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3(4): 479-488, 2008 479

KOREAN J. FOOD CULTURE 23(4): 479-488, 2008

곰취 분말 및 당귀 열수추출물의 생리활성을 활용한 기능성 냉면의 제조

장상근1·김준호2·오혜숙3*
1강원관광대학 호텔조리전공, 2상지대학교 정밀화학신소재학과, 3상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Cold Buckwheat Noodles Using Biological Activities of

Hot Water Extracts of Ligularia fischeri and Angelica gigas Nakai

Sang-Keun Chang1, Jun-Ho Kim2, Hae-Sook Oh3
*

1Department of Hotel cookery, Kangwon Tourism College
2Department of Fine Chemistry and New Materials, Sangji University

3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angji University

Abstract

Some biological activities such as an electron donating capacity, the contents of total polyphenol compounds and

flavonoids, fibrinolytic activity and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y have been detected in hot water extracts of Ligularia

fischeri and Angelica gigas Nakai. To increase the usefulness of the functional ingredients for prevention and improvement

of some metabolic disorders, ethanol-treated hot water extracts of Angelica gigas Nakai were prepared. A hot water extract

of Ligularia fischeri has 92% of electron donating capacity, 39.4 mg/g of total polyphenol compounds, 24.8 mg/g of

flavonoids and 29.8% of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y, but no fibrinolytic activity. A hot water extract of Angelica gigas

Nakai has 94.7% of electron donating capacity, 5.8 mg/g of total polyphenol compounds, 2.6 mg/g of flavonoids, 0.48

plasmin units of fibrinolytic activity and no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y. However, with partial purification using cold

ethanol treatment, the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y of Angelica gigas Nakai was increased to 70.5%. Thus, we expected

a more useful effect with the use of the addition of a cold ethanol-treated Angelica gigas Nakai extract. The L, b values of

cold buckwheat noodles using a mixture of 0~3% of Ligularia fischeri powder and 0.5% of an ethanol-treated hot water

extract of Angelica gigas Nakai were decreased with the addition of an increasing amount of Ligularia fischeri powder.

Among the mechanical qualities, only adhesivenes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3% Ligularia fischeri noodles. From sensory

evaluation data, it was determined that these two functional ingredients did not ruin the color, texture, and overall

acceptance of the cold buckwheat noodles. A higher amount of the extracts improved the quality of the product with little

added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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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수명연장 추세에 따라 건강기능성 식품 재료는 미래

식품산업의 주요 소재가 되고 있다.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생리활성 물질에 관한 활발한 연구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반

영하는 것으로, 특히 식품이 가지고 있는 항고혈압성, 항혈

전성, 항산화성 및 면역조절성 등은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

한 주요 기능성으로 여겨지고 있다(Jang 등 2003; Hong

2006).

2003년 보건복지통계연보(보건복지부 2003)에 의하면

2001년도의 주요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이 인구 10만명당

13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이 각각 77.2명과 37.2명으로 2, 3위를 차

지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2005년도까지도 지속되었다(보

건복지부 2005). 따라서 단일질병으로는 가장 우선 순위인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성분 혹은 물질의 탐색은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김 2001).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취나물은 수리취, 참취, 개미취,

청옥취, 미역취, 누룩취, 곰취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이중 곰취는 전국의 산림이나 습기가 많은 초생지에서 자생

하는 다년생 풀로, 봄에 어린잎을 채취하여 생채, 나물, 쌈

등으로 식용하고 있으나 이용방법이 제한적이고 출하시기가

한정되는 등 활용범위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다. 곰달내 혹은 왕곰취 등으로 불리우는 곰취는 미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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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5 a day” 캠페인(CDC)에서

권장하는 녹색 채소류로서 암 발생위험을 감소시키는 외에,

시력 보호, 골격과 치아를 강하게 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곰취 100 g 당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 중 특

히 비타민 A와 β-carotene 및 칼슘 함량이 각각 780 RE

와 4,681 µg, 칼슘 241 mg으로 매우 높은 점으로도 예측

이 가능하다(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6). 또한 곰취

에는 섬유소가 0.56 g/100 g 함유되어 있으며, 수렴성 배

당체인 tannin은 3.3 ppm/g, 철분 함량이 309.26 mg/kg

으로서 기능성 식품재료로 활용가치가 높다(Cho 등 2005).

곰취는 주로 기침, 가래, 다리 아픔, 요통, 두통, 백일해,

천식에 효험을 나타내며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한다고 한다.

