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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oodle is one of the most popular meal as a main dish in Korea and onions are reported to contain high levels of 
flavonoids such as quercetin, aglycone, and quercetin 4-glycosid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the wet noodle 
with onion juice and to examine the cooking quality, textural properties of it. Five sensory attributes such as gloss, 
chewiness, adhesiveness, odor, and taste were used for sensory evaluations. Optimal amount of onion(149.5 g) and salt 
(6.5 g) satisfied target sensory score(7.0) was suggested by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The wet noodle with optimal 
amount of onion juice and salt was tasted by 100 consumer and showed high score(6.67) in overall acceptability. 
Cooking quality was measured through absorption of water, volume, degree of turbidity. The volume, water absorption, 
and cooking water turbidity of cooked wet noodle with onion juice(experimental noodle) were significantly(p<0.01) 
higher than the control one. Texture profile analysis of experimental noodle showed a lower score of hardness, 
adhesiveness, springiness, and chewiness. However, it appeared that the experimental noodle showed higher score for 
cohesiveness than the control noo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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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면류는 국내 주식 중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고 있는 
식품이며 국민 소득의 향상과 식품의 편의화 추세에 따

라 밀 가공 식품에 대한 수요량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

다. 최근 국내 면류 시장은 냉장 유통 시스템이 보편화됨

으로써 맛, 조직감, 향, 영양성분 등을 최소로 변화시키

고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가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생국수 형태의 제품

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 현재 시중에서는 감자생면, 쌀생

면을 이용한 간자장면, 스파게티면, 자장면 등의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이승현 2008).
이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영양 뿐 아니라 

건강 지향적인 기능성 품질을 첨가한 면류에 대한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김분말(Lee JW 등 2000), 유청분

말(Lee KH와 Kim KT 2000), 복령분말(Kim YS 1998), 
칡전분(Lee YS와 Lee KH 2000), 미강 식이섬유(Kim YS 
등 1997), 홍화씨분말(Kwak DY 등 2002), 분리대두단백

질(Bae SH와 Rhee C 1998), 클로렐라(Park SI와 Cho EJ 
2004) 등을 첨가한 국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양파는 Allium속에 속하며 우리 식생활에서 식품의 조

리 및 가공 중 중요한 향신료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
리고 소비형태는 대부분 가정, 급․외식업 등에서 가공

되지 않은 생것의 상태로 소비되었고, 식품가공용으로는 

조미료 및 향신료로서 냄새와 맛을 제거하는 육가공품, 
수프, 소스류에 쓰이며 식품가공용으로서의 활용은 매우 

낮다(Kim HR 등 2007). 또한 양파는 저장성이 낮은데다 

수확기에 대량 생산되는데 단기간에 생산되는 물량에 비

해 소비량이 적으므로 가격 변동이 매우 심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양파를 수매하여 가격 조절을 하고 있으나 양

파 재배 집중도가 높은 특정 지역의 경우, 지역 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양파의 소비 증대를 위해서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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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Kang NS 등 2007).
최근 양파는 항산화효과(Kwak HJ 2000), 항균효과, 혈

중 콜레스테롤 감소(Chung DO 등 2001) 등의 중요한 생

리 기능 활성이 있음이 입증되면서 이를 이용한 제품들

이 계속 연구 개발되고 있다. 양파를 이용한 제품에 대한 
연구로는 양파식초(Park YK 등 1999), 양파음료(Hou YN
과 Go EK 2004), 양파를 첨가한 딸기 잼(Kim MY과 Chun 
SS 2001), 양파를 이용한 압출스낵(Kee HJ와 Park YK 2000), 
양파분말을 첨가한 빵(Bae JH 등 2003) 등이 있으나 양파

를 첨가한 생면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양파생면을 개발하는 경우, 양파의 생리기능적

인 면에서 그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양파의 소비량을 증대시켜 우리나라 채소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양파 가격의 

안정화, 양파 소비의 확대 및 농가소득의 증대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키는 양

