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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ptimize the conditions of manufacturing the wet noodle added with Aloe powder. Methods: The 

I-optimal design of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was used for the optimization of added amount of Aloe powder, water content, 

and kneading time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quality characteristics (color, texture, water absorption ratio, volume, turbidity) and 

sensory characteristics (color, flavor, taste, mouth feel, overall acceptance) were analyzed as dependent variables. Results: The 

lightness, redness, and yellowness of the Aloe noodle were all lowered with the addition of Aloe powder. All texture characteristics such 

as hardness, elasticity and chewiness of Aloe noodle showed the tendency to increase with increasing amount of Aloe added and 

kneading time. The water uptake and the volume expansion tended to increase with increasing aloe addition and water addition. As the 

kneading time increased, the dissolution of solids decreased and the turbidity tended to decrease. Aloe powder content influenced the 

color, flavor and taste of the noodles most among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mouthfeel of the noodle influenced by the water 

addition and the kneading time. Conclusion: Aloe noodle showed the best desirability with 3.03% of Aloe powder, 43.56% of water 

content and 13.06 min of kneading time by RSM analysis. Aloe noodles prepared under these optimized conditions are expected to be 

able to manufacture and utilize functional Aloe noodles by meeting the content of isobarbaloin, which helps the intestinal function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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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알로에(Aloe)는 백합과(Liliaceae)의 알로에속(Aloineae)

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의 열대식물로 아프리카가 원산

지이다(Ray A & Gupta SD 2013). 알로에는 약 6백여 

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들 중 약용과 식품으로 

사용되는 종은 6종에 불과하다(Eshun K & He Q 2004). 

이러한 알로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장병, 변비, 화

상, 상처 치료 등에 폭넓게 이용되어왔으며(Kim DG 등 

2012), 그 동안 알로에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알로에의 

성분 분획(Baek JH & Lee SY 2010)과 생리활성(Cho 

EH 등 2014) 및 항산화(Seol NG 등 2012), 항염증(Budai 

MM 등 2013) 등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왔

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알로에는 장 건강에 도

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로 등재되어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알로에의 기능성 성분인 알로인(Aloin) 

등은 소장에서 유액의 배출을 촉진하거나 점막의 투과율

을 촉진해 대장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고(Capasso F 

등 1998), 또한, 쥐의 대장에 알로인에서 분리한 무수바

바로인(isobarbaloin)을 주입할 경우 쥐의 배변활동에 도

움을 준다는 결과가 알려져 있다(Ishii Y 등 1998). 그리

고 이 함량을 무수바바로인으로서 1일 20-30 mg으로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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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를 제한하고 있으며(Nathan M & Scholten R 1999), 이

는 알로에의 건강기능식품 일일섭취량의 기준으로 적용

되고 있다.

현재 알로에를 활용한 식품개발 연구에는 알로에 베라

(Aloe vera)를 첨가한 요구르트 제조(Shin YS 등 1995), 

알로에 첨가 베이글(Lee HY & Suh SC 2002), 설기떡

(Hwang SJ & Yoon SJ 2006), 식빵(Shin DH 등 2007), 쉬

폰 케이크(Kim HY 등 2009), 쿠키(Yu HH 2014), 츄잉 껌

(Aslani A 등 2015) 및 알로에 베라 겔을 첨가한 미트너

겟(Rajkumar V 등 2016) 등이 연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은 알로에의 다양한 생리활성 및 성분을 근

거로 하여 가공식품을 연구하였지만, 주로 제조법과 품질

특성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부분 건강지향

형 식품을 제조하여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연구들은 주

식보다는 부식과 간식에 편중되어 있어 이러한 식품들을 

섭취하였을 때 알로에의 기능성성분의 함량이 기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점검은 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건강에 도움을 주기는 어려워 보

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알로에 가공식품을 

섭취하여 장 건강에 대한 기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섭취하기 쉬운 형태이어야 하며, 간식이

나 부식 보다는 주식으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어 그 함

량이 기능성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함량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하루 1끼는 주식으로 다량 섭

취하기 쉬운 생면의 형태로 알로에 분말의 첨가를 적용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수바바로인으로 장 건강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함량 이상을 함유할 수 있는 알로

