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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Platycodon grandiflourm A. DE. Candolle)는 초롱꽃

(Campanulaceae)과에 속하며, 한국, 중국 및 일본 등지에서 자

생하고 있으며, 한자로는 길경, 백약, 경초, 경도 등으로 알려

져 있다(Kim & Kang 2011). 도라지 뿌리는 생채, 숙채, 전, 
산적, 정과 등 식재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기침, 가래, 인
후염, 폐농양, 흉통, 배뇨통, 설사를 치료하는데 사용되었다

(Hwang & Kim 2007; Zhang 등 2015). 이러한 약리작용 중 일

부는 도라지의 항산화 작용과 관련이 있는데, Kim 등(2008a)
은 도라지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이 항산화 효과에 의한 

HepG2 세포보호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Jang 등(2011)은 도

라지 부탄물 추출물이 항산화 작용과 NO 생성 저해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Jung MH(2019)는 도라지 부탄올 분획물과 물 

분획물이 항산화 활성으로 인한 탈모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

였으며, Lee 등(2004a)은 도라지의 석유 에테르 추출물이 항

산화 활성으로 항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 외 도라

지의 약리작용으로 항염, 항당뇨, 항비만, 간보호, 심혈관계 

보호, 면역억제, 인지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

어 있다(Sung 등 1996; Kim 등 1998; Lee 등 1998; Lee 등

2000a; Park 등 2002; Kim 등 2004; Zhang 등 2015; Zhao 등 

2017; Chae 등 2018). 도라지에는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폴리

아세틸렌, 스테롤, 폴리페놀 등이 생리활성을 가지는 주요 

성분으로 보고되었으며(Hwang 등 2013; Zhang 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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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 등 2018), Choi 등(2017)은 도라지의 사포닌은 간의 지

질과산화를 억제하며, 항산화 효소 발현을 촉진함으로써 고

지방 식이로 유도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개선에 효과가 있

다고 보고하였다. 도라지의 생리활성 기능과 성분을 이용한 

식품으로 차(Lee 등 2000b; Park HJ 2016), 캔디(Lee 등 2001), 
설기떡(Hwang & Kim 2007), 피클(Kim 등 2008b), 양갱(Park 
등 2009a), 정과(Kwon & Park 2009; Kwon & Park 2011), 다식

(Jhee 등 2010), 머핀(Kim & Kang 2011), 쿠키(Jeong 등 2013), 
식혜(Jeong & Yu 2013), 김스낵(Choi & Kim 2018), 막걸리

(Lee 등 2018)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수(麵類)는 밀가루나 메밀가루, 녹말 등을 소금과 물을 

넣고 반죽 후 가늘고 길게 뽑은 식품을 말하며(Hwang 등 

2005), 우리나라 국수에 대한 첫 기록은 고려시대부터이며, 
당시에는 일상식이 아닌 귀족들의 결혼식, 회갑연, 제례와 

같은 특별한 날에 먹은 음식이었다(Kim SK 2017). 최근 급속

한 식품산업의 발달로 면류가 일상식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

게 되었으며, 건강과 웰빙 관련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짐에 따라 기능성 강화 목적으로 둥굴레 가루(Min 등 2010), 
맥문동 분말(Park & Ryu 2013), 숙지황 분말(Min 등 2015), 
어수리 분말(Nam 등 2010) 등 기능성을 가진 식품을 첨가한 

생면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이 

증진된 생면을 개발하고자 여러 가지 생리활성을 지닌 도라

지 분말을 생면에 첨가하여 품질 특성과 항산화성을 검토하

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도라지 분말(3년근 건도라지 100%)은 

강화군에서 재배하여 열풍건조 후 분말한 것을 강화군산림

조합(인천광역시, 강화군, 한국)으로부터 구입하였고, 밀가루

(중력분, 씨제이제일제당(주), 경기도 양산, 한국), 물(삼다수, 
제주시 조천읍, 한국), 소금(정제염, 신의도천일염(주), 전남 

신안군, 한국)는 지역 마트에서 구입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

량과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에 이용한 Folin-Ciocalteu 
reagent, DPPH, gallic acid는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그 외 시약은 1급을 사용하

였다.

2. 생면의 제조
도라지 분말을 첨가한 만든 생면의 재료 배합비는 Table 

1과 같다. 제조 방법은 밀가루 100 g에 도라지 분말을 0%, 
1%, 2%, 3%, 4%로 각각 첨가하여 체(80 mesh)에 내려 소금물

(2%)을 붓고 반죽기(버티컬믹서, 대영, 서울, 한국)를 이용하

여 10분간 순차적(1단계 1분, 2단계 9분)으로 속도를 조절하

여 반죽하였다. 온도 5℃, 습도 82%인 항온항습 냉장고

(ZEO-SR152, ㈜지오필테크, 대전, 한국)에 반죽을 비닐백

(LDPE, 주식회사 크린랩, 김해, 한국)에 넣어 숙성시켰다. 1
시간 뒤 반죽은 제면기(BE-8500, 벧엘산업주식회사, 대전, 
한국)를 이용하여 두께 4.0 mm의 sheet를 만든 후, 처음에는 

두께 4.0 mm의 면대를 형성한 다음 3단계 롤을 거쳐 4.0 
mm, 2.8 mm, 1.8 mm 두께의 면대를 만든 후, 최종적으로 두

께 1.8 mm, 너비 4.0 mm, 길이 30 cm의 생면 가닥을 제조하

였다. 