파생면을 제조하기 위하여 반응표면분석을 활용하여 양

파즙과 소금의 최적 분량을 알아내었다. 또한 제시된 분

량의 재료로 제조한 양파생면에 대하여 일반인을 대상으

로 소비자 기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물리적, 조리 특

성 검사를 하여 양파생면을 실용화, 상품화하기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양파즙 및 양파생면 제조에 사용된 양파는 경남 창녕

지역에서 생산된 N회사 제품의 깐양파를 사용하였다. 생
면의 제조에 사용된 밀가루는 고급생면 밀가루 1등급으

로 대한제분(서울, 한국) 제품을 사용하였다. 소금은 (주)
한주(울산, 한국)의 정제염을 사용하였으며, 실험용수는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전분은 옥수수전분(전원식품, 한국)
을 사용하였다.

2. 양파생면과 생면(대조구)의 제조

양파즙은 깐양파를 흐르는 물로 수차례 세척하고 절단

하여 녹즙기(NJE: 2004R, 엔유씨전자, 한국)에 넣어 착즙

하여 사용하였다. 생면밀가루 반죽은 양파즙에 소금을 잘 
섞은 후 생면밀가루를 넣은 자동반죽기(5KSM150PS, Kit-
chen Aid, USA)에서 저속부터 시작하여 8분간 반죽하였

다. 완성한 반죽은 비닐봉지에 넣어 1시간 동안 실온에서 
숙성시킨 다음 제면기(Marcato Atlas Pastabike 150, Mar-
coto SPA, Italy)를 이용하여 면을 제조하였다. 숙성된 반

죽은 제면기의 롤 간격을 1단계부터 4단계(4.0 mm, 2.8 

mm, 2.0 mm, 1.8 mm)까지 조절하며 면 두께를 점차 감

소시켜 최종적으로 굵기 1.8 mm, 너비 4.0 mm, 길이 약 
25 cm의 면을 제조하였다.

물리적, 조리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조구용 생면은 

양파생면 반죽의 수분함량과 동일하게 되도록 물을 첨가

하여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생면 제조 시 제면기에

서 면이 제조될 때, 생면에 전분 가루를 골고루 뿌려 주

었다. 이와 같이 제조된 생면은 600 mL의 끓는 물에 50 
g을 넣고 중불에서 가끔 저어주면서 6분간 끓인 후, 관
능평가를 실시하였다.

3. 최적화를 위한 실험계획

1) 실험계획

양파생면 제조를 위한 최적의 재료량을 구하기 위하여 
반응표면분석(RSM: response surface methodology)을 이

용하였다. 예비실험 결과와 문헌고찰을 통하여 양파즙(X1)
과 소금(X2)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각 인자의 수준

은 Table 1과 같다. 실험설계는 중심합성계획(central com-
posite design)에 따라 10개의 실험군으로 하였으며(Table 
2), 반응변수는 윤기, 씹힘성, 부착성, 냄새, 맛의 5가지 

관능적 특성으로 정하였다.

Table 1.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ir levels for central com-
posite design

Independent 
variables Unit Symbol

Levels
-1.414 -1 0 1 1.414

Onion juice g X1 144.2 145.0 147.0 149.0 149.8

Salt g X2 6.2 7.0 9.0 11.0 11.8

Table 2. Central composite design arrangement and response 
scores

Exp. 
no

Variable1) levels Response2)

X1 X2 Gloss Chewiness Adhesiveness Odor Taste
1 1 1 6.38 6.08 5.31 5.54 5.46 
2 1 -1 6.15 6.23 6.00 5.69 6.00 
3 0 -1.414 5.69 6.08 5.62 5.31 5.23 
4 -1 -1 5.77 5.92 6.23 5.38 5.77 
5 0 0 5.15 4.85 5.00 5.31 5.08 
6 0 1.414 5.85 5.38 5.69 6.15 5.77 
7 0 0 5.69 5.38 5.46 6.31 5.46 
8 -1 1 5.92 6.00 6.23 5.54 6.69 
9 -1.414 0 6.08 6.00 5.77 5.69 5.85 
10 1.414 0 6.15 6.31 5.85 5.69 5.62 