민간에서는 황달, 고혈압, 간장병에 약용하였으며 다치고 헌

데에 균이 들어간 전염성 피부병과 고름집에 잎을 짓찧어 붙

였다고 한다(장 2006). 또한 동물실험 및 분자생물학적 수

준에서 곰취의 세포독성 효과(Ham 등 1998), 항염증 효과

(Kim 등 2004), 항돌연변이성 및 유전독성 억제효과(Ham

등 1998), 항산화 효과(Jeong 등 1998; Park 등 1999) 및

ACE(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저해 활성(Choi

등 2002) 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당귀는 예로부터 진정, 진통 효능 및 빈혈, 월경통, 냉·

대하증 등의 부인과 질환에 보혈제 및 활혈제로 사용되어 온

유용한 식용재료이다(신 1986; 나 1988). 당귀의 유용한 생

리활성 성분은 coumarin계 물질인 decursinol, decursin,

β-sitosterol 등이 알려져 있으며, 특히 암세포에 대해 세

포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된(안 등 1995) decursin은

95% ethanol에 의해 60oC에서 4시간 처리 시 효과적으로

추출되는 반면, 물로는 잘 추출되지 않는다고 한다(홍 등

1997).

당귀는 항산화활성(Kim 등 2004; Kang 등 2006), 아질

산 소거능(Kim 등 2004), 고지혈증 및 간기능 개선 효과

(Chung 등 1999; Kim & Joung 2006), 면역활성 증진(Kim

등 2006), 항스트레스 효과(Kim 등 2006a; Kim 등 2006b),

항암 효과(Bae & Han 2001; Kim 등 2006), 허혈성 뇌손상

억제 작용(Jeon 등 2003), 빈혈 개선 효과(Kang 등 2003),

난소기능 향상(Ryu 등 1998), 발모 효과(Lee 등 2004), 운

동능력 향상 및 타박으로 인한 어혈의 효과적 제거(Yeo & Lee

2002) 등의 건강기능성이 최근 규명되고 있다.

기능성 식품은 식품의 형태로서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곰취 분말의 건강식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

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인 심혈관

계 질환 예방과 관련이 있는 생리활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

으며, 곰취의 건강기능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당귀와의 혼

합효과를 조사하였고, 한국인이 선호하는 냉면에 곰취 분말

과 당귀 열수추출물을 혼합첨가함으로써 관능적 품질이 우

수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성 식

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II.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및 시약

곰취는 태백지역에서 재배된 것으로 채취 즉시 수세, 물

기 제거, 살균처리(60oC, 2~3시간) 및 열풍처리(40oC, 48

시간)한 후 100 mesh 이내로 분말화하였다. 당귀는 제천시

소재 한약상에서 국산으로 명시된 것으로 구입하였고, 흐르

는 물에서 수세한 후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풍건시킨 다

음 냉동보관하였다.

생리활성 측정에 사용한 Folin 시약, (+)-catechin, diethylene

glycerol, naringin, 1,1-diphenyl-2-picrylhydrazyl(이

하 DPPH라 함), α-glucosidase, p-nitrophenyl-α-D-

glucopyranoside, fibrinogen, thrombin 등은 Sigma사

제품을, 나머지 시약은 특급시약을 사용하였다. 냉면 제조

시 첨가한 칼슘 제제(Food calcium powder, Baywood

International, Inc. USA)는 다양한 형태의 칼슘이 1 kg

당 200 g(순수한 칼슘 58.9 g에 해당) 함유되어 있는 혼합

칼슘제제이며, 고형분 100 kg은 약 680~700인분에 해당

되는 분량이므로 1 인분의 냉면으로 한국인 성인 권장 섭취

량의 10% 정도인 84~87 mg의 칼슘을 제공할 수 있다.

냉면재료 중 메밀가루(강원도 공평농협)와 중력분(대한제

분), 소금(한일식품), soda(도미화학)는 국산제품을, 보리가

루(미국산, 수입원 신송산업 주식회사), 타피오카(태국산, 수

입원 한가람농산), 감자 전분 및 고구마 전분(중국산, 수입

원 한가람농산) 등은 수입제품을 사용하였다.

2. 열수추출물의 조제 및 에탄올 처리에 의한 부분 정제

곰취 및 당귀는 조리·가공과정에서 대부분 열처리 과정

이 포함되기 때문에 생리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열수추출

하였다. 열수추출과정은 곰취분말 및 당귀에 20배(v/w)의

증류수를 가하여 환류냉각시키면서 3시간 동안 가열 및 여과

후 얻어진 여액을 초기 중량의 10%(1 g당 농축액 분량은 각

각 1.25 mL과 1.56 mL)가 되도록 Rotary evaporator(Eyela

N-1000, Tokyo, Japan)로 감압농축시킨 다음 냉동보관하

였다. 당귀 열수추출물에서 혈전용해 활성 및 α-glucosidase

억제능 발현을 증대시키기 위해 열수추출물에 3배 분량의 냉

에탄올을 가하여 4oC에서 1시간 동안 10,000 rpm으로 원심

분리(Supra 21, 한일과학, 서울, 한국)하여 얻은 상층액을

원래의 분량으로 농축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3. 생리활성 측정

1) 총 polyphenol 화합물 함량

총 polyphenol 화합물 함량은 Folin-Danis법(Nakabayashi

1968)을 사용하였다. 즉, 곰취 혹은 당귀 열수추출물 적정

희석액 50 mL에 Folin 시약 5 mL을 가하여 3분간 반응시

켰다. 여기에 10% Na2CO3 5 mL을 가하여 혼합, 발색시키

고, 1시간 정치한 다음, 700 nm에서 흡광도(UV-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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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adzu Co., Kyoto, Japan)를 측정하였으며, 총 polyphenol

화합물 함량은 (+)-catechin을 표준물질로 하여 환산하였다.