3. 입도와 일반성분 측정
실험에 사용한 도라지 분말과 중력분 입도 측정은 건식법

으로 입도분석기(Particle Size Analyzer, HELOS/RODOS& 
SUCELL, Sympatec Gmb, Berlin,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도라지 분말과 생면의 일반성분은 AOAC방법(1996)
에 따라 조단백은 Kjeldahl 질소정량법, 조지방은 Soxhlet 추
출법, 조회분은 직접회화법, 조섬유는 H2SO4-NaOH 분해법, 
수분은 상압가열건조법으로 분석하였다. 

4. 생면의 조리특성 측정
생면의 조리특성은 Kim & Jung(2013)의 방법을 참고하여 

측정하였다. 도라지 분말을 첨가한 조리면의 중량은 생수 

500 mL를 끓인 후(100℃) 생면 50 g을 넣고 3분간 조리한 다

음 10초 동안 흐르는 수돗물에 헹구고, 30초 동안 물을 뺀 

후 5분 후 측정하였다. 조리면의 부피는 중량 측정 후 바로 

메스실린더에 300 mL의 물과 조리면을 넣은 후 불어나는 물

의 부피로 측정하였다. 조리면의 수분 흡수율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수분흡수율(%) = (조리면의 중량－생면의 중량) ×100
생면의 중량

조리면의 국물 탁도는 조리면을 건져낸 물을 10분간 상온

에서 식힌 후 분광광도계(Spectra MR, Dynex Technologies 

Ingredient
Doraji powder content (%)

0% 1% 2% 3% 4%
Wheat flour (g) 100 99 98 97 96
Doraji powder (g) -  1  2  3  4

Salt (g)  2  2  2  2  2
Water (mL) 40 40 40 40 40

Table 1. Formulas for wet noodles added with doraji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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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c., Chantilly, Virginia, USA)를 사용하여 675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5. 색도 측정
생면과 조리면의 색도는 생면과 조리면을 10 mm로 잘라서 

페트리디쉬에 담아 색차계(CM-2600d Chroma Meter, Konica 
Minolta Holdings Inc., Tokyo, Japan)를 사용하여 명도(L), 적색

도(a), 황색도(b) 값을 측정하였으며, 이때 사용한 표준 백색판

의 명도, 적색도, 황색도 값은 각각 97.11, －0.05, 0.16이었다. 

6. 조직감 측정
조직감 측정은 생면과 조리특성에 사용한 조리면을 일정

하게 10 mm로 잘라서 platform에 올려놓고 texture analyzer 
(CT3, Brookfield Engineering Laboratories Inc., Middleborough, 
Massachusett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분석조건은 

Probe는 2 mm cylinder probe(Part No. TA39), trigger load 5.0 
g, pretest speed 1.0 mm/sec, test speed 1.0 mm/sec, post test 
speed 1.0 mm/sec, test distance 3.0 mm로 하였다. 시료를 2회 

연속 압착하였을 때 얻어진 값으로, 경도, 부착성, 응집성, 탄
력성, 씹힙성을 측정하였다. 

7. 총 폴리페놀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도라지 분말과 도라지 분말 첨가 생면의 총 폴리페놀 함량

과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은 Kim 등(2016)의 방법을 참고

하여 측정하였다. 도라지 분말과 생면 10 g에 70% ethanol 40 
mL를 가하고 2분간 마쇄한 후, shaking incubator에서 16시간

동안 추출 후 790 ×g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등액

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1 mL의 시료액에 

1 mL의 0.2 N Folin-Ciocalteau’s phenol reagent를 넣고 상온에

서 3분간 반응시킨 후 1 mL의 7.5% Na2CO3를 가한 다음 어

두운 곳에서 1시간 동안 방치 후 분광광도계(Spectra MR, 
Dynex Technologies lnc., Chantilly, Virginia, USA)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765 nm에서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표준

물질을 gallic acid로 하여 산출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은 상기 시료액 0.4 mL에 3 mL

의 0.4 mM DPPH 에탄올 용액을 가하여 교반한 다음 어두운 

곳에서 10분간 방치 후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아래 계산식에 준하여 계산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  
= 1－ 시료첨가군의 흡광도 ×100

대조군의 흡광도

8.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24명의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관능검사 방법에 대해 훈련과정을 거