1) X1: onion juice, X2: salt
2) Scale score : 1(very very poor)～9 point(very ver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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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SM program-derived polynomial equation
Response Polynomial equation R2 p-value

Gloss Y1 = 5.4231+0.0881X1-0.0541X2+0.1856X1
2+0.1018X2

2-0.0044X12 0.27 0.169
Chewiness Y2 = 5.1153+0.0631X1+0.0874X2-0.2813X1

2-0.1602X2
2-0.0156X12 0.23 0.021

Adhesiveness Y3 = 5.2307-0.0979X1-0.0479X2+0.1750X1
2+0.1274X2

2-0.0788X12 0.35 0.060
Odor Y4 = 5.8078+0.0909X1+0.1127X2-0.1589X1

2-0.0133X2
2-0.1818X12 0.26 0.742

Taste Y5 = 5.2692-0.1457X1+0.1293X2+0.3X1
2+0.233X2

2-0.4057X12 0.32 0.002

2) 관능평가

관능평가는 관능평가원으로 선발되어 지속적인 훈련

을 받은 영양학과 3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수행하

였다. 평가 항목은 윤기정도, 씹힘성, 부착성, 냄새, 맛 등

으로 구성하였으며, 3회 반복 평가하였다. 평가 척도는 

9점 척도(1점: 매우 매우 나쁘다, 매우 매우 강하다～9점: 
매우 매우 좋다, 매우 매우 약하다)를 이용하였다.

4. 개발 양파생면의 소비자 기호도 조사

반응표면분석에 의해 제시된 분량대로 양파생면을 제

조한 후 이에 대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
호도 조사는 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성별은 남자 55명, 여자 45명이었

고 연령은 22～63세로 구성되었다. 소비자 기호도 조사를 
위한 양파생면국물은 여러 가지 국물에 대한 예비 실험 

결과, 멸치다시국물을 양파생면의 국물로 택하여 일반적

으로 가정이나 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생면과 동일하게 준

비하였다.
조사방법은 대학급식소를 직접 방문하여 미리 준비해

간 양파생면을 멸치다시국물에 넣어 즉석에서 끓인 후, 
국물과 같이 소비자에게 제공하였다. 소비자들은 즉석에

서 시식 후 소비자 기호도 설문지에 직접 기록하도록 하

였다. 기호도 설문지의 조사항목은 냄새, 질감, 맛, 수응

도의 4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조사척도는 hedonic scale의 

9점 척도(1점: 매우 매우 나쁘다～9점: 매우 매우 좋다)로 
측정하였다.

5. 개발 양파생면의 물리적 특성

생면(대조구)과 양파생면의 물성을 Texture analyzer(T1- 
AT2, SMS co., U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는 각 

실험구에 대하여 400 mL의 끓는 증류수에 30 g씩을 삶

아 낸 개당 너비 5 mm의 국수를 길이 2 cm로 끊고 이

것을 네 가닥씩 붙인 뒤 두겹으로 쌓아 사용하였다(너비 

5 mm × 길이 20 mm × 두께 1 mm). 물리적 특성의 측정 

조건 Test speed 0.5 mm/s, Test force 100 g, Test dis-
tance 1.5 mm이었고, 이때 나타난 force time curve를 통

하여 견고성(hardness), 탄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
ness), 씹힘성(chewiness) 등을 계산하였다.

6. 개발 양파생면의 조리 특성

생면(대조구)과 양파생면 20 g을 삶은 후 조리 특성을 

측정하였다. 각 생면을 끓는 증류수 300 mL에 넣고 4분
간 삶은 후, 중량, 부피, 국물의 탁도를 측정하였다. 모
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실시하여 그 결과의 평균값을 

구하여 나타내었다.

