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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elderly individuals with swallowing difficulties, texture-modified food containing thickeners is needed. The
plant materials freeze-dried yam, lotus root, and artichoke were evaluated for their potential use as thickeners and
compared to a commercial thickener (corresponding to 0.5, 1, or 2 bag viscosity, respectively). Yam powder showed a high
peak viscosity, corresponding to that of rice starch. Although artichoke showed no pasting viscosity, it may be useful as
a thickener when combined with xanthan gum. The certain amount of yam, lotus root, and artichoke powders added to
commercial soup showed similar viscosities as the addition of 0.5 or 1 bag commercial thickener at 60oC. However,
sufficient viscosity corresponding to that of 2 bags of commercial thickener was not achieved by using the plant material
itself. Sensory tests by elderly subjects revealed that the soup with yam powder was preferred compared to soup made
with othe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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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하장애란 저작 또는 연하운동이 저하되어 음식물을 씹고 삼

키기 어렵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데, 노화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1). 노화로 인한 치아의 손실, 타액 분비의

감소, 근육의 약화 등이 주된 원인으로 목 구조의 변형, 삼킴 과

정의 지연과 같은 삼킴의 전반적 과정에서 장애 증상을 동반한

다(2). 노화 이외에도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또는

두부나 척추손상도 연하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하

장애의 증상으로는 침 흘림, 탈수, 씹기 장애로 인한 음식물 섭

취의 제한으로 오는 영양실조가 있으며(3,4), 먹는 즐거움을 상실

하여 전반적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 심

각하게는 기도 흡인으로 인한 폐렴을 유발하고 질식의 위험을 높

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 흡인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연하장애 환자의 음식물에 점성를 부여하는 것이 필

요하다. 물과 같은 액체는 인두(pharynx)를 통과하는 흐름이 매우

빨라 연하장애자들이 삼키기 매우 어렵지만, 하이드로콜로이드

(hydrocolloids)등의 증점제를 첨가하는 경우 음식물 덩어리의 흐

름 속도를 조절하여 인두를 통과하는 식품의 흐름의 속도를 감

소시킴으로써(5) 삼킴 반사가 일어나기 전에 음식물들을 혀 너머

로 떨어뜨려 기도로 흡인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6).

이러한 이유로 연하장애 환자를 위한 여러 점도 증진 제품이

시판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시판되는 제품으로는 연하솔루션(정

식품), 연하케어(케어웰), 비스코업((주)레오스푸드) 등이 있고, 일

본제품으로는 뉴케어 토로미 퍼펙트((주)Sankyo)가 있다. 이들 제

품은 증점소재로 잔탄검, 덱스트린 등 증점 다당류를 첨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점제품은 소량으로 빠르게 점도를 높일 수 있다

는 장점은 있으나 영양소의 공급은 없이 포만감만을 줄 수 있다.

연하장애로 인해 물성 조절 및 증점제를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전체적인 식품 섭취량의 감소이다(7). 증점

제의 첨가로 인한 포만감 때문에 전체적 식품섭취의 제한을 가

져올 수 있고, 필요성분 섭취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8).

연하곤란자용 식품 점도와 관련된 연구로는 음식물의 점도와

양에 따른 삼킴근육의 근활성도 비교에 관한 연구(9), 증점제 종

류에 따른 국의 유변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10), 연하곤란자용 증

점 음료 특성에 관한 연구(11) 등이 있으나, 주 재료인 덱스트린

이외에 천연재료를 이용한 증점제의 개발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

라서, 점도를 향상시키면서도 고령자들에게 유용한 영양성분을

공급할 수 있는 천연소재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Dioscorea batatas)는 마과에 속하는 다년생 덩이뿌리로서 열

대나 아열대 지방에 주로 분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산지에서 자

생한다(12). 마에는 점질 다당류인 mannan이 함유되어 있어 점성

이 높을 뿐 아니라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다(13-15). 또한 여러

소화효소가 함유되어있어 소화흡수성이 용이하며(16), 항산화 작

용 및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17), 혈당 강하 효과(18), 비만 및

당뇨병 개선 효과(19)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근(Nelu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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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ifera G)은 수련과 연속에 속하는 다년생 수상식물의 뿌리로

(20,21), methylcorypalline, dimethylcocaeurine, kaempferol, quer-

cetin, isoquercetin, flavonoids, 및 tannic acid과 같은 생리활성 물

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뮤신(mucin)이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 및 위벽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있다(22,23).