친 다음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시료의 평가는 생면을 4분

간 조리하여 흐르는 물에 헹군 후 건져서 물기를 제거한 것

을 이용하였고, 시료번호는 3자리 숫자로 난수표를 이용하여 

표시하였다. 조리면을 1회용 흰색 접시에 담아 제공하였고, 
검사항목은 맛, 향미, 색, 조직감, 외관, 전반적인 기호도로서 

9점 척도법으로 매우 좋다 9점, 매우 싫다 1점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군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1040117-201908-HR-014-01)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9.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SPSS program(IBM SPSS Statistics 20.0, 

IBM SPSS Co., Armonk, New York, USA)을 이용하여 대조군 

및 도라지 분말 첨가군간의 차이 검증은 일원 배치 분산 분

석(one way ANOVA)과 사후검증은 Duncan's 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생면과 조리면의 색도와 조직감 차이는 대응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입도와 일반성분
본 실험에 사용한 도라지 분말의 입도 측정값은 평균 

17.21~17.39 μm이고, 중력분은 평균 38.65~39.57 μm이었다. 
Shin 등(2014)은 중력밀가루 47.5~56.5 μm, 고급면용 밀가루 

48.7~54.9 μm이며, 입도가 작을수록 생면제조에 적합하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 사용한 도라지 분말, 중력분의 입도가 

작아 생면제조에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도라지 분말의 조

단백질은 11.00%, 조지방은 0.95%, 조회분은 4.10%, 조섬유

는 29.64% 및 수분은 6.21%로 나타났다. 식품성분분석표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2016)에는 도라지 

뿌리 가루의 일반성분이 단백질 12.53%, 지질 1.12%, 회분 

4.21%, 총식이섬유 31.9%, 수분 5.5%로 본 연구의 도라지 분

말이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회분 함량이 약간 낮으며, 수분 

함량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wang & Kim(2007)의 

연구에서는 제주에서 재배한 도라지 분말이 조단백질, 조지

방, 조회분, 조섬유, 수분함량이 각각 9.24%, 3.07%, 8.16%, 
33.82%, 4.13%라 하였고, Choi & Kim(2018)의 연구에서는 도

라지를 증류수로 추출 후 동결건조한 분말의 경우 조단백질 

9.25%, 조지방 1.33%, 조회분 3.80% 및 수분 6.24%였으며, 단
순 건조물은 각각 9.10%, 0.96%, 3.60%, 8.78%라고 하여 일반

성분 함량이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재배지역, 분말 제조 조

건 및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식품성분분석

표(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2016)에서 제시한 

중력분의 단백질은 9.34%, 지질 1%, 조회분 0.2%, 총식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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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7g, 수분 12.4%로 도라지 분말은 중력분에 비해 단백질 

함량은 약간 많고, 지방은 비슷하며, 조회분과 섬유소는 많

으며, 수분은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라지 분말 함유 

생면의 일반성분은 Table 2와 같다. 도라지 분말 함유 생면의 

조단백질이 대조군은 6.33%였고, 도라지 분말 첨가군은 6.34~ 
6.84%로 대조군보다 1%와 2% 첨가군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고, 3%와 4% 첨가군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조지방

은 대조군은 0.35%였고, 도라지 분말 첨가군은 0.35~0.37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조회분은 대조군은 0.79%였고, 도라

지 분말 첨가군은 0.82~0.96%로 대조군보다 1% 첨가군은 유

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2% 이상 첨가군은 유의적으로 높았

다(p<0.001). 수분함량은 대조군은 37.55%였으며, 도라지 분

말 첨가군은 36.05~37.12%로 대조군보다 도라지 분말 첨가

군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01). 이를 보면 조단백, 조회분

은 대조군에 비해 도라지 첨가군이 높았고, 수분은 낮았다. 
이는 도라지 분말이 중력분보다 조단백, 조회분은 많으며, 
수분은 적어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또한 반죽할 때 도라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흡수량이 적어진 것도 원인으로 

보이며, 이는 조리면의 수분흡수량이 더 적어진 것(Table 3)
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2. 생면의 조리특성
도라지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생면의 조리특성을 측정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생면 50 g을 조리 후 중량은 대조

군은 78.37 g이며, 도라지 분말 첨가군은 77.10~73.77 g이었

고, 조리 후 부피는 대조군은 66.33 mL, 첨가군은 60.00~ 
64.33 mL, 수분 흡수율은 대조군은 56.63%, 첨가군은 48.44~ 
54.10%로 도라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조리 후 중

량, 부피 및 수분흡수율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 
0.001). 조리면의 중량, 부피, 수분흡수율은 밀가루의 수분흡

수율과 관련이 있는데, 매생이 분말(Park 등 2010), 승검초 분

말(Hwang 등 2019), 스피루리나(Lee 등 2008)를 첨가한 생면 

연구에서는 조리면의 무게와 부피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였으나, 맥문동 분말(Park & Ryu 
2013), 석류외피 분말(Park 등 2009b), 숙지황 분말(Min 등 