에 분말을 첨가한 생면을 제조하고 이들의 기호도도 높

고 기능성도 나타낼 수 있는 건강지향형 알로에 생면 제

조조건을 최적화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및 시약

알로에는 2015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재배한 알로에 

베라(Aloe barbadensis Miller) 품종을 구입하여 세척한 

후 전잎을 동결건조기(PVTFD10R, Ilshin Lab Co., Ltd., 

Gyeonggi, Korea)로 건조한 후 분쇄(HMF-3350SS, Hanil 

Co., Seoul, Korea)하여, 분말을 체눈 크기 300 µm 체에 

거른 후 -20°C 냉동고(A326S, LG Electronics, Seoul, 

Korea)에 보관하며 시료로 사용하였다. 밀가루는 1등급 

중력분(Beksul, Yangsan, Korea), 소금(100% solar salt, 

Chungjungone, Shinan, Korea)을 사용하였다. 무수바바

로인(isobarbaloin) 함량 측정에는 spectrophotometer 

(VersaMax ELISA, Mole-  cular devices, CA, USA)를 사

용하였다.

2. 무수바바로인 함량 측정

알로에의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지표성분으로 

무수바바로인 함량을 측정하였다. 무수바바로인 함량은 

건강기능식품공전 시험법 3.6.2. 안트라퀴논계화합물(무

수바바로인으로서)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4). 알로에건조분말 1 g을 취하

여 메탄올(Daejung, Siheung, Korea) 10 mL를 첨가한 후 

60°C의 증류수 10 mL를 가하여 혼합하였다. 이후 60°C 

증류수 75 mL를 가하여 30분간 진탕한 후 냉각, 여과한 

후 여액을 200 mL가 되도록 증류수로 정액 하였다. 여액 

10 mL를 취하여 60% 염화 제2철용액(Sigma Aldrich Co., 

St. Louis, MO, USA) 1 mL와 진한 염산(Daejung, Siheung, 

Korea) 6 mL가 들어 있는 용기에 가한 후 환류냉각기

(DH. GL15011, Duran, Wertheim, Germany)를 설치하여 

끓는 수욕조에서 4시간 동안 환류시킨 후 이를 식힌 후 

분액여두에 옮기고, 여기에 1 N 수산화나트륨(Daejung) 4 

mL, 디클로로메탄(Sigma Aldrich Co.) 20 mL를 가해 추

출하여 디클로로메탄층을 다른 분액여두에 모았다. 분취

한 디클로로메탄층을 증류수 10 mL로 세척한 다음 디클

로로메탄을 이용하여 100 mL로 정액한 후 이 액 20 mL

를 수욕 상에서 증발 건조하였다. 그 잔류물에 0.5% 메탄

올초산마그네슘용액(Daejung) 10 mL를 가하여 용해 후, 

spectrophotometer(VersaMax ELISA,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로 51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함량을 계산하였다.

3. 제조조건 최적화를 위한 실험 계획

알로에 분말을 첨가한 생면의 최적 배합비를 찾기 위

하여 Design expert 9(Stat-Easy Co., Minneapolis, MN, 

USA)을 이용했으며, 반응표면분석 실험 디자인은 I-optimal 

design에 따라 설계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생면의 품질특

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분말 첨가량, 수

분 첨가량, 반죽 시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의 

최소 및 최대 범위는 알로에 분말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기준에 따라 함량을 설정하였

고, 나머지 변수는 예비 실험을 통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실험에 필요한 생면의 양은 300 g으로 하였고, 밀가루 

100 g을 기준으로 각각 독립변수의 양을 정하였다. 각 실

험점들의 제조 조건은 Table 1과 같이 알로에 분말 첨가

량(A) 2.8-4.2%, 수분 첨가량(B) 40-45% 그리고 반죽시간 

7-20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반응변수로는 색도(L, a, 

b), 텍스쳐, 수분흡수율, 부피팽창량, 탁도, 관능평가로 설

정하였다.

설정된 실험계획의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모형과 perturbation plot 및 response surface 3D 

plot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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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Run
Coded-factor

1)
Actual-factor

A B C A (%) B (%) C (min.)

