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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noodles made with a dried powder
of the shoots and leaves from Aralia elata and Kalopanax pictus. Ash, protein, and dietary fiber contents of
A. elata and K. pictus were higher than those of wheat flour. The protein and fat contents of K. pictus powder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A. elata powder, but ash and dietary fiber contents were less than those of A.
elata. When the amount of A. elata powder increased, brightness (L) values of dough decreased, and redness
(a) and yellowness (b) values of dough increased. The weight and volume of the cooked noodles also increased,
as did the turbidity of the soup. Addition of A. elata and K. pictus powders in noodles reduced the cutting
forces needed to cut the cooked noodles. The sensory evaluation indicates that noodles with 5% A. elata and
K. pictus powder added were the most pref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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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 및 오가피류와 함께 아라리아(Araliaceae)속에 속하

는 두릅나무(Aralia elata)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일본, 만주,

사할린 등 주로 동아시아 각지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다(1).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산지에 자생하며 일반적으로 민가에

서는 나물로 식용하고, 민간약이나 한방에서는 당뇨병, 위장

병, 급만성간염, 신경쇠약,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에 이용하

고 있다(2). 두릅순에는 ascorbic acid, retinol, β-carotene과

같은 비타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K, Ca, P, Mg 등과 같은

무기질도 많이 함유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두릅나무

어린 순은 맛과 향이 독특하여 나물, 찜, 튀김 등의 식용으로

많이 쓰이며, 일본과 중국에서도 애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봄철 산채이다(4). 개두릅(Kalopanax pictus)은 음나무의 새

순을 나물로 식용할 때 부르는 명칭이다(5). 개두릅의 성분

으로서 사포닌인 kalopanaxsaponin과 페놀성 화합물로서

liriodendrin, syringin, chlorogenic acid 등이 알려져 있다

(6). 또한 개두릅은 진통작용, 소염작용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7).

1975년 Burkitt와 Trowell이 결장암, 심장병, 당뇨병, 고혈

압과 같은 성인병의 발생은 식이섬유의 섭취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논문을 발표한 이후로 식이섬유에 대한 관심

을 갖게 되었다(8).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

롤의 강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국내에서 재

취한 참두릅은 42.4%의 심이섬유를 함유하였고 개두릅은

33.1%의 식이섬유를 함유하는 것으로 보고(10)된 바 있어

참두릅과 개두릅은 식이섬유의 급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

능성이 매우 큰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국수에 관한 연구로 1970년대 들어서서 국산 자원의 활용

및 고영양․경제 식품 개발의 일환으로 밀가루에 쌀, 보리,

콩, 녹두, 고구마가루, 감자가루 등을 혼합하여 제면 적성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많이 행해졌다(11-13). 그 이후에는 국민

소득의 향상과 함께 고품질 식품에 대한 기호도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가치의 건강기능성

물질을 첨가한 국수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Kim(14)이 복령분말을 첨가한 국수의

품질특성을 연구하여 복령분말을 5～7% 첨가할 때 관능적

으로 품질이 우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Lee 등(15)은 손바

닥선인장 분말을 첨가한 생면의 품질특성을 연구하여 총 균

수 증가 억제 효과가 있으며 열매는 6% 첨가가, 줄기는 3%

첨가가 관능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였

다. 또한, Lee 등(16)은 미숙복분자 분말을 첨가한 건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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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관능검사 결과 복분자 분말을 첨

가 시에 조직감을 제외한 모든 평가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복분자 분말을 1～2% 첨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메밀가루(17), 칡전분(18), 구기자

분말(19), 버섯분말(20), 홍화씨분말(21), 뽕잎분말(22), 발아

현미분(23)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국수의 제면 적성 보고들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식이섬유

의 공급원으로 참두릅가루와 개두릅가루를 첨가함으로써

건강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참두릅가루와 개두릅가루를 각각 3%, 5%와

7%씩 첨가하여 만든 국수의 적성에 대해 고찰하였고, 관능

평가를 통해 두릅가루의 첨가 비율을 찾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밀가루는 제면용 중력분 밀가루(제일제당 주식회사,

Seoul, Korea)를 사용하였으며, 소금(한주주식회사, Ulsan,

Korea)은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참두릅(Aralia

elata)과 개두릅(Kalopanax pictus)은 강원도 강릉의 소금강

두릅재배지에서 2006년 봄에 재배된 것을 구입하여 45oC에

서 24시간 동안 열풍건조 하였다. 각각의 시료는 Udy cy-

clone(Cyclotec 1093 Sample Mill, Tecator, Hoganas, Swe-

den)을 이용하여 0.5 mm의 screen을 통과하도록 분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일반성분은 AOAC법(24)에 따라 분석하였다. 수분은 105
o
C 상압가열건조법, 회분은 550

o
C 직접회화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 조단백은 자동질소증류장치(B-234, Buchi

Co., Flawil, Switzerland)를 이용한 Kjeldahl법으로 분석하

였다.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 함량은 효소중량법인 Prosky

법(25)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총 식이섬유 함량은 측정한 불

용성 식이섬유 함량과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의 합으로 하였다.