2015), 어수리 분말(Nam 등 2010), 양파 분말(Kim 등 2016)을 

첨가한 생면에서 각각 부재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조리 후 

중량과 부피, 수분흡수율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와 같

은 결과로, 첨가되는 부재료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둥
굴레 가루 첨가 국수 연구에서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조리

면의 무게 증가율이 감소한 것은 국수 조리시 둥굴레의 고형

Doraji powder content (%)
F-value

0% 1% 2% 3% 4%
Crude protein (%) 6.33±0.05c1),2) 6.34±0.04cb 6.49±0.17bc 6.67±0.10ab 6.84±0.12a  12.01**

Crude lipid (%) 0.35±0.009 0.35±0.004 0.36±0.004 0.36±0.003 0.37±0.003   3.44
Crude ash (%) 0.79±0.01c 0.82±0.02c 0.89±0.03b 0.95±0.01a 0.96±0.008a  45.36***

Moisture content (%) 37.55±0.18a 37.12±0.36b 36.96±0.03b 36.17±0.08c 36.05±0.04c 146.44***

1) Mean±S.D.
2) Different superscripts (a~c) in the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 test.
** p<0.01, *** p<0.001.

Table 2. Proximate composition of the wet noodles added with doraji powder

Doraji powder content (%)
F-value

0% 1% 2% 3% 4%
Weight of uncooked
noodle (g) 50.001±0.02 50.001±0.01 50.008±0.02 50.001±0.006 50.001±0.005   1.28

Weight of cooked
noodle (g) 78.37±0.15a1),2) 77.10±0.10b 76.37±0.38c 75.27±0.21d 73.77±0.25e 332.84***

Increasing volume (mL) 66.33±1.15a 64.33±0.58b 62.67±0.58c 61.33±0.58d 60.00±0.00e  39.79***

Water absorption (%) 56.63±0.21a 54.10±0.27b 52.33±0.84c 50.33±0.40d 48.44±0.38e 333.99***

Turbidity of soup 0.215±0.002e 0.265±0.003d 0.352±0.004c 0.385±0.01b 0.421±0.004a 695.46***

1) Mean±S.D.
2) Different superscripts (a~e) in the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 test.
*** p<0.001.

Table 3. Cooking properties of the wet and cooked noodles added with doraji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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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유출된 때문이라고 하였다(Min 등 2010). Jeong 등

(2013)은 도라지 분말을 첨가한 쿠키에서도 도라지 분말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 함량이 낮아졌으며, 이는 도라지 분

말의 수분 함량이 밀 분말의 수분 함량보다 낮거나, 도라지 

분말의 첨가로 반죽의 수분결합력이 낮아진 것이 원인이라

고 하였다. Lee & Lee(2011)는 밀가루보다 회분과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발아현미분은 수분흡착능이 밀가루에 비해 적

으며, 글루텐 함량의 감소로 조직 결합력 또한 낮아져 조리 

후 국수 부피와 중량이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도라지 분말의 

조회분과 식이섬유가 반죽의 수화력을 저하시켜 수분 흡수

율이 감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량과 부피도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조리 후 국물의 탁도는 대조군이 0.215, 도라지 분말 첨가

군은 0.265～0.421로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다(p<0.001). 밀 단백질의 주성분인 글루텐은 다른 곡

류 단백질과는 달리 물을 흡수하여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결합하여 생기는 점탄 특성을 보인다(Shin 등 2014). 따라서 

수분이 부족하면 글루텐 형성능력이 작아지는데, Lee & 
Kim(2000)은 밀단백질인 글루텐의 수분흡수율이 유청분말

보다 수분흡수율이 2.8배 높아, 수분흡수율이 낮은 유청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조리면의 중량과 부피는 감소하였으

며, 탁도는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Kim & Chung(2017)은 

모링가 잎의 조섬유 함유량이 높아 전분 손실량이 높아져 국

물의 탁도가 증가하였다고 하였으며, Chang 등(2017)은 세발

나물 분말을 첨가할수록 세발나물의 높은 식이섬유 함량으

로 국수의 글루텐 조직 결합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고

형분의 유출이 증가하여 국물의 탁도가 증가하였다고 하였

다. 또한 둥굴레 가루(Min 등 2010), 숙지황 분말(Min 등 

2015)을 첨가한 생면도 고형분 유출이 증가하여 국물의 탁도

가 증가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에 도라지 첨

가량에 따른 국물의 탁도 증가는 도라지 분말 첨가로 글루텐 

구조가 약화되어 고형분 유출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Park 
& Ryu(2013)는 활성글루텐을 첨가로 맥문동 국수를 조리할 