1 3 -0.286 -1.000 -1.000 3.30 40.00 7.00

2 14 -0.286 -1.000 -1.000 3.30 40.00 7.00

3 15 1.000 0.300 -1.000 4.20 43.25 7.00

4 16 -1.000 1.000 -1.000 2.80 45.00 7.00

5 4 -1.000 -0.200 -0.200 2.80 42.00 12.20

6 10 -1.000 -0.200 -0.200 2.80 42.00 12.20

7 18 0.200 1.000 -0.200 3.64 45.00 12.20

8 11 0.200 1.000 -0.200 3.64 45.00 12.20

9 1 0.543 -0.048 -0.050 3.88 42.38 13.18

10 7 -0.643 -1.000 0.064 3.05 40.00 13.92

11 13 1.000 -1.000 0.280 4.20 40.00 15.32

12 6 -0.400 0.400 0.400 3.22 43.50 16.10

13 5 0.114 -1.000 0.590 3.58 40.00 17.34

14 2 -1.000 -1.000 1.000 2.80 40.00 20.00

15 17 0.200 -0.192 1.000 3.64 42.03 20.00

16 9 0.200 -0.192 1.000 3.64 42.03 20.00

17 8 -1.000 1.000 1.000 2.80 45.00 20.00

18 12 1.000 1.000 1.000 4.20 45.00 20.00

1)
A: Aloe powder content; B: added water content; C: kneading 

time.

Table 1. Experimental design for the wet noodles added with

Aloe vera powder

4. 생면의 제조

Table 1과 같은 18개의 실험 조건으로 알로에 생면을 

제조하였다. 알로에 분말과 밀가루는 체에 거르고, 소금

은 물에 먼저 녹인 후, 이를 배합하여 반죽기(5K5SS, 

KitchenAid, Benton Harbor, MI, USA)를 사용해 각 실험 

조건 시간별로 반죽하였다. 그리고 polyethylene 백에 넣

어 상온에서 1시간 동안 숙성하였다. 이렇게 숙성시킨 반

죽을 제면기(Y91, A-Ryuk, Seoul, Korea)를 이용하여 롤 

간격을 2 mm로 조절하여 면대를 형성하고, 3단 접기 후 

다시 면대를 만들어주는 방식을 5회 반복해 면 형성에 

적합한 면대를 만들어준 뒤, 최종적으로 두께 2 mm, 너

비 4 mm의 생면을 제조하여 길이 25 cm로 잘랐다. 그리

고 각 조건별 생면 20 g을 끓는 물 400 mL에 넣고 3분간 

조리한 후 건져서 흐르는 냉수에 30초간 냉각시킨 다음 

거름망에서 2분간 물을 뺀 후 즉시 실험의 시료로 사용

하였다.

5. 색도

알로에 생면의 색도는 색차계(CM-5, Konica Minolta 

Inc., Tokyo, Japan)를 이용하여, Hunter color difference 

meter 방식으로 명도(L), 적색도(a), 황색도(b)를 5회 반복 

측정하여 값을 구하였다. 이때 사용한 표준 백색판의 L값

은 96.50, a값은 0.12, b값은 2.32이었다.

6. 텍스쳐

알로에 생면의 텍스쳐 측정은 texture analyzer(CT3, 

Brookfield Engineering Labs. Inc., Middleboro, MA, USA)

를 이용하여 경도(hardness), 탄력성(springiness), 씹힘성

(chewiness)을 측정하였다. 모든 생면은 삶은 후 바로 측정

하였으며, probe는 TA11/1000을 사용하였고, 분석조건은 

pretest speed 2 mm/sec, test speed 1 mm/sec, return speed 

1 mm/sec, trigger load 30.6g, cycle count 2로 하였다.

7. 수분흡수율

알로에 생면의 수분흡수율은 2. 생면제조 방법에 따라 

삶은 후 물기를 제거하고 면의 중량을 측정한 후, 아래와 

같은 식으로 측정하였다.

수분 흡수율(%)

=
생면의 중량

조리 후 면의 중량 생면의 중량
× 100

8. 부피팽창량

부피팽창량은 mass cylinder에 200 mL의 물을 채운 뒤, 

수분흡수율을 측정한 생면을 바로 mass cylinder에 넣어 

증가하는 물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9. 탁도

알로에 생면의 탁도는 생면을 삶고 난 물을 실온에서 

냉각하고 이 물을 spectrophotometer(Molecular Devices)를 

이용하여 6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값을 구하였다.