두릅가루를 첨가한 국수의 제조

국수는 Lee 등(26)의 방법에 의해 제조하였다. KitchenAid

(KitchenAid, St. Joseph, MI, USA) 믹서에 밀가루 350 g을

넣고 3% 소금물 160 mL를 넣어가며 20초간 균일하게 휘저

어 교반하였다. 최적의 수분흡수를 위해서 다시 30초간 교반

하였다. 교반 후 믹서날에 붙어있는 반죽을 떼어내어 믹서볼

에 넣은 후 저속으로 1분, 그리고 고속으로 1분간 연속적으

로 교반하였다. 물에 젖은 거즈를 믹서볼 위에 덮고 5분간

방치한 후 반죽을 3분간 고속으로 교반하였다. 밀가루 입자

에 물이 균일하게 흡수되도록 실온에서 20분간 비닐 백에서

방치시켰다.

면대는 소형 국수기계(Atlas Electric Pasta Machine,

OMC-Marcato, Campdarsego, Italy)를 이용하여 두 개의

롤러(지름 25 mm) 사이에서 rotation speed 50으로 3번 통과

시켰다. 그리고 rotation speed 70에서 4번 연속적으로 지름

을 2.54 mm, 2.18 mm, 1.81 mm와 1.45 mm로 점차적으로

줄여가며 반죽을 반으로 접어서 같은 방향으로 통과시켜서

국수로 제조하였다. 복합분 국수는 밀가루 국수와 같은 방법

으로 국수를 만들었으며, 혼합비율은 참두릅가루와 개두릅

가루를 각각 총량의 3%, 5%와 7%씩 혼합하였다. 제조한

국수는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자연

건조하였다.

두릅 첨가 국수의 색도 측정

두릅가루를 첨가하여 제조한 국수의 색도는 Minolta

Chromameter 300(Minolta Camera Co., Ltd, Osaka, Japan)

을 사용하여 시료의 L(백색도)값, a(적색도)값, b(황색도)값

을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L값은 완전한 흰색은

100, 그리고 검은색은 0으로 평가하며, 시료의 흰 정도를 표

시한다. a값과 b값이 증가하면 적색과 황색이 각각 증가되는

것을 나타낸다.

국수의 조리시험

국수의 조리시험을 위하여 건면 10 g을 500 mL의 끓는

증류수에 넣고 3분간 삶았다. 국수를 삶은 물은 국물의 탁도

측정을 위해서 수거한 뒤 국수를 30초간 찬물에 헹구어 냈

다. 체에 밭쳐서 2분간 물 빼기를 한 뒤 무게를 측정하였다.

무게를 측정한 뒤 500 mL 메스실린더에 300 mL의 증류수를

채워 넣은 후 국수를 넣고 늘어난 부피를 측정하였다. 국물

의 탁도는 실온으로 식힌 국물을 spectrophotometer(X-ma

1000, Human Corp., Seoul, Korea)를 이용하여 675 nm에서

측정하였다. Blank는 증류수를 이용하였다.

조리면의 cutting force 측정

국수의 texture는 Rheometer(NRM-2010J, Fudoh, Tokyo,

Japan)로 조리면의 cutting force를 측정하였다. 건면 30 g을

500 mL의 끓는 증류수에 넣고 3분간 삶았다. 삶은 국수는

30초간 찬물에서 냉각시킨 후 체에 건져 2분간 물 빼기를

한 후 국수 10가닥으로 10 mv에서 10회 반복 측정하였다.

관능검사

두릅가루 0%(대조구), 3%, 5%와 7%를 각각 첨가한 조리

면의 관능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강릉대학

교 식품과학과 재학생 중 20명을 선발하여, 맛(taste), 풍미

(flavor), 색(color), 조직감(texture),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 대하여 1점(매우 나쁨)에서 5점(매우 좋음)

으로 평가하는 5점 채점법(scoring test)으로 평가하였다. 관

능검사 시작 10분 전에 조리한 면을 흐르는 물에 냉각시킨

후, 관능검사용 사기그릇에 담아 관능 검사원에게 평가하도

록 제시하였다. 관능검사 후 결과의 통계처리는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Cary, NC, USA)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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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ximate composition of wheat flour, A. elata and K. pictus powder (%)

Moisture
Dry basis

Ash Crude fat Protein Dietary fiber

Wheat flour
A. elata powder
K. pictus powder

12.7±0.161)
7.9±0.17
7.2±0.10

0.5±0.12
8.1±0.16
7.4±0.30

2.4±0.16
2.5±0.29
3.5±0.25

12.8±0.22
31.8±0.94
37.9±0.35

2.7±0.34
35.3±0.79
31.3±0.80

1)
Mean±SD.