때 국물의 탁도 증가를 개선하였다고 하였다. 그 외 밀가루

에 결착성을 높이는 개량제에 대한 연구로 Wang 등(2016)은 

메밀 국수에 xanthan gum과 konjac gum 첨가시 글루텐 구조

가 강하게 형성되었다고 하였고, Niu 등(2017)은 통밀 국수에 

transglutaminase와 sodium stearoyl lactate 첨가시 글루텐 강도

가 증가하여 조리면의 탄력성이 좋아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생면에 부재료 첨가시 국물의 탁도가 높아지는 것은 고형분 

성분의 유출이며, 이는 기능성 성분의 손실이 될 수 있으므

로 도라지 분말을 첨가한 생면 제조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결착 개량제 사용 등 여러 가지 방안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3. 생면과 조리면의 색도
도라지 분말을 첨가한 생면과 조리면의 색도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생면과 조리면 모두 대조군에 비해 도라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명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 
0.001), 적색도와 황색도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p<0.001), 
색차는 도라지 분말 4% 첨가군이 가장 높아 대조군과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같은 함량의 도라지 첨가군에서는 생면

보다 조리면의 값이 더 컸다. 도라지 분말 첨가 식품의 색도 

변화에 대한 연구를 보면, 양갱(Park 등 2009a), 콩다식(Jhee 
등 2010), 식혜(Jeong & Yu 2013), 쿠키(Jeong 등 2013)는 도라

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는 감소하고, 적색도와 황색도

는 증가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 설기떡(Hwang 
& Kim 2007)은 명도와 적색도는 감소, 황색도는 증가하였으

며, 머핀(Kim & Kang 2011)은 명도와 적색도 증가, 황색도 

감소하였으며, 막걸리(Lee 등 2018)는 명도 증가, 적색도와 

황색도는 저농도(0.5%~1.5%)에는 감소하다가 고동도(2%)에
서는 증가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도라지 분말 첨가량, 다른 재료들과 반응, 조리방법 등

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색소성분으로 도라지는 플라

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Chae 등 2018), Mazol 등

(2004)은 도라지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로 luteolin 7-O-glucoside 
가 주요 성분이며, 그 외 apigenin 7-O-glucoside, luteolin, apigenin 
등이 있다고 하였다. 플라보노이드는 수용성으로 담황색에

서 황색의 색을 지니며, 식물세포의 액포 중에 유리상태나 

배당체로 존재한다(Lee 등 2016). Jo 등(2016)은 플라보노이

드 함량이 곤드레를 데칠 때 온도가 70~90℃까지는 증가하

다가 95℃ 이상에서는 감소하였으며, 시간은 70~110초까지 

증가하다가 120초 이후에는 감소하였다고 하였으며, Jo 등

(2017)은 참취를 데칠 때 온도 75∼99℃ 및 시간 70~162초의 

범위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감소하

였으나, 시간변화에 따라서는 차이가 매우 적었다고 하였다. 
Lee 등(2013)은 도라지를 다양한 온도와 기간에 따라 숙성한 

결과, 온도와 기간이 증가할수록 갈변도가 증가하였는데, 마
이얄 및 카라멜 반응의 비효소적 갈변반응으로 인한 5-HMF 
(hydroxymethylfurfural)의 증가때문이라고 하였으며, Hwang 
등(2011)도 도라지를 열처리하면 5-HMF 함량이 급격히 증가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폴리페놀 화합물은 폴리페놀옥시다

아제에 의해 산화되어 퀴논 화합물을 만들고, 퀴논 화합물은 

중합 및 축합되어 갈색의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데(Lee 등 

2016), 도라지에 함유된 폴리페놀(Mazol 등 2004)의 산화로 

인해 도라지 첨가 생면 및 조리면 색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도라지 첨가 생면 조리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도라지의 어떤 색소 성분이 변화되어 색도에 영

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결과가 없으므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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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생면과 조리면의 조직감
도라지 분말을 첨가한 생면과 조리면의 조직감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조리면은 생면에 비해 대조군과 도라

지 분말 첨가군 모두 경도, 부착성, 응집성, 탄력성, 씹힙성이 

증가하였다. 생면의 경도는 도라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여(p<0.001) 4% 첨가군이 가장 높았

다. 조리면 경도는 대조군이 가장 높았고, 대조군>1%와 2% 
첨가군>3% 첨가군>4% 첨가군 순으로 도라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1%와 2% 첨가군 사이는 유의

적 차이가 없었다. 생면의 부착성은 대조군과 도라지 분말 

첨가군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조리면 또한 실험군간

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도라지 분말 첨가량에 따라 약

간씩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생면의 응집성은 대조군과 1%, 
2% 첨가군은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3%와 4%는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p<0.001). 조리면의 응집성은 대조군과 1%, 

2%, 3% 첨가군까지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4%는 유의적

으로 낮았다(p<0.001). 생면의 탄력성은 대조군보다 1%가 유

의적으로 높았고(p<0.001), 2%와 3% 첨가군은 유의적 차이

가 없었으나, 4%는 유의적으로 낮았다(p<0.001). 조리면의 탄

력성은 대조군과 1%, 2% 첨가군은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3%와 4%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01). 생면의 씹힙성