2) Flavonoid 함량

Flavonoid 함량은 Diethylene glycol 비색법(NFRI 1990)

에 의하여 열수추출물 적정 희석액 1 mL에 diethylene

glycerol 10 mL과 1 N NaOH 1 mL을 차례로 첨가하고,

37oC에서 1시간 반응시킨 다음, 420 nm에서 흡광도(UV-

1201, Shimadzu Co., Kyoto, Japan)를 측정하였으며, 이

때 naringin을 표준물질로 이용하였다.

3) 전자공여능

전자공여능은 Blois(1958)와 Kim 등(1997)의 방법에 의

하여 실시하였다. 즉, 열수추출물 적정 희석액 0.4 mL에

1×10-4 M의 DPPH ethanol 용액 5.6 mL을 가하여 4분간

반응시키고 여과한 다음, 총 반응시간이 10분이 되면 525

nm에서 흡광도(UV-1201, Shimadzu Co., Kyoto, Japan)

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전자공여능＝{1－(O.D.시료/O.D.증류수)}×100

4) α-glucosidase 억제능

α-glucosidase 억제능은 Watanabe 등(1997)의 실험 방

법을 이용하였다. 100 mM 인산 완충용액(pH 7.0)에 α-

glucosidase와 p-nitrophenyl-α-D-glucopyranoside가

각각 0.7 unit와 5 mM이 되도록 용해시켜 효소와 기질 용

액을 만들었다. 효소 용액 50 µL, 열수추출물 적정 희석액

10 µL 및 완충용액 890 µL을 넣고 섞은 다음 5분 동안 실

온에서 preincubation하고, 준비한 기질 용액 50 µL을 가

하여 다시 5분 동안 incubation시킨 후 405 nm에서 흡광

도(UV-1201, Shimadzu Co., Kyoto, Japan) 변화를 측

정하여 다음 공식에 의해 저해율을 계산하였다.

저해율(%)=(1-A/B)×100

A: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B: 시료 무첨가구의 흡광도

단, A, B 모두 대조구의 흡광도를 제외한 수치임

5) 혈전용해 활성

혈전용해 활성은 fibrin plate법(Haverkate & Trass

1974)을 이용하였다. 0.7%(w/v) fibrinogen을 함유하는 2%

gelatin 용액 10 mL과 pH 7.5의 50 mM barbital buffer

에 녹인 100 NIH units의 thrombin 50 µL를 잘 섞고

petri-dish에 부어 fibrin 막을 만들었다. Fibrin 막에 적정

희석한 시료액을 20 µL씩 점적한 후 36oC에서 일정시간 배

양하여 용해된 면적을 통해 상대적인 활성을 측정하였다.

4. 곰취 첨가 냉면의 제조

곰취 냉면은 냉면제조업체인 천호식품(태백시 소재)의 공

정에 따라 <Table 1>의 비율로 모든 재료를 반죽기에 넣고

15분간 반죽한 다음, 직경 0.9 mm의 냉면사출기((주)환희

기계 제조)에서 100oC의 압축열을 가하면서 성형하고, 콘베

이어로 이송하면서 송풍기로 냉각시켰다. 냉각시킨 면을

40~50 ㎝ 길이로 절단하여 포장하고, 10시간 동안 상온 숙

성 및 -40oC에서 12시간 급속냉동기(국제냉동설비 제조)로

동결시킨 다음, -18~-20oC에서 숙성 및 냉동 저장하였다.

곰취 첨가 냉면은 기존의 메밀 냉면 제조 공정에서 1~3%

에 해당하는 곰취 분말을 첨가하는 대신 소맥과 타피오카 첨

가량을 동량씩 감소시켰으며, 그 외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제

조하였다<Table 1>. 당귀추출물의 첨가량은 예비실험 결과

곰취 분말과 당귀 열수추출물의 혼합 효과 실험에서는 당귀

추출물의 첨가량이 25% 정도에서도 원하는 생리활성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떫은 맛이 감지되

<Table 1> Formula of cold buckwheat noodles added with Ligularia fischeri powder and hot water extract of Angelica gigas Nakai 

Cold buckwheat noodles
Control 1%1) 2% 3%

Ethanol-treated hot water extract of Angelica gigas Nakai2) - 00.5 00.5 00.5
Calcium powder (kg) 01.0 01.0 01.0 01.0
Buckwheat flour (kg) 05.0 05.0 05.0 05.0
Ligularia fischeri powder (kg) × 01.0 02.0 03.0
All purpose wheat flour ((kg): 60.0 60.0 60.0 60.0
Barley flour (kg) 12.1 11.6 11.1 10.6
Tapioca (kg) 12.1 11.6 11.1 10.6
Sweet potato starch (kg) 04.5 04.5 04.5 04.5
Potato starch (kg) 04.5 04.5 04.5 04.5
Salt (kg) 00.4 00.4 00.4 00.4
Soda (kg) 00.4 00.4 00.4 00.4