Table 2. Color value of dough prepared with different A. elata
and K. pictus powder contents

Samples1)
A. elata K. pictus

L a b L a b

WF (100%) 72.9d2) -2.5a 17.7a 72.9d -2.5b 17.7a

WF (97%)
＋SLP (3%)

50.1
c

0.2
b

20.1
b

50.5
c
-2.9

d
19.1

b

WF (95%)
＋SLP (5%)

44.4
b

0.7
c

19.9
b

43.5
b
-2.4

a
19.0

b

WF (93%)
＋SLP (7%)

41.8a 0.6c 19.5b 39.4a -2.7c 19.5b

1)
WF: wheat flour, SP: shoots and leaves powder of A. elata
and K. pictus.
2)
Means carrying different subscrip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3. Quality of cooked noodles made with different A. elata and K. pictus powder contents

Samples
1) Weight of cooked noodle (g) Volume of cooked noodle (mL) Turbidity of soup (OD at 675 nm)

A. elata K. pictus A. elata K. pictus A. elata K. pictus

WF (100%)
WF (97%)＋SLP (3%)
WF (95%)＋SLP (5%)
WF (93%)＋SLP (7%)

25.5±0.492)
25.5±0.25
27.0±0.17
28.5±0.29

25.5±0.49
24.5±0.37
25.0±0.37
26.5±0.16

25.0±0.45
25.0±0.26
26.5±0.24
27.0±0.25

25.0±0.45
24.0±0.39
24.5±0.22
25.5±0.26

0.53±0.01
0.53±0.01
0.56±0.00
1.01±0.01

0.53±0.01
0.57±0.00
0.58±0.01
0.82±0.01

1)
WF: wheat flour, SLP: shoots and leaves powder.
2)Mean±SD.

p<0.05 수준에서 Duncan의 다중 검정법을 이용하여 시료간

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분석

본 실험에 사용된 밀가루, 참두릅가루, 개두릅가루의 일반

성분 함량은 Table 1과 같다. 밀가루에 비하여 두릅가루의

조지방은 비슷했고 회분, 조단백, 식이섬유는 높게 나타났

다. 참두릅가루는 건량기준으로 35.3%의 식이섬유를 함유

했으며, 개두릅가루는 31.3%의 식이섬유를 함유하여 식이

섬유 급원으로서의 이용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었다. 단

백질, 지방 함량은 개두릅가루가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회

분, 식이섬유 함량은 개두릅가루가 참두릅가루보다 낮은 값

을 나타내었다. 이는 Park과 Lee(10)가 참두릅의 식이섬유

함량이 42.2%, 개두릅의 함량은 33.1%이었다고 보고한 결과

와 비슷한 결과이었다.

국수면대의 색도 측정

참두릅가루를 혼합한 생면의 색도 변화를 보면 백색도를

나타내는 L값이 클수록 백색에 가까워짐을 나타내는데 대조

군의 L값은 72.9를 보였고, 참두릅가루의 배합비율이 늘어감

에 따라 50.1, 44.4, 41.8로 점점 낮아져 배합비율이 많을수록

어두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2). 적색도를 나타내

는 a값이 작아질수록 녹색에 가까워지는데 대조군의 a값은

-2.5이었으며, 참두릅가루를 첨가했을 때 0.2, 0.7, 0.6으로

증가하였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이 커질수록 황색이 진

해지고 작아질수록 파란색에 가까워지는데 대조군의 b값은

17.7이었으며, 참두릅가루의 배합비율이 늘어감에 따라

20.1, 19.9, 19.5로 나타났다.

개두릅가루를 혼합한 생면의 색도 변화를 보면 대조군의

L값은 72.9를 보였고 참두릅가루의 배합비율이 늘어감에 따

라 50.5, 43.5, 39.4로 점점 낮아져 배합비율이 많을수록 어두

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값은 대조군이 -2.5, 개두릅가

루의 배합비율이 늘어감에 따라 -2.9, -2.4, -2.7로 나타났으

며, b값은 대조군이 17.7, 개두릅가루의 배합비율이 늘어감

에 따라 19.1, 19.0, 19.5로 나타났다.