은 대조군과 1%, 2% 첨가군은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3%
와 4% 첨가군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조리면의 씹힙성은 

대조군과 1%는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2%, 3%, 4% 첨가군

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01). 숙지황 분말(Min 등 

2015) 첨가 조리면에서 응집성, 검성, 씹힙성이 첨가량이 증

가함에 따라 감소하였고, 맥문동 분말(Park & Ryu 2013) 첨가 

조리면에서도 응집성, 씹힙성, 부서짐성이 첨가량이 증가함

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승검초 분말(Hwang 등 2019) 첨가군

이 대조군보다 경도, 탄력성, 씹힙성, 응집성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와 비슷하였다. Nie 등(2019)은 느타리버섯가루

의 식이섬유 때문에 밀가루 반죽의 수분 흡수력은 증진되었

Doraji powder content (%)
F-value

0% 1% 2% 3% 4%

L

Wet 
noodles 77.82±0.05a1),2) 77.29±0.02b 76.91±0.04c 75.35±0.03d 73.14±0.02e 10,653.61***

Cooked 
noodles 68.93±0.03a 68.38±0.01b 65.83±0.02c 63.31±0.02d 60.51±0.13e 10,411.94***

t-value 1,008.41*** 613.46*** 762.81*** 578.38*** 180.79***

a

Wet 
noodles  0.61±0.01e  1.33±0.01d  1.43±0.01c  1.99±0.03b  2.71±0.02a  8,443.83***

Cooked 
noodles －0.60±0.01e  0.26±0.01d  0.39±0.03c  0.53±0.02b  0.65±0.02a  2,305.03***

t-value 104.79*** 159.50*** 58.77*** 55.18*** 309.50***

b

Wet 
noodles 17.18±0.04d 18.91±0.03c 18.97±0.07c 20.66±0.04b 23.11±0.04a  7,061.92***

Cooked 
noodles 12.72±0.06e 16.02±0.03d 16.37±0.05c 17.22±0.02b 19.53±0.09a  5,591.22***

t-value 83.26*** 131.91*** 46.43*** 97.61*** 105.92***

 ∆E

Wet 
noodles  1.99±0.03d  2.20±0.07c  4.52±0.05b  7.88±0.04a  9,431.05***

Cooked 
noodles  3.40±0.03d  4.86±0.05c  7.27±0.02b 10.88±0.15a  4,686.73***

t-value －57.03*** －64.73*** －68.81*** －40.86**

1) Mean±S.D.
2) Different superscripts (a~e) in the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 test.
** p<0.01, *** p<0.001.
∆E=∆ ∆ ∆

Table 4. Color values of wet and cooked noodles added with doraji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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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안정성은 감소되었는데, 이를 현미경으로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과, 글루텐 네트워크 형성이 붕괴되어 있음을 관찰

하였다고 하였으며, Ma 등(2019)은 밀겨 식이섬유 첨가로 글

루텐 형성과, 글루텐과 전분 결합력이 감소하였다고 하였으

며, Chang 등(2017)은 세발나물 분말을 첨가할수록 세발나물

의 높은 식이섬유 함량으로 수분 흡수력이 떨어져 국수의 글

루텐 결합력이 감소하고, 가스 포집 능력이 저하되면서 밀도

가 증가하여 면의 경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밀가루 면에는 필수아미노산인 리신과 황함유 아미노산이 

부족하므로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 유청분말, 탈지대두, 전지

대두 등 단백질 강화 대체분을 첨가하였으나, 밀가루 단백질

이 아닌 다른 단백질을 첨가하는 것은 글루텐 형성이 방해되

어 경도, 응집성, 씹힙성 등 조직감이 저하되어 제면특정이 

저하된다(Yang 등 1983; Lee & Kim 2000; Hong 등 2003; 

Zhou 등 2017)고 보고되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잔탄검, 구아검과 같은 첨가제가 유효하다고 하였다(Park & 
Kim 1990). 그리고 회분함량이 높은 밀가루는 제면시 품질저

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밀 제분공정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

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밀가루의 회분함량이 높으면 밀

의 제분과정에서 배유 중에 존재하는 식품학적으로 양질인 

단백질보다는 질이 좋지 않은 단백질을 함유하여 회분함량

도 증가하게 된다(Nam 등 2000)고 한다. Jung & Eun(2003)은 

회분함량이 높은 흑미 분말은 밀가루의 글루텐 형성을 감소

시킨다고 보고하였다. Shin 등(2014)은 생면용에 적합한 밀가

루의 품질 특성을 조사한 결과, 회분함량이 낮은 고급면용 

밀가루가 중력 밀가루에 비해 색, 탄성, 부드러움에 좋은 관

능검사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조리면의 조직감에 도

라지가 적은 양일 때는 효과가 미비하지만, 첨가량이 많아지

Doraji powder content (%)
F-value

0% 1% 2% 3% 4%

Hardness 
(g)