Total(kg) 100 100 100 100
1)The ratio of addition of Ligularia fischeri powder
2)Corresponded to 31.2~10.7% of Ligularia fischeri powder
 Replaced water with the ethanol-treated hot water extract of Angelica gigas Naka for preparing the 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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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한계량으로 0.5 kg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곰취 분말

첨가량 1, 2, 3%에 대하여 각각 31.2, 21.3, 10.7%에 해

당하는 양이다. 당귀는 열수추출 후 10%로 농축한 후 냉 에

탄올로 처리한 상태로 곰취 분말 첨가군에만 0.5 kg씩 동

일하게 첨가하였다.

5. 냉면의 품질 측정

곰취 첨가 냉면의 품질 특성은 물성과 색도 및 조리면의

기호도 조사를 통해 상호 비교하였다. 색은 색도계(JK777,

Color Techno System Co., Tokyo)를 이용하여 Hunter

값인 L, a, b로 측정하였으며, 이 때 표준 백판값은 L

97.82, a -0.04, b 1.76이었다. 색도는 동일한 조건으로

조리한 냉면을 사방 10 cm 크기의 아크릴판에 빈틈이 없도

록 밀착 배열한 다음 최소 5곳 이상에서 측정하였다.

조리면의 기계적 질감은 Texture Analyzer(TA-XT2i,

Stable micro systems Ltd., USA)를 이용하여 <Table 2>

에 제시한 조건으로 7~10회 반복 측정하였다. 시료의 준비

는 조리면을 4 가닥씩 취하여 사방 10 cm 크기의 sampling

plate에 밀착하여 배열한 다음 TPA mode에서 4×5×0.5

cm 크기의 plate로 측정하였으며, 견고성(hardness), 응집

성(co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뭉치는 성질

(gumminess) 및 부서지는 성질(brittleness) 등에 대해 5

회의 평균치를 구하였다.

곰취 첨가 냉면은 제조과정에서 이미 증숙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열시간이 약간만 달라도 질감의 차이가 큰 편이었

다. 따라서 가열 조건에 따른 질감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

해서, 냉면은 미리 실온으로 유지시키고, 조리수의 양은 생

면 무게의 50배(v/w)의 증류수를 사용하였으며, 생면을 넣

고 다시 끓기 시작한 후 정확하게 50초 동안 가열하였다.

조리수의 양을 냉면 무게의 50배로 정확하게 조절하게 되면

생면을 넣고 다시 끓을 때까지 18~20초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열이 끝나면 흐르는 물에서 30초간 냉

각시키고 미리 준비한 찬물에 조리면을 넣은 상태에서 질감

측정 및 색도 측정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기호도 검사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중 식품

영양학과 학부과정에서 기호도 검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충

분히 습득하고 본 실험에 참여하기 전에 5회에 걸친 예비실

험을 통해 냉면의 관능적 특성 및 척도에 대해 경험한 15명

을 대상으로 7점 척도법(1점: 대단히 나쁘다, 7점: 대단히

좋다)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6. 통계처리

모든 자료값은 SPSS 통계 프로그램(version 10.0)을 이

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시료간 유의성 차

이 여부는 ANOVA test와 Tukey의 다범위 검사법을 이용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곰취 분말의 생리활성

전자공여능 측정에 사용된 1,1-diphenyl-2-picrylhydrazyl

은 517 nm 부근에서 최대 흡광도를 나타내는데, 전자를 받

으면 흡광도가 감소하고 일단 환원되면 다시 산화되기 어렵

다. 따라서 이 라디칼을 환원시키는 능력이 크다면 높은 항

산화활성과 활성산소 및 유리 라디칼 제거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Blois 1958, 38).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곰취 분말의 전

자공여능은 92% 정도였다. 안동지역에서 재배된 곰취 분말

열수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은 68% 정도(Kwon 등 2002)라는

보고와 죽엽분말을 100oC에서 5분과 10분 동안 열처리 시

각각 88%와 86%의 활성을 보인 결과(Oh 2004) 및 더덕과

산수유 열수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은 각각 87%와 90%로 측

<Table 2> Texture analyzer setup condition for cooked buckwheat

cold noodles

TPA option Condition TPA option Condition
Force unit g Pre test speed 3.0 mm/sec

Test speed 0.3 mm/secDistance format % strain
Post test speed 0.3 mm/secStrain 70% Trigger type Auto
Trigger force 10 gTime 2 sec

<Table 3> Some biological activities of hot water extract of Ligularia fischeri and Angelica gigas Nakai and ethanol treated-hot water extract of

Angelica gigas Nakai

Biological activities Ligularia fischeri 
Angelica gigas Nakai 

Hot water extract Ethanol treated-
hot water extract t-value2)