돼지감자(Helianthus tuberosus L.)는 국화과 해바라기속 다년생 식

물로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자생한다(24). 돼지감자 괴경의 주요

성분은 건조 중량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inulin이며, 이는 β-

2,1결합으로 연결되어있는 fructose의 중합체로(25), 변비를 개선

하고 장 질환을 예방하며, 혈청 콜레스테롤 감소와 혈중지질의

저하, 항당뇨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26).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세 종류의 자연 재료를 농도를 달리하면서 점도를 측정하

여 시판증점제의 대체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이들 소재를 이용하

여 연하 곤란자들에게 증점 효과뿐 아니라 영양 및 기능성분을

제공할 수 있는 대체제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실험에 사용된 돼지감자가루, 마가루, 연근가루는 동결건조된

제품으로 온라인 사이트((주)산마을, Gyeongsangnamdo, Korea)에

서 구입하였으며, 증점소재의 분산매로는 시판되고 있는 국(맛있

는 사골우거지국, Ottogi Co., Seoul, Korea)을, 증점 보조제로는

Xanthan 검(Keltrol, CPKelco Co., San Diego, CA, USA)을 사용

하였다. 점도비교를 위한 시판증점제로는 연하솔루션(Greenbia

Dysphagia Solution, Dr. Chung’s Food, Cheongju, Korea)제품을

사용하였다.

시료 제조 및 점도 측정

분산매로 사용된 사골우거지국은 제품에 표기된 레시피에 따라

한 블록 당 300 mL의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5분간 돌려 준비한

후, 280 mesh 체에 내려 건더기를 제거하고 국물만 사용하였다. 체

에 거른 사골우거지국의 국물을 수조에서 90oC까지 온도를 높여

준 후 150 mL를 취해 시판증점제 0.5포, 1포, 2포를 각각 첨가하

여 잘 섞어준 후, 90-95oC에서 15분간 끓였다. 이 후, 상온에서 식

히면서 제공 시간과 섭취 온도를 고려하여 60oC에서 15분간 3분

간격으로 회전식 점도계(RVDV-II+P, Brookfield, MA, USA)를 이

용하여 점도를 측정하였고, 각 점도에 해당하는 %Torque 값을 기

준으로 1단계(%Torque ~25, 시럽 점도), 2단계(%Torque ~45, 요거

트 점도), 3단계(%Torque ~100, 푸딩 점도)로 구분하였다. 천연 가

루시료의 점도는 위의 시판증점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고,

각 단계의 %Torque값 내에서 시판증점제에 해당하는 점도를 갖도

록 국에 첨가된 가루재료의 양을 Table 1과 같이 결정하였다.

돼지감자의 경우 시료 자체에 점성이 없어 예비실험을 통해 돼

지감자 첨가량을 6%로 고정하고 잔탄검을 농도별로 첨가하면서

점도를 조정하였다.

시료의 호화특성 분석

시료의 호화특성은 7% 현탁액을 만든 뒤 Rapid Visco Analyser

(RVA 3D, Newport Scientific, Warriewood, Australi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현탁액은 50oC에서 1분간 유지한 후, 95oC까지 1분

당 9oC의 속도로 가열하고, 95oC에서 5분간 유지하였다. 이 후

50oC까지 1분 당 9oC의 속도로 냉각하고, 50oC에서 2분간 유지

하면서 총 13분간 측정하였다.

색도측정

세 종류의 가루재료를 각 농도별 첨가한 시료의 색은 색차계

(Chromameter, CR-300, Minolta Co.,Ltd, Osaka, Japan)를 이용하

여 명도(lightness, L*), 적색도(redness, a*), 황색도(yellowness, b*)

값을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한 시료 당 5회 반복하여 색도를 측

정한 뒤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측정 시 사용한 표준 백색판

(standard plate)은 L*=96.60, a*=0.24, b*=1.97이었다.

식이섬유함량 측정

세가지 가루시료의 총 식이섬유함량은 Enzymatic Gravimetric

방법(27)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마포 종합 노인복지관 65세 이상 노인 20명을 대

상(평균 나이 83세)으로 패널과 연구원의 1:1 대면법을 통해 검

사를 실시하였다. 시료는 시판증점제 1포 기준인 점도 2단계 시

료들로 실시하였으며, 시료들은 검사 전, 보온병에 보관하여 따

뜻하게 유지한 후, 검사 시에는 투명색 컵에 일정량 제공하고, 맛

(taste), 향(flavor), 색(color), 목 넘김(swallow), 질감(texture), 전체

적 기호도 (overall preference)를 5점 평점 법(1: 매우 싫다, 2: 싫

다, 3: 보통이다, 4: 좋다, 5: 매우 좋다)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질감의 경우 5: 매우 걸쭉하다, 4: 걸쭉하다, 3: 보통이다, 2: 묽

다, 1: 매우 묽다로 평가하였다.