Wet 
noodles 26.50±1.00d1),2) 27.83±0.29d 41.33±1.15c 48.33±3.33b 52.45±0.01a 146.17***3)

Cooked 
noodles 74.72±1.10a 72.19±1.23b 68.33±1.26b 63.17±0.29c 61.25±6.79c 112.28***

t-value －41.45** －51.65*** －20.41** －9.33* －474.34***

Adhesiveness 
(mJ)

Wet 
noodles  0.04±0.00  0.03±0.02  0.06±0.03  0.06±0.01  0.04±0.02   1.22

Cooked 
noodles  0.39±0.08  0.35±0.04  0.35±0.05  0.33±0.02  0.31±0.04   1.17

t-value －7.29* －12.76** －12.57** －18.35** －7.28*

Cohesiveness

Wet 
noodles  0.36±0.01a  0.34±0.03a  0.32±0.01a  0.25±0.03b  0.19±0.02c  28.59***

Cooked 
noodles  0.68±0.009a  0.67±0.06a  0.67±0.01a  0.66±0.02a  0.58±0.01b   6.13*

t-value －22.69** －6.23* －35.00** －22.49** －43.47**

Springiness 
(mm)

Wet 
noodles  0.92±0.03b  0.97±0.003a  0.92±0.002b  0.89±0.001b  0.72±0.02c 112.99***

Cooked 
noodles  2.77±0.07a  2.76±0.005a  2.74±0.035a  2.61±0.004b  2.60±0.004b  30.75***

t-value －44.13** －391.92*** －93.32*** －652.86*** －175.59***

Chewiness 
(mJ)

Wet 
noodles  0.06±0.005c  0.07±0.006c  0.07±0.01c  0.11±0.02b  0.16±0.01a  29.15***

Cooked 
noodles  1.13±0.027ab  1.24±0.01a  0.93±0.01b  0.68±0.006c  0.63±0.003c  14.66***

t-value －6.73* －391.00*** －303.49*** －49.51*** －68.29***

1) Mean±S.D.
2) Different superscripts (a~d) in the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 test.
* p<0.05, ** p<0.01, *** p<0.001.

Table 5. Texture properties of wet and cooked noodles added with doraji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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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도라지에 함유된 식이섬유소, 단백질, 회분 등이 밀가루 

글루텐 형성을 방해하여 조직감에 영향을 주어 경도, 응집

성, 탄력성, 검성, 씹힙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국수의 제

면 적성은 밀가루 글루텐의 망상 구조로 인한 점탄성 때문에 

쫄깃한 정도가 좌우되므로 대체분을 첨가한 국수를 제조하

고자 할 때는 대체분의 양 및 소재의 형태가 글루텐 형성능

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Kim 등 2008c).

5. 생면의 총 폴리페놀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능
도라지 분말 자체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78.32 mgGAE/mL

로 Lee 등(2018)의 으뜸도라지 83.6 mgGAE/g보다 약간 적은 

수치였다. 도라지 분말 첨가 생면의 총 폴리페놀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능은 Table 6과 같다. 대조군의 총 폴리페

놀 함량은 11.62 mgGAE/mL이었고, 도라지 분말 첨가 생면의 

폴리페놀 함량은 13.47～25.390 mgGAE/mL로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p<0.001), 이는 도라지에 함유된 

폴리페놀 영향으로 보인다. Mazol 등(2004)은 도라지에 함유

된 12종의 폴리페놀(3,4-dimethoxycinnamic, caffeic, chlorogenic, 
ferulic, isoferulic, homovanillic, alpha-resorcylic, m-coumaric, 
p-coumaric, p-hydroxybenzoic, 2-hydroxy-4-methoxybenzoic, 2,3- 
dihydroxybenzoic acids)을 분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Lee 등
(2004b)은 도라지로부터 폴리페놀 화합물 2종(팔미트산의 코

니페릴 알콜 에스터, 올레산의 코니페릴 알콜 에스터)을 분

리하였으며, 이는 합성산화방지제인 BHT나 BHA보다 항산

화 작용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도라지 분말 자체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57.1%로 Lee 

등(2018)의 으뜸도라지 60.1%보다 약간 낮은 수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대조군이 10.45%이고, 도라지 분말 첨가군

은 15.54~31.36%로 도라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

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이는 양파 분말(Kim 등 2016), 
어수리 분말(Nam 등 2010), 숙지황 분말(Min 등 2015), 승검

초 분말(Hwang 등 2019)을 첨가한 생면에서도 부재료 첨가

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 폴리페놀 함량 및 DPPH 라디칼 소거

능이 같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이었다. 
또한 도라지를 첨가한 김스낵 반죽액(Choi & Kim 2018), 막
걸리(Lee 등 2018)에서도 도라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총 폴