Electron donating activities (%) 1)92.0±0.151) 94.37±0.40 - -
Total polyphenol compounds (mg/g) 39.4±0.21 05.77±0.35 06.16±0.47 00.79
Total Flavonoid (mg/g) 24.8±0.10 02.61±0.14 01.35±0.06 24.37***
Fibrinolytic activities (plasmin unit) - 00.48±0.07 00.47±0.14 00.52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ies (%) 29.80±2.480 28.90±2.48 70.53±8.61 07.88**

1)Mean±standard deviation
2)between hot water extract and ethanol treated-hot water extract of Angelica gigas Nakai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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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보고 보다(Oh & Kim 2006) 태백산 곰취의 전자공여

능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3시간의 열수추출 조건을 감안하

면 내열성도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식품의 조리·가공 시에는 열처리와 함께 일반적으로 염

이 첨가되므로 기능성 소재 혹은 생리활성물질의 이용가능

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열성 및 내염성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Figure 1>은 곰취 열수추출물의 전자공여능에 염

농도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로 0~3%의 NaCl 농도

에서 모두 92.0~93.3%의 높은 전자공여능을 보였으며, 염

농도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절임식품을 제외하면 대

개의 가공식품의 염농도가 3%를 넘지 않으므로 곰취는 매

우 유용한 항산화활성을 지닌 기능성 소재라고 할 수 있다.

Polyphenol 화합물과 flavonoid는 식물 중에 존재하는 대

표적인 phytochemical로 천연 항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

다. Woo 등(2003)은 녹차의 에탄올 추출물을 Sephadex

LH-20으로 부분 정제하고 HPLC을 이용하여 11종의

polyphenol 화합물을 분리ㆍ동정하여 이들로부터 ACE 저

해 활성, xanthin oxidase와 tyrosinase 저해 활성 등을

확인한 결과, 혈압상승 억제, 통풍 및 미백 효과를 나타내

는 기능성 식품 신소재로 녹차의 polyphenol 화합물을 이

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Kim 등(2004)은 20종의 한약

재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polyphenol 화합물은 음

양곽에서 81.2 mg/g으로 가장 높았고 옥죽은 2.6 mg/g으

로 가장 낮았으며, flavonoid 함량은 55.4 mg/g(감초)

~0.4 mg/g(황정)의 범위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곰취 분말

에는 polyphenol 화합물과 flavonoid가 각각 39.4 mg/g

과 24.8 mg/g씩 함유되어 있었으며, 안동지역 곰취의

polyphenol 화합물의 함량이 건조중량 100당 2.47 g이었

다는 보고와 비슷한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전자공여능 뿐 아니라 폴리페놀 화

합물과 카테친계 화합물 등 항산화 화합물의 함량이 우수한

태백산 곰취는 그 자체로도 기능성 소재로의 활용가치가 충

분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곰취 분말의 혈전용해 활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

으며, α-glucosidase 억제능은 29.8%로서 당뇨 상태의 개

선 혹은 예방을 기대하기에는 낮은 편이었다. 즉, 곰취 분

말은 우수한 항산화 활성 제공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며, 혈

전용해 활성과 α-glucosidase 억제능을 제공할 수 있는 보

완 소재와 혼용함으로써 건강기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2. 곰취 분말의 건강기능성 보완 소재로서의 당귀 열수추출

물의 생리활성

당귀는 혈관지원에 의한 혈류량 증가, 혈중 지질 농도를

낮춤으로써 고지혈증과 지방간 개선 혹은 억제 등의 효과를

지니며(Chung 등 1998), 당귀의 주성분인 decursin이 허혈

성 뇌손상을 억제할 뿐 아니라 흥분성 신경독성 역시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한다고 하였다(Jeon 등 2003). 따라서 곰취

분말의 기능성 보완소재로 당귀를 선택하였으며, 당귀는 열

수추출물에서 한약재 특유의 냄새가 강하지 않아 기능성 제

품의 향기나 곰취의 향을 손상시키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Table 3>에 정리한 바와 같이 당귀의 전자공여능은 곰

취와 함께 약간 우수한 편이며, 총 polyphenol 화합물과

flavonoid 함량은 각각 곰취의 14.7%와 10.5%에 불과하였

다. 혈전용해 활성은 0.48 plasmin units으로 곰취 분말

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항당뇨 효과를

갖는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28.9%로서 곰취 열수추

출물의 29.8% 보다 오히려 낮은 편이었다. 이에 α-

glucosidase 억제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당귀 열수추출

물을 냉 에탄올로 처리하여 부분 정제를 실시한 결과, 단위

중량당 총 polyphenol 함량은 유의적 변화가 없었으나

flavonoid 화합물의 양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p<0.001), 혈전용해 활성은 거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얻

고자 하였던 α-glucosidase 억제능은 70.5%로 2.4배 이

상 크게 증가(p<0.01)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이 결과로 미루어 당귀 열수추출물을 냉 에탄올로 처리하여

침전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α-glucosidase 저해능을 억

제하는 물질이 분리되거나 저해능을 갖는 물질이 활성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3. 곰취 분말과 당귀 열수추출물의 혼합 효과

전자공여능의 경우 곰취와 당귀 열수추출물 각각으로도 활

성이 충분히 높았고 총 polyphenol 화합물과 flavonoid의

함량은 주요 기능성 소재인 곰취만으로도 풍부하였으므로,

곰취 분말과 에탄올로 부분 정제한 당귀 열수추출물의 혼합

비율은 혈전용해 활성 및 α-glucosidase 억제능을 기준으

로 산출하였다.