1) 중량

생면(대조구), 양파생면 20 g에 대한 중량을 잰 후, 삶
아서 건져낸 생면을 1분간 흐르는 물에 냉각시킨 후, 실
험용 체에서 2분간 물을 빼고 그 중량을 측정하였다. 이
로부터 수분흡수율을 구하였으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수분흡수율(%) =
조리면의 중량(삶아 2분간 물 뺀 생면)-생면의 중량

× 100
생면의 중량

2) 부피

생면(대조구), 양파생면 20 g을 500 mL용 메스실린더

에 300 mL의 증류수를 채운 다음 증가한 물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삶은 국수의 부피는 삶아서 건져낸 생면을 

실험용 체에서 2분간 물을 뺀 후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메스실린더에 넣어 증가하는 물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3) 조리수의 탁도

생면, 양파생면의 탁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면을 삶은 

후, 건져낸 물을 실온에서 식힌 다음, 분광광도계(Spec-
trophotometer, ultra spec 3000, Pharmacia Biotech )를 사

용하여 파장 6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7. 통계처리

관능평가 결과는 MINITAB(Release 14.2)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반응표면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비자 기호도에 대

한 자료와 생면의 물성 및 조리특성은 SPSS v10.0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사항에 따른 소비자 기호도 차

이와 생면(대조구)과 개발 양파생면의 물성 및 조리특성

의 차이는 t-test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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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ponse surface plots of gloss, chewiness, adhesiveness, odor, and taste.

1. 관능적 특성 및 최적화

양파즙 및 소금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양파생면

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관능검사원

의 블록효과를 고려한 2차 회귀반응식은 Table 3에 나타

내었다. 양파생면의 씹힘성은 p<0.05, 맛은 p<0.01에서 유

의성이 인정되었다.
양파생면의 윤기, 씹힘성, 부착성, 냄새, 맛에 대한 반

응표면도(response surface plot)는 Fig. 1에 제시하였다.
윤기에 대한 기호도는 소금과 양파즙의 양이 최대일 때 

가장 높았다. 즉, 양파즙 양이 149.8 g, 소금양은 11.8 g
에서 최대 관능평가 점수를 나타냈다. 양파생면의 씹힘성

에 대한 반응표면분석에서, 양파즙과 소금양이 많거나 적

은 영역, 즉 코드화한 양파즙과 소금의 값이 각각 1.414
와 1.414, -1.414와 -1.4141 또는 -1.414와 1.414, 1.414와 

-1.414에서 관능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로 양파 특유의 맛과 소금의 짠맛이 강한 개성을 가지고 
각각 생면의 기호도에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착

성에 대한 기호도는 양파의 양이 최소(-1.414), 소금의 양

이 최대(1.414)일 때 또는 양파양이 최대, 소금양이 최소

일 때 높게 나타났다. 윤기, 씹힘성, 부착성의 경우 양파

즙과 소금의 양이 모두 중간 정도일 때(코드값이 0일 때) 
가장 낮은 기호도를 나타내어, 이와 같은 재료배합비율이 
가장 적절치 않은 조직감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파냄새에 대한 기호도는 양파즙과 소금의 양이 모두 
적을 때 가장 낮았으며, 양파즙 또는 소금의 양이 많은 

지점에서 냄새에 대한 기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

다. 또한 양파즙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소금양이 적을 때 

관능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양파냄새에 대한 회귀

식의 p 값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훈련된 관능평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파냄새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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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sumer test score1) of wet noodle added with optimum onion juice and salt
Gender Age

Average
Male Female t-value ≤29 30≤ t-value

Odor 6.47±1.162) 6.60±1.13 0.549 6.40±1.07 6.75±1.25 1.443 6.53±1.14
Texture 7.21±1.51 7.44±1.01 0.858 7.25±1.34 7.44±1.25 0.711 7.32±1.31
Taste 6.36±1.55 6.37±1.55 0.046 6.17±1.55 6.72±1.36 1.770 6.37±1.51

Overall acceptability 6.49±1.34 6.62±1.37 0.482 6.46±1.35 6.69±1.34 0.800 6.55±1.35
1) 9-point hedonic scale: 1(disliked extremely) to 9(liked extremely)
2) Mean±SD