국수의 조리특성

두릅가루를 첨가하여 만든 국수의 조리특성결과는 Table

3과 같다. 조리 후 중량은 대조군(0%)이 25.5 g으로 나타났

으며, 참두릅가루를 3%, 5%, 7%로 첨가한 조리면은 25.5

g, 27.0 g, 28.5 g으로 중량이 증가하였으며, 개두릅가루를

3%, 5%, 7%로 첨가한 조리면은 24.5 g, 25.0 g, 26.5 g으로

중량이 증가하였다.

조리 후의 부피는 대조군(0%)이 25.0 mL로 나타났으며,

참두릅가루를 3%, 5%, 7% 첨가한 조리면은 25.0 mL, 26.5

mL, 27.0 mL로 증가하였으며, 개두릅가루를 3%, 5%, 7%

첨가한 조리면은 24.0 mL, 24.5 mL, 25.5 mL로 증가하였다.

조리 중 고형분 손실량을 나타내는 국물의 탁도는 대조군

(0%)이 0.53으로 나타났으며 참두릅가루를 3%, 5%, 7%로

첨가한 조리면은 0.53, 0.56, 1.01로 증가하였으며, 개두릅가

루를 3%, 5%, 7% 첨가한 조리면도 0.57, 0.58, 0.82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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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utting forces of cooked noodles with different A. elata and K. pictus powder contents (g/cm2)

Samples1) A. elata K. pictus

WF (100%)
WF (97%)＋SLP (3%)
WF (95%)＋SLP (5%)
WF (93%)＋SLP (7%)

520.35±0.50d2,3)
453.06±0.66c
381.82±0.38b
362.88±0.31a

520.35±0.50d
411.88±0.31c
343.20±0.13b
327.00±0.23a

1)
WF: wheat flour, SLP: shoots and leaves powder of A. elata and K. pictus..
2)
Mean±SD.
3)
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5. Sensory evaluation of cooked noodles with different A. elata and K. pictus powder contents

Treatment Taste Flavor Color Texture Overall acceptance

Control
A. elata powder 3%

5%
7%

K. pictus powder 3%
5%
7%

2.8±0.08c1)
3.7±0.08e
4.1±0.17f
1.8±0.25b
3.3±0.21d
3.6±0.08e
1.3±0.17a

2.2±0.12ab
3.0±0.12c
3.8±0.21d
2.8±0.26b
2.9±0.26bc
3.7±0.29d
2.0±0.41a

2.3±0.12b
3.3±0.16d
4.7±0.17f
1.9±0.29ab
3.0±0.26c
4.1±0.21e
1.7±0.16a

3.1±0.05c
3.8±0.17f
3.7±0.22ef
1.9±0.21b
3.3±0.21d
3.6±0.35e
1.6±0.24a

2.9±0.12c
3.7±0.22e
4.4±0.37f
2.0±0.21b
3.2±0.08d
3.8±0.22ef
1.4±0.05a

1)
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였다.

조리면의 cutting force 측정

조리한 국수의 cutting force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참두릅가루와 개두릅가루를 첨가한 국수는 두릅가루

첨가량이 3%, 5%, 7%로 증가함에 따라 cutting force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두릅가루를 첨가

한 국수의 경우 첨가량에 따라 견고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두릅가루에 다량 함유된 식이

섬유가 글루텐 형성을 방해하여 국수의 견고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조리면의 관능검사

조리면의 맛, 풍미, 색, 조직감, 전체적인 기호도 등 관능검

사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조리면의 맛, 풍미, 색,

조직감, 전체적인 기호도 모든 면에서 두릅가루를 7% 첨가

한 조리면을 제외하고 3%, 5% 첨가한 조리면은 대조군(0%)

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맛, 풍미, 색, 전체적인 기호도는

참두릅가루와 개두릅가루를 5% 첨가한 조리면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두릅가루를 첨가하여 제조한 국수의 경우

관능적 특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소가 보강되어

영양적 및 건강상으로도 우수한 제품을 제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참두릅과 개두릅가루의 단백질과 지방함량은 개두릅가루

가 참두릅가루보다 많았으며, 회분과 식이섬유 함량은 참두

릅가루보다 적었다. 참두릅과 개두릅가루는 높은 식이섬유

함량을 나타냈다. 두릅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한 색도는 L값

은 낮았으며, a값은 증가하였고 b값은 감소하였다. 조리면의

cutting force는 두릅가루를 첨가한 조리면이 대조군보다 낮

게 나타났고 두릅가루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참두릅가루를 첨가한 조리면이 개두릅가루

를 첨가한 조리면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수의 기능

성을 높이고 기호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참두릅가루와 개

두릅가루를 3, 5, 7% 첨가한 조리면의 관능검사를 실험한

결과 5% 첨가한 국수가 가장 높은 관능적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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