곰취 분말과 당귀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을 50%(1:1 혼

합물), 33.3%(2:1 혼합물), 25%(3:1 혼합물)의 비율로 혼

<Figure 1> Changes in electron donating capacity of hot water

extract of Ligularia fischeri powder according to salt

concentration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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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결과 각각의 혈전용해 활성은 0.52, 0.48, 0.46 unit

으로 당귀 추출물의 첨가량이 감소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변화는 아니었다<Figure 2>. α-

Glucosidase 억제능은 당귀 추출물 첨가량이 0, 25, 33.3,

50%로 증가함에 따라 각각 29.8, 36.1, 39.1, 48.1%로 유

의적으로 높아졌다(p<0.01)<Figure 3>. 결과적으로 당뇨병

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한 건강기능성 식

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관능적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한 당귀 열수추출물의 첨가량은 많은 것이 유리할 것

으로 생각되며, 혈전용해 활성의 개선을 위해서는 25% 정

도의 첨가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곰취 첨가 냉면의 품질 특성

1) 색도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곰취 분말과 당

귀 추출물 첨가로 인해 대조군에 비해 L과 b값은 유의적으

로 감소, a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뿐만 아니라

곰취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이들 값은 더욱 낮아졌으므

로(p<0.001) 이는 곰취의 녹색 엽록소의 영향이 매우 큰 것

으로 보인다. 곰취와 같은 녹색잎인 죽엽 분말(Oh 2004)이

나 뽕잎분말(Kim 2002) 첨가 한 냉면과 국수의 경우에도

이들 분말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어둡고 진한 녹색을 띠었다

고 하여 본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Mixing ratio Plasmin unit
3 : 1 mixture 0.46±0.13
2 : 1 mixture 0.48±0.11
1 : 1 mixture 0.52±0.04

F-value 0.21

<Figure 2> Changes in fibrinolytic activity in mixture of hot water extract of Ligularia fischeri powder and ethanol treated-hot water extract of

Angelica gigas Nakai

A : 3 : 1 mixture of Ligularia fischeri powder and Angelica gigas Nakai
B : 2 : 1 mixture of Ligularia fischeri powder and Angelica gigas Nakai
C : 1 : 1 mixture of Ligularia fischeri powder and Angelica gigas Nakai

<Figure 3> Changes in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y in mixture

of hot water extract of Ligularia fischeri powder with

ethanol extract of Angelica gigas Nakai 

*Addition ratio of Angelica gigas Nakai to the hot water extract of
Ligularia fischeri leaf powder
a~c: Same lettered superscript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4> Color parameters of uncooked and cooked buckwheat cold noodles

Amount of addition2) Color parameters
L a b

Control (No addition) 65.19±1.071)a -0.05±0.36a 14.71±1.59a

1% of Ligularia fischeri powder 49.77±0.32b -5.16±0.17c 10.02±0.56b

2% of Ligularia fischeri powder 48.29±0.65c -6.59±0.09d 09.17±0.24b

3% of Ligularia fischeri powder 41.91±0.61d -2.79±0.08b 03.77±0.28c

F-value 981.75*** 939.22*** 134.55***
1)Mean±S.D. from five replicates
2)the amount of Ligularia fischeri powder in addition to hot water extract of Angelica gigas Nakai
a~dSame lettered superscripts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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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잎 국수의 경우(Kim 2002) 관능검사에서 4%와 6% 첨

가국수의 색깔이 대조구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았다

고 한 반면, 죽엽 냉면에서는 죽엽분말 첨가량이 5%일 때

무첨가 혹은 첨가량이 적은 냉면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평

가한 관능검사 결과로 미루어, 냉면의 경우 명도와 황색도

가 높고 적색을 적게 띨수록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것 같다고 하였다(Oh 2004).