10. 관능평가

알로에 생면의 최적조건을 찾기 위해 관능평가에 경험

이 있는 식품영양학과 전공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색

(color), 향(smell), 맛(taste), 입안에서의 느낌(mouthfeel),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와 같이 5가지 특성에 

대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기호도는 대단히 싫음

(dislike extremely)은 1점, 대단히 좋음(like extremely)은 9

점으로 하는 9점 척도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검사 시

료는 모두 세 자리 무작위한 숫자로 표시하였고 제시순

서도 완전임의 배치하여 18개의 시료를 검사하게 하였다. 

또한 일정한 양(10 g)의 삶은 생면을 흰색 멜라민접시에 

담아 물과 함께 제공하였고, 시료와 시료 사이에는 반드

시 물로 입을 깨끗하게 헹구어 다음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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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ctual-factor

1)

 L  a  b
Hardness

(gf)

Springiness

(mm)

Chewiness

(gf ․ cm)

Water

bsorption (%) 

Volume

(mL)

Turbidity

(OD at 675 nm)A (%) B (%) C (min.)

1 3.30 40.00 7.00 44.56 -1.44 32.93 1554.5 3.22 407.3 76.5 34.0 0.464

2 3.30 40.00 7.00 43.14 -1.48 33.24 1483.9 3.21 377.6 85.5 34.2 0.463

3 4.20 43.25 7.00 34.85 -2.93 27.96 1750.7 3.26 487.8 87.0 37.5 0.278

4 2.80 45.00 7.00 52.12 -0.31 38.82 1237.3 3.04 340.9 83.5 35.8 0.169

5 2.80 42.00 12.20 50.18 -1.02 38.55 1456.9 3.15 440.5 77.0 34.8 0.213

6 2.80 42.00 12.20 52.08 -0.94 38.01 1458.0 3.13 415.1 82.0 34.7 0.262

7 3.64 45.00 12.20 38.99 -1.21 32.24 1760.5 3.29 516.9 94.5 37.0 0.315

8 3.64 45.00 12.20 37.35 -1.51 32.22 1755.9 3.27 497.5 82.0 37.5 0.291

9 3.88 42.38 13.18 36.61 -1.77 30.96 1820.7 3.31 520.2 86.0 36.5 0.254

10 3.05 40.00 13.92 41.77 -1.21 32.36 1264.1 3.09 372.5 87.0 34.0 0.196

11 4.20 40.00 15.32 35.23 -2.96 26.55 2114.8 3.39 622.8 80.5 34.9 0.237

12 3.22 43.50 16.10 40.08 -1.27 35.45 1734.6 3.26 463.6 88.5 36.3 0.126

13 3.58 40.00 17.34 42.12 -1.53 31.03 1832.8 3.31 520.3 83.5 34.5 0.195

14 2.80 40.00 20.00 42.56 -1.17 35.57 1639.0 3.25 452.1 93.0 33.0 0.178

15 3.64 42.03 20.00 37.2 -1.53 32.01 1937.8 3.36 597.2 91.0 37.3 0.188

16 3.64 42.03 20.00 38.05 -1.74 30.01 1839.0 3.32 576.7 85.0 37.0 0.188

17 2.80 45.00 20.00 53.24 -0.25 41.70 1612.9 3.23 451.6 95.0 36.9 0.269

18 4.20 45.00 20.00 33.69 -2.53 28.80 1999.9 3.37 599.8 98.5 38.0 0.160

1) 
A: Aloe powder content; B: added water content; C: kneading time.

Table 2. Quality characteristics of the Aloe wet noodle by I-optimal design 

11. 통계처리 및 제조조건 최적화

알로에 분말을 첨가한 생면의 품질특성 및 최적조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Design expert 9 프로그램의 ANOVA 

test 및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

의성을 검정하였다. 또한 제조조건 최적화는 canonical 모

형의 수치적 최적화(numerical optimization)를 기준으로 

하여 실행하였다. 이에 따른 수치적 최적화를 통해 제시

된 최적점(solutions) 중 다음 식에 의하여 가장 높은 적합

도(desirability)를 가지는 최적점을 채택하였다.

