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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옥수수 국수

요약

본 발명은 옥수수에 탄성이 없고 잘 뭉쳐지지 않는 점을 개선한 옥수수 국수에 관한 것으로, 옥수수 가루와 고구마 전

분을 9:1 의 비율로 혼합한 옥수수 혼합물에 소량의 소오다, 소금, 및 식용유를 섞고 얼음물로 반죽하여 증기로 찐후 

다수의 구멍이 형성된 틀을 통과시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한 옥수수 국수는 맛이 좋아 식사 대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충분한 만복감을 줄 수 있지만 영양이 

거의 없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색인어

옥수수, 국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옥수수를 이용한 옥수수 국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옥수수에 탄성이 없고 잘 뭉쳐지지 않는 점을 개선한 옥

수수 국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옥수수는 맛이 좋고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가 높지않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

다.

그러나 종래에는 옥수수가 탄성이 없고 잘 뭉쳐지지 않아 간식으로만 이용되고 한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음식으로

개발되지 않았으며,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음식으로는 올챙이 국수가 있다. 그러나 종래의 올챙이 국수는 강원도의

토속음식으로 옥수수 가루가 탄성이 없고 뭉쳐지지 않는 점을 개선함이 없이 그대로 만들어 그 지방 사람만이 주로 

먹는 음식으로 되어 있다. 즉 종래의 옥수수 가루를 이용한 올챙이 국수는 그 맛과 풍미가 일반인에게 범용화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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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옥수수의 풍미를 그대로 지니면서 탄성을 가지는 옥수수 국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옥수수 가루와 고구마 전분을 9:1의 비율로 혼합한 옥수수 혼합물에 소량의 소

오다, 소금, 및 식용유를 섞고 얼음물로 반죽하여 증기로 찐후 다수의 구멍이 형성된 틀을 통과시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옥수수 국수를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의한 옥수수 국수는 옥수수 가루와 고구마 전분을 9:1 의 비율로 혼합한 옥수수 혼합물에 소량의 소오다, 

소금, 및 식용유를 섞고 얼음물로 반죽하여 중기로 찐후 다수의 구멍이 형성된 틀을 통과시켜 이루어진다.

이때, 상기 옥수수 혼합물에 소량의 송화 가루 또는 쑥가루를 첨가하여 향미를 증가시킨다.

또한, 맛과 향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 틀을 통과하여 만들어진 국수틀 냉동 건조시킨다.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에 의한 옥수수 국수를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먼저, 옥수수 가루와 찰기가 있는 고구마 전분을 9:1의 비율로 혼합하여 옥수수 혼합물을 만들고 여기에 소량, 즉 옥

수수 혼합물의 0.01% 에 해당하는 소오다와 소금을 섞는다. 소오다와 소금을 섞은 옥수수 혼합물에 다시 소량, 즉 옥

수수 혼합물의 0.02%에 해당하는 식용유를 넣고 얼음물로 찰지게 반죽한다.

이때, 소오다를 넣는 것은 소화가 잘 되도록 할 뿐 만 아니라 국수가 쫄깃거려 찰지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소금

을 넣는 것은 간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식성에 따라 소금의 양을 가감할 수 있다. 또한, 얼음물로 반죽하는 것은 찰기

가 없는 옥수수 가루에 찰기를 더하기 위해서이며, 사용되는 얼음물은 옥수수 혼합물의 중량에 대해 약 1/5 정도이다.

한편, 국수에 다른 맛과 향을 줄기 위해서 옥수수 혼합물에 천연의 송화 가루나 쑥을 첨가할 수도 있다. 즉, 송화 가루

를 첨가하면 윤기있고 소나무 향기가 나면서 반죽이 잘되고, 쑥가루를 첨가하면 쑥향기가 나면서 쑥의 약리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식성에 따라 다른 식품, 예를 들면 당근이나 호박, 브로컬리, 양배추를 가루로 만들거나 그대

로 갈아서 옥수수 혼합물에 첨가할 수 있으며, 사용하는 야채에 따라 국수의 색과 맛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야

채를 갈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야채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죽에 사용하는 얼음물의 양을 줄여야 한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옥수수 혼합물 반죽은 증기로 쪄낸후 국수의 단면 모양을 갖는 구멍이 다수개 형성된 틀을 통과

시켜 최종적으조 국수 모양을 만든다. 즉, 맷돌식 진공 스크류 기법을 이용하여 반죽이 금형틀을 통과하도록 하므로써

국수가락이 만들어 지도록 한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국수는 맛과 향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영하 40℃이하로 급속냉동 건조시킨다.

한편, 금형틀에 형성된 구멍의 형태와 크기를 다양하게 하여 국수 가락의 굵기와 모양을 다양하게 하므로써 시각적인

효과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여러가지 음식에 적용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금형틀의 구멍을 별 모양으로 하거나 크기

를 달 리하여 입에서의 느낌을 달리 할 수 있다. 또한, 금형틀의 구멍의 크기와 형태를 변형시켜 마카로니와 같이 국

수의 중심부에 구멍이 형성되도록 할 수도 있고, 구멍을 크게 하면 옥수수 가루를 이용한 가래떡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제비, 라면, 건빵에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옥수수 가루를 이용하여 건빵을 만들때에는 얼음물 대신에 옥수수 혼합물과 같은 양의 우유를 사용한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에 의한 옥수수 국수는 맛이 좋아 식사 대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충분한 만복감을 줄 수 

있지만 영양이 거의 없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비만으로 인해 발생되는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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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옥수수 가루와 고구마 전분을 9:1 의 비율로 혼합한 옥수수 혼합물에 소량의 소오다, 소금, 및 식용유를 섞고 얼음물

로 반죽하여 증기로 찐후 다수의 구멍이 형성된 틀을 통과시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옥수수 국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옥수수 혼합물에 소량의 송화 가루 또는 쑥가루를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옥수수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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