통계분석

각 시료에 대한 모든 실험결과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version 20.0, SPSS Inc., Chicago, IL, USA) 통

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별 3회 이상 반복 측정한 결과 값

에 대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각 시료들 간의 유

의적 차이는 사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통해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점도 특성

Figure 1은 제조한 국에 증점제를 첨가하여 제조한 후, 60oC로

식혀 섭취온도에서 15분간 3분간격으로 점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먼저 시판증점제 0.5포에 해당하는 1단계 점도를 비교해 보면, 마

Table 1. Addition amount of three natural materials corresponding to commercial viscosity agent at three steps

Step I 
(corresponding to Syrup viscosity)

Step II 
(corresponding to Yogurt viscosity)

Step III
(corresponding to Pudding viscosity)

1S-2COM 0.5 bag 1 bag 2 bag 

S-3Y 5% 6% 7%

S-4LR 5% 8% 13%

S-5A6%+6XG XG 0.5% XG 0.8% XG 1.2% 

1S-Soup; 2COM-commercial thickening agent; 3Y-Yam powder; 4LR-Lotus Root powder; 5A-Artichoke powder; 6XG- xanthan 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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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 5%, 연근가루 5% 첨가시료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점도

의 변화는 없었으나, 돼지감자 6%+잔탄 0.5%첨가시료의 점도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단계 점도를 갖는 시료들을 비교

해 보면 천연 가루를 첨가하여 점도를 높인 실험군이 대조군인

시판증점제보다 다소 높은 점도값을 보였다. 2단계, 즉 시판증점

제 1포에 해당하는 점도를 갖도록 제조한 시료들을 비교해보면,

마가루 6% 첨가군과 돼지감자6%+잔탄검 0.8%첨가군은 시판증

점제 보다 약간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연근가루 8%

첨가시료는 약간 낮은 점도특성을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시판

증점제 2포에 해당하는 점도를 갖도록 제조한 국 시료간 비교에

서 천연 가루 첨가군은 시판증점제를 첨가한 시료의 점도 값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천연증점제

로 사용한 마, 연근, 돼지감자+잔탄검의 경우 측정 가능 %Torque

값 내에서 시판증점제 2포와 비슷한 값을 찾는 데에 한계가 있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판증점제 2포에 해당하는 점도를 얻기

위해서는 검류를 추가하거나, 또는 천연가루재료의 농도를 더 높

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시료의 향과 맛이 강해지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호화 특성

사용한 천연시료 자체의 호화점도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7% 농

도에서 측정한 결과는 Fig. 2에 제시되어 있다. 세 가루시료의 점

도를 쌀가루와 쌀전분의 호화특성과 비교해 보면 마가루는 쌀전

분과 유사한 최고점도를 보여 우수한 증점효과를 나타내었다. 연

근가루는 호화온도가 69.9oC로 시료 중 가장 낮은 호화온도를 보

였으며, 최고점도는 838 cP로 쌀가루보다 큰 최고점도를 보였다

. 반면 돼지감자가루는 전혀 호화특성을 보이지 않아 그 가루 자

체로는 증점제로 적합하지 않음을 보였다. 그러나, 점성이 없는

Fig. 1. Viscosity of commercial soups with different thickeners at 60oC. COM means commercial thickening agent, Y means Yam powder,
LR means Lotus Root powder, A means Artichoke powder, XG means xanthan gum.

Fig 2. Pasting properties of three powders in comparison with rice starch and ric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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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감자가루에 잔탄검을 첨가한 경우 시판증점제와 유사한 점

성과 안정성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아(Fig. 1), 유용한 기능성

성분과 식이섬유의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는 돼지감자가루(Fig.

4)에 적절한 검류를 첨가로 다양한 점도를 갖는 증점제 탐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천연재료마다 첨가량에 따른 국의 점도 차이가 크며 이에 대

한 선행 연구들이 미비하다는 점으로 보아 다른 여러 천연재료

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국의 종

류에 따라 점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Kim 등(10)의 연구 결과로

보아 좀 더 많은 종류의 국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색도 특성

증점소재가 국의 색도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2, Fig. 3과 같이

소재 자체의 색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증점 소재가

색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면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의 경우

