5).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분말 2%를 첨가한 시험구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고 보

고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 다. 따라서 탁도가 증가하는 것은 

삶은 때 혼합 분말 즉, 마늘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생리

활성 성분들의 용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면의 색도

가루에 동결건조 한 마늘 분말을 첨가하여 만든 생면 

반죽과 조리 후 생면의 색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 5와 같다. 조리  생면 반죽의 L값은 82.5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동결건조 한 마늘 분말을 0.5∼4.0% 첨가한 생면

의 L값은 86.36∼85.26으로 동결건조 한 마늘 분말 첨가에 

따라 L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생면 반죽의 a값

은 -2.81로 나타난 반면 동결건조 한 마늘 분말을 첨가하

을 때 생면 반죽은 -2.69∼-2.44로 녹도가 증가하는 경향

을 보 으며, 한 생면 반죽의 b값은 조구 22.45에 비하여 

동결건조 분말을 0.5∼4.0% 첨가한 시료에서 22.79∼27.25 

범 로 동결건조 분말 첨가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차 으

로 b값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Table 4). 조리한 후 생면의 

L값은 59.69로 나타났으며, 마늘 분말을 첨가하여 조리한 생

면은 L값이 58.95∼55.87로 마늘 분말 첨가량 0.5～2.0%에서

는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4.0% 첨가구에서는 

55.87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a값은 마늘 분말 첨가구에

서 큰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b값은 조구가 

7.27±0.03에 비해 마늘 분말을 첨가한 시료에서 8.51±0.03 

～10.15±0.08로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다(Table 

5). 그리고 동결건조 한 마늘 분말을 첨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면과 조리면의 총색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Table 4, 5). 이는 동결건조 한 마늘분말 특유의 색이 연노랑 

색을 띄고 있어 생면의 황청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Kim 등(38)은 색깔은 국수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 

에 하나로 밝기를 나타내는 L값이 큰 국수가 더 선호된다

는 면을 감안하면 미강과 같은 부재료의 첨가가 오히려 품질

의 해 요인이 된다고 보고하여 생면을 제조할 때 색깔과 

같은 양과 건강뿐만 아니라 능 인 측면도 많이 고려되

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생면의 조직감

동결건조 한 마늘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생면의 조리한 

후 texture analyzer를 이용하여 조직감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조리한 국수를 씹었을 때 느끼는 조직감을 

기계 인 방법으로 측정하 을 때 동결건조 한 마늘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생면의 조직감은 조구인 가루만으로 

제조한 생면과 차이를 나타내었다. 동결건조 한 마늘 분말의 

첨가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조리한 생면의 경도는 조구가 

873 g으로 나타난 반면 마늘 분말을 0.5～4.0% 수 으로 첨

가한 처리구에서는 830∼315 g으로 동결건조 한 마늘 분말

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의 감소를 보 으며, 부착

성, 탄성, 씹힘성, 검성  응집성 한 조구와 비교하여 

동결건조 한 마늘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체 으

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동결건조 한 마늘 분

말의 첨가로 인하여 가루 루텐 단백질의 결합능력을 

하시킨 결과에 의해 경도를 비롯한 부착성, 탄성, 씹힘성 등

이 감소되는 결과를 보 다고 생각된다. Jeong 등(34)은 동

결건조 한 리카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 

응집성, 탄성  검성이 조구와 비교하여 체 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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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extural properties of cooked noodles added with garlic powder

Levels of
garlic powder

Textural properties

Hardness (g) Adhesiveness (g⋅s) Springiness (mm) Chewiness (J) Gumminess (g) Cohesiveness (%)

Control
0.5%
1.0%
2.0%
4.0%

873±34a

830±86a

641±92b

453±10c

315±12d

-31.7±5.2a

-39.9±6.4b

-38.4±4.1b

-43.1±7.8b

-57.4±6.0c

0.93±0.01a

0.90±0.03a

0.86±0.03b

0.72±0.01c

0.72±0.01c

561±2a

561±11a

491±13b

230±16c

133±3d

622±5a

502±14b

254±12c

246±57c

173±4d

0.70±0.02a

0.66±0.02b

0.56±0.01d

0.54±0.01c

0.52±0.02d

1)Means±SD (n＝5).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7.  Sensory evaluation of cooked noodles added with garlic powder

Levels of
garlic powder

Sensory evaluation

Color Flavor Taste Chewiness Overall acceptability

Control
0.5%
1.0%
2.0%
4.0%

2.84±0.02c

3.01±0.03b

3.02±0.07b

3.31±0.11a

3.34±0.06a

3.11±0.07a

3.03±0.11ab

3.01±0.07b

2.94±0.14c

2.99±0.07c

3.12±0.02a

3.09±0.03a

3.07±0.05a

3.01±0.04b

2.98±0.09c

3.06±0.03a

3.03±0.04a

3.02±0.08a

2.93±0.03b

2.89±0.06c

3.14±0.03a

3.06±0.05a

3.01±0.09b

2.86±0.13c

2.85±0.06c

1)Means±SD (n＝10).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씹힘성에서는 큰 유의 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

를 보 다.

조리한 생면의 능 특성

동결건조 한 마늘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생면을 조리하

여 색, 향, 맛, 씹힘성  체 인 기호도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조리한 생면의 색깔은 조구에 비하여 동

결건조 한 마늘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호도가 증가하

는 경향을 보 으며, 특히 2%와 4% 첨가 시료에서는 생면 

고유의 색깔을 나타낸 조구 2.84에 비하여 각각 3.31  

3.34의 기호도를 보여 큰 유의 인 차이를 보 다. 반면 

0.5%와 1.0%를 첨가한 시료에서는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향에서는 0.5%와 1.0% 첨가구에서는 큰 유의  차

이가 보이지 않았지만 2%와 4% 동결건조 마늘 분말을 첨가

한 시료에서는 조리에 의하여 마늘 특유의 황화합물들의 냄

새  조리한 생면의 씹힘성  탄력성 감소에 의해 기호도

가 하되는 결과를 보 다. 맛과 씹힘성에서는 조구와 

비교하여 동결건조 한 마늘 0.5%와 1.0% 첨가구에서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한 체 인 기호도에서도 

동결건조 한 마늘을 0.5% 수 으로 첨가한 시료에서는 조

구와 비교하여 큰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요   약

동결건조 한 마늘 분말의 일반성분과 가루 량 100%

를 기 하여 0.5, 1.0, 2.0  4.0% 첨가하여 제조한 국수의 

품질특성에 하여 조사하 다. 동결건조 마늘의 일반성분

은 일반성분  수분 4.72±0.14%, 조단백질 19.46±0.28%, 

조지방 1.21±0.10%, 가용성 무질소물 68.45±2.06%, 조섬유 

2.38±0.05%  회분 3.78±0.06%이었다. 동결건조 한 마늘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국수의 량, 부피  함수율은 

조구와 비교하여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으나, 국물의 탁도는 증가하 다. 조리  반죽의 색도는 동

결건조 마늘분말을 첨가하 을 때 L, a  b값 모두 증가하

으며, 조리한 생면의 색도  L값은 감소하 으나, a값과 

b값은 증가하 다. 동결건조 한 마늘 분말을 첨가하여 조리

한 국수의 조직감은 가루만 첨가하여 제조한 조구에 비

하여 경도, 부착성, 탄력성, 검성, 씹힘성  응집성이 감소하

는 경향을 보 다. 능검사 결과 동결건조 마늘분말 0.5%

첨가구에서 조구와 비교하여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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