리페놀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능이 같이 증가하였다. 
Jeong 등(2010)은 도라지 에탄올 추출물의 부탄올 분획물이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났는데, 10 mg/mL 양으로 91.31%의 

DPPH 라디칼 소거능, 99.62%의 ABTS 라디칼 소거능 등을 

보였으며, 이는 플라보노이드 luteolin-7-O-glucoside와 apigenin-7- 
O-glucoside가 높은 함량으로 들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Ryu 등(2012)은 도라지로부터 분리한 사포닌 

platycodigenin, polygalacic acid, platycodin D, platycoside E, 
deapioplatycoside E 중 polygalacic acid을 제외한 나머지 사포

닌은 글루타치온 효소 활성을 증가시켜 항산화 효과가 있음

을 보고하였다. Sheng 등(2017)은 도라지로부터 분리한 다당

류가 항산화 효소 활성을 증가시켜 크롬친화성 세포종 세포

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로 보아 

도라지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다양하게 들어있

음을 알 수 있다.

6. 관능검사
도라지 분말을 첨가한 조리면의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맛에 대한 기호도 점수는 대조군이 가장 높고 도라

지 첨가량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여(p<0.001) 4% 첨가군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다른 관능검사 항목 점수에 비해 낮은 

점수로, 도라지의 특유한 쓴맛(Park 등 2009a; Lee 등 2018)으
로 인한 결과로 보이며, 쓴맛을 낮추는 가공처리를 한 후 첨

가하는 것이 맛에 대한 기호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

인다. Chang 등(2015)은 도라지 사포닌 성분으로 인해 독특

한 쓴맛과 향이 있어 가공제품의 기호도가 저하되는데, 도라

지를 동결처리한 횟수가 많을수록, 동결온도가 낮을수록 사

포닌 함량이 감소되었으며, 쓴맛도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향
미와 외관은 1% 첨가군이 가장 높고, 대조군과 2%, 3% 첨가

군 사이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4% 첨가군은 유의적

Doraji powder content (%)
F-value

0% 1% 2% 3% 4%
Total polyphenol content

(mg GAE/mL) 11.62±0.14e1),2) 13.47±0.08d 15.39±0.12c 17.26±0.09b 25.39±0.06a 7,535.0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0.45±0.15e 15.54±0.08d 17.88±0.08c 28.54±0.09b 31.36±0.17a 1,5549.66***

1) Mean±S.D.
2) Different superscripts (a~e) in the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 test.
*** p<0.001.

Table 6. Total polyphenol content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wet noodles added with doraji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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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낮았다(p<0.001). 색과 조직감은 1% 첨가군이 가장 높

고, 대조군과 2% 첨가군 사이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3%와 4% 첨가군은 유의적으로 낮았다(p<0.001). 전체적 기

호도는 1%가 가장 높고, 대조군과 2% 첨가군 사이에는 유의

적 차이가 없었으나, 3%와 4% 첨가군은 유의적으로 낮았다

(p<0.001). 이로 보아 맛을 제외하고는 향미, 색, 조직감, 외
관, 전체적 기호도가 1%와 2% 첨가군까지는 대조군보다 유

의하게 낮아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면에 도라

지를 첨가할 경우 1~2% 정도로 첨가하는 것이 생면의 기호

도를 높이는데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라지 분말을 1%, 2%, 3%, 4%의 비율로 

첨가하여 생면을 제조하여 품질 특성과 항산화성을 측정하

였다. 도라지분말의 일반성분 중 조단백질 11.00%, 조지방 

0.95%, 조회분 4.10%, 조섬유 29.64%, 수분 6.21%였다. 도라

지 분말 첨가하여 제조한 생면의 조리 후 중량, 부피, 수분흡

수율은 도라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

하였으며, 국물의 탁도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생면과 조

리면 모두 대조군에 비해 도라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명도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적색도와 황색도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조직감 측정 결과, 생면의 경도와 

씹힙성은 도라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

며, 응집성, 탄력성은 도라지 분말 첨가량에 따라 감소하여 

4% 첨가군이 다른 첨가군보다 가장 낮았다. 조리면의 경우, 
경도, 응집성, 탄력성, 씹힙성이 도라지 분말 첨가량에 따라 

감소하였다. 도라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 폴리페

놀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항

산화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능검사 실시 결과, 

조리면의 맛은 대조군이 가장 높고 도라지 첨가량에 따라 감

소하였으며, 향미, 색, 조직감, 외관, 전체적 기호도는 대조군

보다 1% 첨가군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2% 첨가군은 대조

군과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3%와 4% 첨가군은 색, 조직

감, 전체적 기호도 점수가 유의적으로 낮아져 4% 첨가군은 

모든 관능검사 기호도 점수가 낮았다. 이로 보아 도라지 분

말을 첨가하여 생면을 제조하면 항산화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1~2% 정도로 첨가하는 것이 생면의 기호도를 높이

는데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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