가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맛에 대한 관능평가결과, 회귀식의 p 값은 1% 이내에

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양파즙이 최소, 소금의 양이 최

대일 때 7점 이상의 가장 높은 예측 기호도를 나타냈으

며, 양파즙의 양이 최대, 소금의 양이 최소일 때도 6점 

이상의 기호도를 예측할 수 있었다. 양파즙의 양이 증가

함에 따라 소금의 양을 줄였을 때 즉, 양파즙을 최대로, 
소금의 양을 최소로 하였을 때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맛에 대한 기호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

터 양파와 소금이 생면의 조직감과 맛에 같은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관능특성에서 양파즙 

첨가량이 많을수록, 소금 첨가량은 적을수록 높은 관능

평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생면에 양파즙이 많아질 

경우, 양파에 있는 무기질 성분이 함량이 많아지므로 소

금 첨가량이 적어지는 것이라 사료할 수 있겠다.

Fig. 2. Response optimization result of 5 sensory properties.

생면의 윤기, 씹힘성, 부착성, 양파냄새, 맛에 대한 기

호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양파즙과 소금의 양을 

구하였다(Fig. 2).
5개의 반응변수를 모두 고려한 최적조건을 찾기 위하

여 소망도 함수(desirability function) 기법을 이용하였다. 
조건은 기호도의 목표값을 7점으로, 하한값은 4점, 최대

값은 8점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5개의 반응변수들의 

관능점수를 동시에 목표값 7점에 가장 근접하게 만족시

키는 최적 조건은 양파는 149.53 g(코드값 1.2656), 소금

은 6.2 g(코드값 -1.41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의 예

측 관능점수는 윤기 6.46점, 씹힘성 7.00점, 부착성 6.50
점, 양파냄새 5.81점, 맛 6.57점 이었다.
또한 5개의 반응변수들의 값을 최대화 하는 양파와 소

금의 양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능점수 최대값 8점, 하한

값 4점으로 하여 소망도 함수를 구하였을 때, 이를 만족

시키는 최적 조건은 양파는 144.2 g(코드값 -1.414), 소금

은 11.8 g(코드값 1.414)이었으며(Fig. 2), 이때의 예측되

는 관능점수는 윤기 6.49점, 씹힘성 5.54점, 부착성 6.85
점, 양파냄새 5.86점, 맛 7.54점 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양파생면 제조 시, 양파즙

을 보다 많이 사용하도록 고려한 양파생면 재료의 최적

치는 생면 밀가루 300 g, 양파즙 149.5 g(깐양파 234 g), 
소금 6.2 g이 최척치라 볼 수 있다(Table 4). 본 연구 결

과에서 양파즙 149.5 g은 전체 양파생면의 30%에 해당

하는 양으로서, 이는 Lee JH와 Shim JY(2006)의 연구에

서 양파국수 제조 시 양파즙 첨가량을 중력분 밀가루 반죽

의 35%라 한 결과와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본 연

구에서는 생면가루를 사용하였고 선행연구에서는 중력분

Table 4. Ingredients of wet noodles for TPA and Cooking Cha-
racteristics test (unit: g)

Ingredients
Control Added with onion juice

Flour 300 300
Water 135 -

Onion juice - 149.5
Salt 6.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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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반죽했기 때문에 사용한 밀가루 종류의 차

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할 수 있겠다.

2. 개발 양파생면의 소비자 기호도 조사

반응표면분석 결과 최적치로 제시된 분량의 양파즙과 

소금을 첨가하여 양파생면을 조리한 후, 이에 대한 소비

자 기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5에 제

시하였다. 전체적 평균점수가 냄새 6.53점, 질감 7.32점, 
맛 6.37점, 수응도 6.55점으로 기호도 점수가 높게 나타

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냄새, 질
감, 맛, 수응도에서 모두 높은 관능점수를 나타냈으나 유

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30
세 이상이 29세 이하보다 높은 관능점수를 보였으나 유