마가루의 첨가군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연근, 돼지감자,

시판증점제 첨가군의 순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또한 마와 연근

의 경우 첨가량을 높일수록 명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돼

지감자와 시판증점제의 경우 첨가량을 높일수록 낮은 값을 보였

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시판증점제나 마가루의 경우 첨가

량이 많아질수록 수치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연근과 돼지

감자의 경우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황색도를 나

타내는 b값은 경우 돼지감자시료를 제외한 다른 시료들은 첨가

량이 많아질수록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ark 등(28), Kang

과 Yoon(29)은 연근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제품의 L값이 감

소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국의

L*값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고, L값을 제외한 나머지 a와 b값

의 경향은 위의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시료의 식이섬유 함량

첨가한 증점소재의 총 식이섬유함량은 Fig. 4와 같이 시료 100 g

당 돼지감자가루 27.1 g, 연근가루 16 g, 마가루 8.4 g의 순으로 측

정되었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65세 이상 식이 섬유소 권장

량은 남자는 26 g, 여자는 22 g이나, 실제 섭취량은 7 g 이하로 매

우 부족하다고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해 활동적인 노인도 변비

유병률이 20.3%로 보고되었다(30). 식이섬유의 주된 급원이라고

할 수 있는 채소류는 고령자들이 선호하는 식품(31)이기도 하고,

고령자들의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급원식품이나, 노인들

에게는 채소류가 씹기 어려운 식품이기 때문에(32) 원 채소류의

상태(나물 등)로는 충분한 식이섬유를 공급할 수 없다. 본 연구

에서처럼 가루로 제조한 증점소재가 다량의 식이섬유를 함유한

다면 고령자의 건강상태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천연재료를 통해 검류

증점제의 단점을 보완하며 영양가와 점도 특성 모두 부여할 수

있는 증점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령자 대상 기호도 결과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능검사에 대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맛의 경우 전체적으로 천연가루소재 첨가시료들

이 시판 증점제 첨가시료보다 더 좋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마가

루를 첨가한 시료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향의

경우에는 시료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실

제로 천연가루재료들이 강하지는 않지만 각각의 향을 가지고 있

으나, 노인들의 경우 후각이 퇴화되어 향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

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색은 시판증점제와

마가루 첨가시료가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p<0.05), 돼지

감자나 연근가루를 첨가한 두 시료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p>0.05). 목 넘김에 있어서는 마가루와 돼지감자 첨가군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다른 두 시료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p>0.05). 질감의 경우 측정된 점도의 값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

타나 마와 돼지감자가루를 첨가한 시료가 가장 걸쭉하다는 평가

를 받았고, 다음으로 시판증점제 첨가군, 연근가루 첨가군의 순

으로 평가되었다. 목넘김과 질감의 관계에 있어, 비교적 걸쭉할

수록 목 넘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

Table 2. Color characteristics of soups with commercial and

three natural thickeners

L* a* b*

1Soup 32.08±0.20i 4.03±0.30b 15.15±0.43e

S-2COM 0.5bag 32.09±0.46i 3.69±0.18c 13.57±0.64f

S-COM 1bag 31.49±0.39j 2.84±0.40e 11.73±0.85h

S-COM 2bag 31.41±0.26j 2.27±0.10f 10.70±0.19i

S-3Y5% 47.11±0.23c 0.91±0.04h 18.14±0.13a

S-Y6% 50.19±0.09b 0.75±0.02h h16.66±0.16bc

S-Y7% 54.23±0.10a 0.54±0.05i 16.43±0.11c

S-4LR5% 45.39±0.07f 3.14±0.05d 18.42±0.16a

S-LR8% 45.69±0.04e 4.42±0.04a 17.06±0.03b

S-LR13% 46.16±0.07d 4.58±0.04a 15.97±0.18d

S-5A6%+6XG0.5% 37.75±0.11g 0.53±0.03i 10.40±0.11i

S-A6%+XG0.8% h37.62±0.16gh 0.79±0.06h h12.11±0.15gh

S-A6%+XG1.2% 37.42±0.21h 1.61±0.05g 12.35±0.12g

1S-Soup; 2COM-commercial thickening agent; 3Y-Yam powder; 4LR-
Lotus Root powder; 5A-Artichoke powder; 6XG-xanthan gum

Fig. 3. Photograph of soups with different thickeners. Y means Yam powder, LR means Lotus Root powder, A menas Artichoke powder, XG
means xanthan 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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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전체적 기호도에서도 마가루 첨가시료가 가장 높은 선호

도를 보였으며, 그 외 다른 시료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요 약

노화로 인해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천연 증

점소재 개발을 위해 식이섬유 및 기타 유용한 성분이 함유된 것

으로 알려진 마, 연근, 돼지감자 가루를 선택, 시판증점제의 0.5,

1, 2포에 해당하는 점도값을 갖도록 시판 국에 첨가하여 첨가량

을 결정하고 점도 및 물리적, 관능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세 천

연소재의 호화특성 분석결과, 마가루는 쌀전분과 유사한 최고점

도를, 연근가루는 쌀가루보다 큰 최고점도를 보여 증점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 돼지감자가루는 전혀 호화특성을 보이지 않아

그 자체로는 증점소재로서 바람직하지 않으나, 노인들에게 필요

한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잔탄검을 첨가하여 증점제로

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세 소재를 이용하여 시판증점제의 0.5

포 및 1포에 해당하는 점도값을 갖는 첨가량은 결정할 수 있었

지만, 천연소재 첨가만으로는 시판증점제 2포에 해당하는 첨가량

을 결정하기는 어려웠다. 노인을 대상으로 국에 증점소재를 첨가

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가루 첨가군이 가장 높은 선호

도를 얻어 시판증점제를 대체할 천연소재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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