＝ 

× 


×  × 









 
  












D = overall desirability, d = desirability, n = response의 수

Ⅲ. 결과 및 고찰

1. 알로에의 기능성분인 무수바바로인 함량

배변활동 원활에 기능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분

말의 함량은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의 요건인 1일 섭

취량으로 무수바바로인 20-30 mg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

다. 본 실험에 사용된 알로에의 무수바바로인 함량은 측

정 결과 7.14 mg/g이므로, 동결건조 알로에 분말 기준 

2.8-4.2 g을 섭취해야 1일 섭취량을 충족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알로에분말 첨가량을 이 범위 내로 실험점을 잡아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색도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냈으며, 실험에 

사용한 알로에 분말 색도는 명도(L) 73.35±0.01, 적색도

(a) -1.13±0.00, 황색도(b) 43.97±0.01로 밝은 녹색을 띠

었다. 설정된 반응변수별로 측정한 값을 모델링한 모델, 

유의성 검증 결과, 그리고 독립변수가 색도에 미치는 영

향을 나타낸 회귀식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perturbation plot과 response surface plot은 Fig. 1에 나타

내었다. 알로에 분말을 첨가한 생면의 색도를 측정한 결

과, 명도(L)는 33.69-53.24, 적색도(a)는 -2.96 ~ -0.25, 황색

도(b)는 26.55-41.70의 측정 범위를 나타내었다(Table 2). 

명도, 적색도, 황색도 모두 linear 모델(R
2
=0.8242, 0.8539, 

0.9213)이 선택되어 모델의 높은 설명력을 갖으며,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0.01)(Table 3). 그리고 perturbation 

plot과 response surface plot을 확인한 결과, 색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알로에 분말의 첨가량으로 나타

났다. 알로에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와 적색

도, 황색도가 낮아졌으며, 수분첨가량이 증가할 때는 명

도와 적색도, 황색도가 증가하였다. 알로에 분말 고유의 

색이 주로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구기

자 분말을 첨가한 생면제조(Lim YS 등 2003)와 모시잎 

분말을 첨가한 국수제조(Park BH 등 2014)의 결과처럼 

유색을 가진 재료가 명도를 감소시키는 등의 결과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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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Model p-value R
2

Equation in terms of coded factor

L Linear 0.0001 0.8242  41.11-7.71A+0.87B-1.24C

a Linear 0.0001 0.8539  -1.59-0.94A+0.24B+0.034C

b Linear 0.0001 0.9213  +32.71-5.27A+1.57B+0.067C

Hardness (gf) Linear 0.0001 0.8302  +1698.83+255.42A-4.27B+148.48C

Springiness (mm) Linear 0.0001 0.8065  +3.25+0.100A-9.577E-003B+0.062C

Chewiness (gf ․ cm) Linear 0.0001 0.8640  +486.12+82.80A+2.05B+61.37C

Water absorption (%) Linear 0.0218 0.3771  +86.36+0.68A+3.11B+4.33C

Volume (mL) Linear 0.0001 0.8646  +35.95+0.97A+1.42B+0.29C

Turbidity (O.D at 675 nm) Linear 0.0408 0.3143  +0.25+0.011A-0.025B-0.077C

Table 3. Analysis of adjusted model equation for quality characteristics of the Aloe wet noodle

Fig. 1. Perturbation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Aloe powder content (A), water content (B), kneading time (C) 

on the Hunter's color values of Aloe wet noo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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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erturbation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Aloe powder content (A) water content (B), kneading time (C)

on the texture of Aloe wet noodle.

사하였다.

3. 텍스쳐

알로에 생면의 텍스쳐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경도는 1237.25-2114.81 gf, 탄력성은 3.04-3.39 mm, 

씹힘성은 340.88-622.8 gf ․ cm의 측정값 범위를 나타내었

다. 경도, 탄력성, 씹힘성은 모두 linear 모델(R
2
=0.8302, 

0.8065, 0.8640)이 선택되었고,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p<0.01)(Table 3). 그리고 perturbation plot과 response 

surface plot을 확인한 결과, 알로에 분말 첨가량과 반죽시

간이 증가할수록 경도, 탄력성, 씹힘성 등 모든 텍스쳐 

인자들의 값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수분첨가

량이 증가하면 텍스쳐 인자들의 값이 감소하였다(Fig. 2). 