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

한 양파생면은 소비자의 기호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

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개발 양파생면의 조리 특성

생면(대조구)과 양파생면을 삶은 후 중량, 부피, 수분

흡수율 등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중량

은 양파생면이 생면보다 다소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부피는 양파생면이 더 크게 증가하여 

유의적(p<0.01)인 차이를 보였으나 수분흡수율은 생면과 

양파생면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수

를 삶아 조리할 때 수분의 흡수 정도에 따라 국수의 조

직감이나 질감이 결정 되는데 수분의 흡수가 과다할 때

는 국수가 부드러워지고 탄력성 또한 감소되어 국수의 

질감을 저하시킨다고 한다(Lee JH와 Shim JY 2006). 본 

실험결과에서 양파국수가 대조군인 생면에 비해 수분흡

수율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았으므로 양파즙의 첨

가가 조리면의 질감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Lee JH와 Shim JY(2006) 연구에서는 양파즙

을 첨가한 국수의 수분흡수율은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으나 양파즙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

적인 흡수율의 증가는 없었으며 이는 양파즙의 섬유질에 
의한 수분흡수에 의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며, 양
파즙의 첨가에 따라 반죽 성형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아 양파즙은 글루텐의 형성을 다소 억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보고하였다. Kim SK 등(1996)은 클로렐라를 

첨가한 국수의 경우에서도 클로렐라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중량, 부피, 함수율이 증가하였으며 조리한 

국수의 무게증가는 부피증가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고 보고하였다. 또한 파프리카 국수(Hwang JH과 Jang 
MS 2001)에서도 즙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수분흡수율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아즙(Hong SP 
등 2004)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Table 6. Cooking characteristics of wet noodles
Wet noodles 

t-value
Control Added with 

onion juice
Weight (g) 33.96±1.481) 34.84±0.21 1.018

Volume (mL) 25.00±0.01 30.00±0.01 6.124**

Water absorption(%) 74.76±1.38 74.23±1.05 0.530
Turbidity of cooking

water(A675nm) 0.329±0.022 0.385±0.034 7.876**

1) Mean±SD
** p<0.01

그러나 구기자 분말 첨가국수(Lim YS 등 2003)의 경

우 구기자 분말 첨가량이 늘수록 삶은 국수의 중량 및 

부피는 감소하고, 조리 손실 량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

였는데, 이 결과는 구기자 첨가에 따라 밀가루 반죽의 

결합력이 약해져 쉽게 풀어지고, 구기자고유의 가용성분

등이 녹아나오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외에도 복분자 분

말(Lee YN 등 2000), 손바닥 선인장 분말(Lee YC 등 

1999), 버섯분말(Kim YS 1998)등도 첨가량 증가 시 중

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 

보아 첨가하는 재료에 따라 국수의 조리특성이 다르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삶은 물의 흡광도는 양파생면을 삶은 물의 탁도가 대

조군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삶는 

동안에 고형분의 용출량이 더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 때문에 양파생면의 견고성이 낮아짐을 예측할 수 

있었다.

4. 개발 양파생면의 물리적 특성

생면(대조구), 양파생면을 조리한 후 texture analyzer를 
사용하여 측정한 여러 가지 물성값들을 Table 7에 제시

하였다. 양파생면은 생면(대조구) 보다 견고성, 부착성, 탄
성, 복원성, 씸힘성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응집성은 

대조구 보다 더 높았다. Lee JH와 Shim JY(2006)의 양

파즙을 첨가한 밀가루반죽과 국수의 특성에 대한 연구에

서도 양파즙 첨가량이 많아짐에 따라 견고성이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복원성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여서, 양파즙을 첨가함에 따라 복원성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종합적인 식감을 나타내는 씹힘성은 양

파생면이 더 낮은 값을 보였는데 Lee JH와 Shim JY 
(2006)의 연구에서는 씸힙성은 양파즙 25%까지는 증가

하다가 50%에서 감소하여 75% 첨가에서는 대조구와 비

슷한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가 Lee JH와 

Shim JY(2006)의 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인 것은 본 연

구에서 사용한 밀가루는 생면용 밀가루이었고, Lee JH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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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exture profile analysis of wet noodles