본 실험 결과 대조군과 1% 곰취 분말 첨가 냉면에 비해

2~3%의 곰취 분말 첨가 시 냉면의 색깔에 대한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던 관능평가 결과<Table 6>와 L, a, b값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곰취냉면의 색깔을 개선할 수 있는 방

안의 하나로 2~3%의 곰취 분말을 첨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조리면 질감의 기계적 측정

<Table 5>에서와 같이 조리면의 기계적 품질 특성을 측

정한 결과 곰취 첨가로 점착성만이 영향을 받았다. 즉, 곰

취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 시 1%와 2% 첨가 냉면

은 약간 낮았으나 유의적 차이는 아니었고, 3% 첨가 시에

는 유의적으로 크게 측정되었다(p<0.05). 3% 곰취 분말 첨

가 냉면의 관능평가 결과 조직감이 유의적으로 높았던 점으

로 미루어 관능검사원들은 이 차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지해내었으며, 곰취 분말을 3% 보다 많이 첨가하는 경우

에는 점착성 외에 경도와 부서짐성, 검성, 씹힘성 등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곰취 첨가량에 따라 차이

를 보이지 않은 6가지 특성들 중 탄력성과 응집성은 3% 첨

가 시까지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

도와 부서짐성, 검성, 씹힘성 등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으나 대조군이나 1% 첨가 냉면에 비해 2%와 3% 첨

가 냉면이 낮은 편이었다.

Yoon과 Oh(2007)는 메밀 냉면에 버섯분말 혹은 해조칼

슘을 첨가한 결과, 냉면의 경도, 응집성, 검성 및 탄력성 등

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씹힘성은 버섯분말 첨가 수

준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버섯분말 첨가량이 동일한 경우에

는 해조칼슘 첨가 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버섯

분말과 칼슘이 소맥분의 글루텐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

로 유추하였다. Oh(2004)는 죽엽냉면의 경우에도 죽엽분말

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조리면의 응집성이 유의적으로 낮아

졌으며, 이는 질기지 않은 냉면을 선호하는 기호도 검사 결

과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뽕잎분말(Kim

2002)이나 메밀가루(Kim 등 1999), 칡가루(Lee 등 2000)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국수의 경우에도 이들의 첨가량이 많

아질수록 응집성과 탄력성, 검성 및 견고성 등이 떨어진다

고 한 연구 결과로 보아 기능성을 갖는 천연 소재의 첨가는

냉면과 국수의 주성분인 밀가루 글루텐의 망상조직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3) 곰취 냉면의 기호도 검사

곰취 냉면의 색깔, 향기, 맛, 질감 및 전반적 기호도에 대

해 평가한 결과는 <Table 6>에 요약하였다. 조사한 4가지

품질 특성 중 맛과 향기 및 전반적인 기호도는 곰취분말 첨

가 여부 혹은 첨가량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제품의 선

택 여부를 결정짓는 1차 특성인 색깔은 2~3%의 첨가 시료

에서 “매우 좋다”에 해당하는 6점 정도를 받았고, 대조군이

나 1% 첨가 냉면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p<0.001), 곰취 첨가로 인한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

다. 3% 첨가 냉면의 질감은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는데

(p<0.001), 3% 곰취 첨가 냉면의 점착성이 훨씬 컸던 기계

적 측정치와 연관시켜 볼 때 곰취 분말을 3% 이상 첨가 시

입안에서 미끈미끈한 질감을 적게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모든 냉면에서 “좋다”에 해당하는 5점

정도로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다. 색깔과 질감에서의 유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기호도는 곰취 분말 첨가 여부

및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는데, 입안

에서 느끼는 전반적 기호도는 시각적 품질과 질감보다는 향

<Table 5> TPA of cooked buckwheat cold noodles contained the mixtures of hot water extracts of Ligularia fischeris and Angelica gigas Naka

Buckwheat Cold
Noodles

TPA
parameters

Addition ratio of Ligularia fischeri powder2)

Control
(No addition) 1% 2% 3% F-value

Hardness 01797.6±189.21) 1802.1±235.2 1565.3±254.3 1609.4±106.00 1.72
Fracturability  13.2±2.40  13.5±1.3.  10.6±2.4.  12.9±2.40 1.51
Adhesiveness .-50.1±12.2a -44.6±4.2a .-46.4±10.5a .-67.3±10.5b *4.99*
Springiness  0.9±0.0  0.9±0.0  0.9±0.0  0.9±0.0 0.51
Cohesiveness  0.8±0.0  0.8±0.0  0.8±0.0  0.8±0.0 0.57
Gumminess 1454.8±154.00 1455.7±181.30 1265.6±203.70 1285.7±103.10 1.87
Chewiness 1319.0±131.70 1334.3±174.90 1145.3±200.60 1178.6±83.600 1.82

1)Mean±S.D. from five replicates
2)the amount of Ligularia fischeri powder in addition to hot water extract of Angelica gigas Nakai
a,bSame lettered superscripts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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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맛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기록된

comment 내용을 중심으로 전반적 기호도 평가 결과를 해

석해 보면, 대조군과 1% 곰취 분말 첨가 냉면에서는 메밀국

수 삶은 물의 구수한 냄새를 선호하는 반면, 2~3%로 곰취

분말 첨가량이 높아지면 곰취 향이 강하게 작용하여 이에 대

한 기호도가 혼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V. 요약 및 결론

건강 혹은 질병은 섭취하는 식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

며, 특히 식품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성, 항당뇨성 및 혈전

용해 활성 등은 만성질환 예방에 유익한 기능성이다. 본 연

구에서는 유용한 생리활성을 갖고 있으나 활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곰취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냉면을 개

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곰취와 당귀 열수추출물의 총 폴리

페놀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전자공여능, 혈전용해 활

성, α-glucosidase 억제능 등을 측정하였고, 곰취의 기능

성을 보완할 수 있는 당귀의 추출조건 탐색 및 곰취와의 적

정 혼합 비율을 알아보았다. 또한 곰취 분말 첨가량을 달리

하여 기능성 냉면의 품질 특성을 비교하였다.