이는 게걸무 분말을 첨가한 국수제조(Kim HR 등 2007)

와 고려엉겅퀴 분말 첨가 생면(Park HY & Kim BK 

2014)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첨가재료 고유의 섬유

소, 칼슘 등이 면의 경도와 치밀성을 높인다는 것과 유사

하였으며, 모시잎 분말을 첨가한 국수제조(Park BH 등 

2014) 등과 같이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증가한 결

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알로에 특유의 점성도 생면의 경

도를 높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반죽시간이 증가하면

서 글루텐 형성이 촉진되어 탄력성과 씹힘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반죽시간이 증가할수록 경도와 탄

력성 및 씹힘성이 증가하는 Park HY & Kim BK(201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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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erturbation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Aloe powder content (A), water content (B), kneading time (C) 

on the water absorption, volume and turbidity of Aloe wet noodle.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4. 수분흡수율과 부피팽창량

수분흡수율과 부피팽창량의 측정결과는 Table 2와 같

다. 그 결과 수분흡수율은 76.5-98.5%의 범위를, 부피팽

창량은 33-38 mL의 범위값을 보였다. 둘 다 linear 모델

(R
2
=0.3771, 0.8646)이 선택되었고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p<0.05)(Table 3). Perturbation plot과 response surface 

plot을 확인한 결과, 알로에 첨가량과 수분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수분흡수율과 부피팽창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

였다(Fig. 3). 이는 마가루를 첨가한 국수제조(Park BH & 

Cho HS 2006)와 같이 마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조

리면의 무게 및 부피가 증가했다는 보고와 유사한 경향

을 보였다. 그리고 알로에 베라 분말을 첨가한 쿠키 연구

(Yu HH 2014)에서도 알로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

분보유력이 증가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알로에 분말은 수

분흡수율이 뛰어난 식이섬유가 풍부하므로 알로에 분말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분흡수율과 부피팽창량이 증가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탁도

조리 중 생면의 고형분의 손실 정도를 나타내는 탁도 

측정결과는 Table 2와 같다. 탁도의 optical absorbance 범

위는 0.126-0.464의 결과를 보였다. 탁도는 알로에 첨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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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y evaluation score
1)

No
Actual-factor

2)

Color Smell Taste Mouthfeel
Overall 

acceptanceA (%) B (%) C (min.)

1 3.30 40.00 7.00 7.36 7.34 7.15 7.22 7.33

2 3.30 40.00 7.00 7.21 7.57 7.22 7.24 7.27

3 4.20 43.25 7.00 6.35 6.56 4.89 7.67 6.33

4 2.80 45.00 7.00 7.33 7.48 7.53 7.79 7.99

5 2.80 42.00 12.20 6.89 7.69 7.96 7.85 7.68

6 2.80 42.00 12.20 7.23 7.66 8.12 7.79 8.05

7 3.64 45.00 12.20 7.56 7.38 7.33 8.15 7.87

8 3.64 45.00 12.20 7.40 7.44 7.12 8.04 7.45

9 3.88 42.38 13.18 6.55 6.80 6.45 7.34 7.39

10 3.05 40.00 13.92 7.53 7.88 7.87 7.56 8.15

11 4.20 40.00 15.32 5.35 6.19 4.57 6.62 5.52

12 3.22 43.50 16.10 7.88 8.12 7.05 7.88 7.78

13 3.58 40.00 17.34 6.35 7.38 6.53 6.98 6.87

14 2.80 40.00 20.00 7.22 7.56 7.87 6.78 7.88

15 3.64 42.03 20.00 6.88 7.08 6.84 7.26 7.33

16 3.64 42.03 20.00 6.76 7.05 6.76 7.09 7.49

17 2.80 45.00 20.00 7.16 7.36 8.06 8.23 7.87

18 4.20 45.00 20.00 6.10 6.76 4.99 7.96 5.99

1) 
1: dislike extremely ∼ 9: like extremely

2) 
A: Aloe powder content; B: added water content; C: kneading time.