Texture 
characteristics

Wet noodles 
t-value

Control Added with 
onion juice

Hardness(g) 1134.98±179.411) 886.21±102.91 3.331**

Adhesiveness(g․s) -72.08±16.87 -61.71±15.20 1.353
Springiness 1.09±0.03 1.06±0.02 1.093

Cohesiveness 0.49±0.043 1.71±0.87 1.792
Resilience 0.11±0.002 0.10±0.001 1.342
Chewiness 1138.82±71.25 852.03±55.21 3.210**

1) Mean±SD
** p<0.01

Shim JY(2006)은 중력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사료할 수 있겠다.
구기자분말을 첨가한 생면(Lim YS 등 2003)의 경우 구

기자 분말이 증가할수록 견고성과 씹힘성이 감소하였다. 
클로렐라 국수(Park SI와 Cho EJ 2004)의 경우에도 클로

렐라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경도, 응집성, 탄성, 씹힘성이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클로렐라를 첨가함에 따

라 국수의 수분흡수율이 높아져서 조직감을 부드럽게 했

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유청 분말(Lee KH와 Kim KT 2000)
을 첨가한 경우 경도, 응집성, 씹힘성 탄성이 감소하였으

며 손바닥선인장 분말도 견고성, 씹힘성이 낮게 나타났

다. 그러나 Bae SH과 Rhee C(1998)의 연구에서 분리대

두단백을 첨가한 국수는 씹힘성과 경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보아 첨가물의 종류에 따

라 국수의 조직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요약 및 결론

양파즙 및 소금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양파국수

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 윤기에 대한 기호도는 소금과 양

파즙 양이 최대일 때 가장 높았다. 씹힘성의 경우, 양파

즙과 소금양이 매우 많거나 적은 영역, 즉 코드화한 양

파즙과 소금의 값이 각각 1.414 또는 -1.414에서 관능점

수가 높게 나타났다. 부착성에 대한 기호도는 양파의 양

이 최소(-1.414), 소금의 양이 최대(1.414)일 때 또는 양

파양이 최대, 소금양이 최소일 때 높게 나타났다. 윤기, 
씹힘성, 부착성의 경우 양파즙과 소금의 양이 모두 중간 

정도일 때(코드값이 0일 때) 가장 낮은 기호도를 나타내

어, 이와 같은 재료배합비율이 가장 적절치 않은 조직감

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맛에 대한 관능평가결과, 양
파즙이 최소, 소금의 양이 최대일 때 가장 높은 예측 기

호도를 나타냈다. 생면의 윤기, 씹힘성, 부착성, 양파냄새, 
맛에 대한 기호도를 목표값 7점에 가장 근접하게 만족

시키는 최적의 양파 양은 149.53 g(코드값 1.2656), 소금

은 6.2 g(코드값 -1.4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치로 제

시된 양파즙과 소금을 첨가한 양파생면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도 점수 결과는 냄새 6.53점, 질감 7.32점, 맛 6.37
점, 수응도 6.5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생면(대조구)과 양

파생면을 삶은 후 중량, 부피, 수분흡수율 등을 측정한 

결과, 중량은 양파생면이 생면보다 다소 높았으나 유의적

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피는 양파생면이 더 크게 증

가하여 유의적(p<0.01)인 차이를 보였다. 삶은 물의 흡광

도는 양파생면을 삶은 물의 탁도가 대조군 보다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생면(대조구)과 양파생면의 

물성을 측정한 결과, 양파생면은 대조구 보다 견고성, 부
착성, 탄성, 복원성, 씸힘성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응
집성은 대조구 보다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표면분석을 이용하여 양파즙을 보

다 많이 사용하도록 고려하여 양파즙과 소금의 최적치를 
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조한 양파생면의 소비자 기호

도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양파생면이 상품으로서 가

치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양파수제비, 양파

스파게티 등 다양한 양파제품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

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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