곰취 분말 열수추출물은 92% 이상으로 높을 뿐 아니라

3%까지의 NaCl 농도에서도 유의적으로 낮아지지 않아 열

과 염에 매우 안정한 전자공여능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polyphenol 화합물과 flavonoid는 각각 39.4 mg/g과 24.8

mg/g씩 함유되어 있었다. 따라서 곰취는 항산화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기능성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혈전용해

활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α-glucosidase 억제능은

29.8%로서 당뇨 상태의 개선 혹은 예방을 기대하기에는 낮

은 편이었다.

당귀 열수추출물 역시 전자공여능은 94.4%로 매우 우수

하였으나, 총 polyphenol 화합물과 flavonoid 함량은 각각

곰취의 14.7%와 10.5%에 불과하였다. 또한 곰취에서는 나

타나지 않았던 혈전용해 활성이 0.48 plasmin units이었

으나,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28.9%로 곰취보다 높지

않았다. 이에 당귀 열수추출물을 냉 에탄올로 처리하여 부

분 정제를 실시한 결과 혈전용해 활성은 거의 변화가 없었

던 반면, α-glucosidase 억제능은 70.5%로 현저하게 증가

하였다.

곰취 분말과 당귀 추출액의 적정 혼합 비율은 혈전용해 활

성 및 α-glucosidase 억제능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곰취

분말 열수추출물에 당귀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을 1~3:1의

비율로 첨가한 결과, 혈전용해 활성은 0.52~0.46 unit으

로 당귀 추출물의 첨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α-glucosidase 억제능은 당귀 추출물 첨가량이 증

가함에 따라 29.8~48.1%로 유의적으로 높아졌다. 결과적

으로 당뇨병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해서는

관능적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한 당귀 열수추출물 첨가량

은 높은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곰취분말 및 당귀 추출물 첨가 냉면의 품질은 색깔, 질감

및 기호도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L과 b 값은 곰취 분말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낮아졌으며, 관능평가 결과

2~3%의 곰취 분말 첨가 시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

므로 곰취 분말은 냉면의 색깔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기계적 품질 특성 중 곰취 첨가량에 따라 유일하게

차이를 보인 점착성은 3% 곰취 분말 첨가 냉면에서 유의적

으로 높았다. 질감에 대한 기계적 측정 결과와 관능검사 결

과로 미루어 곰취 분말을 3% 이상 첨가 시 점착성은 높아지

는 반면, 경도와 부서짐성, 검성, 씹힘성 등은 낮아질 것으

로 예상된다. 곰취 첨가 냉면의 맛과 향기는 곰취 분말 첨가

량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제품의 선택 여부를 결정

짓는 색깔은 2~3%의 첨가 시료에서 “매우 좋다”라고 평가

되었으며, 질감의 경우 3% 곰취 첨가 냉면이 가장 좋게 평

가되었고 기계적 측정치인 점착성 역시 3% 곰취 냉면에서

컸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모든 냉면에서 비교적 높게 평가되

었으며, 색깔과 질감에서의 유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

적인 기호도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색깔이나 질감보

다는 향기와 맛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곰취 첨가 냉면은 전반적 기호도에서 기존의 메밀 냉면에

뒤떨어지지 않으며, 식품의 첫 번째 선택 기준인 색깔에서

는 대조군인 메밀 냉면보다 유의적으로 높았고, 특히 3%의

곰취 분말 첨가 시 질감이 월등하게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

으므로, 원료비의 제한이 없는 한 곰취 분말 및 당귀 열수

<Table 6> Sensory evaluation score of cooked buckwheat cold noodles contained bamboo leaf powder or not

Buckwheat
Cold Noodles

Sensory
parameters

Addition ratio of Ligularia fischeri powder
F-valueControl

(No addition) 1% 2% 3%

Color 4.0±0.7a 4.4±1.0a 6.1±0.5b 5.9±0.7b 12.0***
Aroma 4.2±1.1 4.6±0.5 5.1±1.2 5.2±2.7 01.9
Taste 4.7±1.1 5.0±1.1 5.2±1.8 5.4±1.6 01.8
Texture 4.5±1.2a 3.3±1.3b 3.2±0.5b 6.2±0.9c 00.5
Overal Acceptance 5.0±1.2 5.2±1.0 5.4±0.7 5.5±0.4 18.5***

***p<0.001
Each value is mean±standard deviation of evaluation from 20 pen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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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의 첨가는 기존 냉면의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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