Table 4. Sensory evaluation scores of the Aloe wet noodle

수분 첨가량, 반죽시간에 따른 linear 모델(R
2
=0.3143)이 

선택되어 설명력은 낮지만, 유의성이 인정되었다(p<0.05) 

(Table 3). Perturbation plot과 response surface plot을 확인

한 결과, 알로에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탁도는 증가

하였고, 반죽시간이 증가할수록 고형분의 용출이 감소하

여 탁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Fig. 3). 이는 Kim 

HR 등(2007)의 게걸무의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게걸무

의 섬유소 등의 성분이 밀가루 전분 결합을 방해해 생면

의 고형분이 끓인 물에 우러나오는 것으로 본 것과 유사

한 결과로 생각되었다. 또한, 매생이 분말을 첨가한 생면

(Park JH 등 2010), 연잎 분말을 첨가한 국수 제조(Park 

BH 등 2010) 등 많은 연구결과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

다. 그리고 수분첨가량과 반죽시간이 증가할수록 탁도가 

감소하는 경향에 착안하여(Fig. 3), 이 두 변수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복합면 제조 시 고형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 관능평가

생면의 제조조건 최적화를 위한 관능평가 결과는 Table 

4와 같다. 9점 척도법에 의해 평가하였을 때, 9점을 만점

으로 색 5.35-7.88, 향 6.19-8.12, 맛 4.57-8.12, 입안에서의 

느낌 6.62-8.23, 전체적인 기호도 5.52-8.15에 해당하는 범

위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관능평가 항목인 색, 향, 맛, 입

안에서의 느낌, 전체적인 기호도 모두 독립 변수들이 서로 

교호작용을 하는 Quadratic 모델(R
2
=0.8122, 0.7750, 0.9174, 

0.8792, 0.8440)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선택되었고,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0.01)(Table 5). Perturbation plot과 

response surface plot을 확인한 결과, 색의 경우 알로에 

분말 함량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함량이 증가할수록 

알로에 특유의 녹색이 너무 진해져, 기호도를 저해한 것

으로 보인다. 향도 마찬가지로 알로에 함량이 높을수록 

알로에 고유의 향이 불쾌하게 느껴져 기호도 저하로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맛의 경우, 알로에 특유의 쓴맛이 

기호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입안에서의 

느낌은 수분첨가량과 반죽시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

는데, 너무 부드럽거나 너무 단단한 면의 느낌보다는 적

당하게 부드러운 식감을 선호하는 기호도가 반영된 것으

로 보인다(Fig. 4). 회귀식에 따르면 전체적인 기호도에는 

알로에 분말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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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erturbation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Aloe powder content (A), water content (B), kneading time (C) 

on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Aloe wet noo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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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Model p-value R
2

 Equation in terms of coded factor

Color Quadratic 0.0024 0.8122 +7.26-0.68A+0.32B-0.17C+0.27AB-0.17AC+3.581E-003BC-0.72A
2
+0.025B

2
-0.025C

2

Smell Quadratic 0.0046 0.7750 +7.50-0.60A+0.100B-0.013C+0.21AB+9.330E-003AC+0.019BC-0.39A
2
+0.022B

2
-0.18C

2

Taste Quadratic 0.0001 0.9174 +7.23-1.48A+0.18B+0.028C+0.19AB-0.12AC+0.029BC-0.71A
2
-0.029B

2
-0.22C

2

Mouthfeel Quadratic 0.0004 0.8792 +7.68-0.19A+0.52B-0.092C+0.13AB-0.064AC+0.23BC-1.496E-003A
2
-0.020B

2
-0.24C

2

Overall acceptance Quadratic 0.0012 0.8440 +7.75-0.93A+0.26B-0.040C+0.18AB-0.12AC-0.14BC-0.64A
2
-0.18B

2
-0.11C

2

Table 5. Analysis of adjusted model equation for sensory characteristics of the Aloe wet noodle

Fig. 5. Perturbation and response surface plot of the optimization conditions of Aloe wet noodle for desirability. A: 3.03%, B:

43.56%. C: 13.06%

Constraints name
Optimization 

solution

Independent 

variable

Aloe powder (%) 3.03

water content (%) 43.56

Kneading time (min) 13.06

Response 

variable

Hunter's

color values

 L 46.70

 a -0.86

 b 36.83

Texture

Hardness (gf) 1516.65

Springiness (mm) 3.18

Chewiness (gf ․ cm) 427.61

Water absorption (%) 86.94

Volume (mL) 35.89

Turbidity (O.D at 675nm) 0.24

Sensory 

characteristics

Color 7.46

Smell 7.71

Taste 7.91

Mouthfeel 7.98

Overall acceptance 8.11

Table 6. Optimization values in two variable about the Aloe wet

noodle

7. 최적 제조조건

독립변수 및 18개 실험점에서 얻어진 반응변수 값을 

통하여 기호도 높은 알로에 생면의 제조조건 최적화를 

위해, 관능평가 중 전체적인 기호도 항목만을 목표범위 

최대값으로 설정한 뒤, 나머지는 측정값 범위로 설정하여 

최적화에 접근하였다. 그 결과, 수치적 최적값(numerical 

optimization)은 적합도 0.986으로 나타났으며 알로에 분

말 첨가량 3.03%, 수분 첨가량 43.56%, 반죽 시간 13.06

분에 해당되는 점이 생면 제조 최적조건으로 결정되었고

(Fig. 5), 이 최적값에서 도출된 반응변수 값은 Table 6에 

제시하였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장기능 활성에 도움을 주는 알로에를 활용

해 기능성식품을 일상생활 속 일반 식품형태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로에 분말을 첨가한 생면을 개발하

고자 하였다. 생면 제조조건의 최적화를 위해서 생면의 

품질특성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알로에 분말 첨가량, 수

분 첨가량, 반죽 시간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하여 독립변수를 설정한 범위 내

에서 혼합하여 14개의 실험점과 실험의 재현성을 위해 

반복점 4개를 추가하여 총 18개의 실험점을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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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실험점에 대한 반응변수를 측정하여 최적 조건을 찾

아냈다.

알로에의 기능성을 나타내기 위한 첨가량을 설정하기 

위해 본 실험에 사용한 알로에 분말의 무수바바로인 함

량을 측정한 결과, 함량은 7.14 mg/g이었다. 

반응표면분석법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 생면의 색도(L, 

a, b), 텍스쳐, 수분 흡수율, 부피 팽창량, 탁도는 알로에 분

말 첨가량, 수분 첨가량과 반죽시간과 linear 모델로, 관능

평가에 의한 색, 맛, 향, 입안에서의 느낌과 전체적인 기

호도는 quadratic 모델로 유의수준 5% 이내에서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알로에 생면의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는 알

로에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모두 낮아졌으며, 수분첨

가량과 반죽시간은 색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

한 알로에 생면의 경도, 탄력성, 씹힘성 등 모든 텍스쳐 

특성들은 알로에 첨가량과 반죽시간이 증가할 경우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글루텐 형성을 증가시키는데 영

향을 주는 반죽시간보다 알로에 분말 첨가량이 생면의 

텍스쳐 특성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수분흡수율과 부피

팽창량은 알로에 첨가량과 수분첨가량이 증가하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죽시간이 증가할수록 고형분의 

용출이 감소하여 탁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관능평가 기호도 평가 결과, 생면의 색, 향과 맛은 알

로에 분말 첨가량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입안에서

의 느낌은 수분첨가량과 반죽시간에 의해 가장 큰 영향

을 받아 특히, 반죽시간의 시험 범위 내에서 중간정도의 

적정점이 가장 좋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독립변수로 인

한 반응변수의 측정값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적합성(desirability) 0.986을 가지는 제조조건의 최적점은 

알로에 분말 첨가량 3.03%, 수분 첨가량 43.56%, 반죽 시

간 13.06분으로 설정되었다. 이런 최적화된 조건으로 제

조된 알로에 생면을 하루 1끼 섭취하였을 때 장기능 활

성에 도움을 주는 무수바바로인 함량도 20 mg 이상을 섭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호도도 9점 만점

에 8.11점으로 매우 높아, 기호도 높은 기능성 알로에 생

면의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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