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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ld buckwheat noodles with 3% vitamin D2 enriched Siitake mushroom and seaweed derived calcium 
(Aquacal) added as functional ingredients were developed. For the prediction of shelf⁃life of these cold 
buckwheat noodles, classified as unsterilized cooked noodles,  bacterial counts and sensory evaluations were 
examined during 8 days under refrigerated conditions (5oC) and 8 weeks of storage under frozen conditions 
( ⁃18oC). Results of bacterial count showed that cold buckwheat noodles were microbiologically safe within 
6 days at the storage temperature of 5oC and the shelf⁃life of these noodles could be extended to 8 whole 
weeks when stored at ⁃18oC. Apparent qualities (off⁃flavor and fungi development) of cold buckwheat noodles 
kept in 5

o
C were not decreased within 8 days. Sensory characteristics (gloss, mushroom flavor,  bitterness, 

chewiness and elasticity) of noodles were not changed during 8 weeks at ⁃18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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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통계청에서 발간한 양곡소비량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99 

양곡년도 가구부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96.9 kg으로 전년의 

99.2 kg에 비해 2.3 kg(-2.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소현상의 원인으로 식생활패턴 변화에 따라 라면 

등의 면류와 빵 및 육류 소비 증가 등이라고 분석하였다(1).

또한 통계청 보고자료(2)에 의하면 2001년 맥류의 총 생산

량은 271,762 MT이었고, 밀가루 가공제품 생산량은 164,408 

MT였다. 이 중 밀가루 국수는 크게 일반 국수, 냉면과 라면

으로 구분되는데, 냉면은 5% 이상의 메밀가루를 함유하며, 

밀가루, 곡분 또는 전분의 혼합물을 주원료로 하여 압출, 성

형 등 제조․가공한 것을 말하며, 면발을 성형한 후 혹은 면

발의 성형과정 중 익힌 것으로서 국수, 당면, 수제비류 등과 

함께 숙면류로 분류된다(3). 한편 냉동 저장하는 경우 냉동

면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냉면은 1854년에 기술된 음식법에 

처음으로 등장하며(4), 이에 대한 연구는 밀가루와 고구마 

전분을 9:1 혹은 1:9로 배합하여 만든 제품의 기계적 특성에 

관한 것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다(5-8).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공전에서는 비 살균제품의 권장 유

통기한을 실온에서 2일, 냉장에서 7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수류의 저장성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9). 국수류의 

저장수명의 예측과 관련된 품질의 평가지표로는 미생물학

적 인자, 관능적 인자(색택, 냄새, 맛, 조직감 등), 이화학적 

인자와 조리 특성이 고려될 수 있다(9). 식품공전에 제시된 

면류의 규격은 성상, 수분함량, 산가, 과산화물가, 타르색소

의 검출 여부, 보존료의 검출 여부, 세균 수 및 대장균, 대장

균 군 검출정도 등이다. 이 중 숙면류에 속하는 냉면의 규격

을 살펴보면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

어야 하며, 타르색소 및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3). 

미생물적 측면에서 안전한 품질 수준은 제품 1 g당 세균 수

가 주정침지제품은 1,000,000 이하, 살균제품은 100,000 이하

이고, 대장균은 주정침지제품의 경우 음성이어야 하며, 대장

균군은 살균제품에 한하여 음성이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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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한편 골다공증 예방과 칼슘의 항상성 유지에 기여하고자

(10,11) 자외선 B파를 조사하여 만든 비타민 D2 강화 표고버

섯(12,13)과 홍조류에서 추출한 해조칼슘을 부원료로 첨가

수준을 달리하여 메밀냉면을 제조하고 이들 냉면의 품질특

성을 검토한 결과, 원가를 고려하여 3%의 비타민 D2 강화 

표고버섯과 칼슘 하루권장량의 절반을 공급할 수 있는 해조

칼슘을 함께 첨가하면 냉면의 관능적 특성에는 크게 영항을 

미치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기호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본 실

험실에서 확인하였다(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을 부

여한 편의식을 개발하고자, 앞서 품질특성이 검토된 바 있는 

비타민 D2 강화 표고버섯과 해조칼슘 첨가냉면의 세균수를 

기준으로 미생물적 품질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저장수명을 

예측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시료의 저장 중 이취와 곰팡이

의 발생여부의 확인과 함께 관능적 품질검사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비타민 D2 강화 표고버섯의 제조

표고버섯은 경동시장에서 충청도 공주산 동고를 신선한 

것으로 구입하였고, 갓의 크기는 지름 4～6 cm, 두께 0.5 cm 

정도 되는 것을 실험 재료로 사용하였다. 시료는 구입 즉시 

4
oC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24시간 안에 사용하였으며 Lee 등

(12)이 확립한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표고버섯의 자실체 안

쪽에 자외선 B파를 조사하고, 조사량에 따른 비타민 D2 함량

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external standard 방법으로 비타민 

D2 함량을 정량하였다(13). 자외선 B파를 0, 2.5, 5.0, 7.5, 10.0 

J/cm
2의 수준으로 10분간 조사하여 얻어진 비타민 D2 함량

의 평균값은 각각 21.51(100%), 120.78(562%), 144.38(671%), 

168.08(781%)과 187.69(803%) μg/g으로 측정되었다. 2.5 

J/cm
2에서의 비타민 D2 함량의 증가율은 대조군의 562%로 

그 효과가 뛰어났으며 그 이상에서의 증가율은 둔화되는 것

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본 실험에 사용한 표고버섯은 자외선 

B파 5 J/cm2를 조사하였다. 비타민 D2를 증가시킨 표고버섯

은 세정한 후 Snackmaster dehydrator(model FD 50/30, 

American Harvest, wisconsin, USA)로 45oC에서 열풍건조

하고 100 메쉬 이하의 표고버섯 분말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해조칼슘

해조칼슘은 Celtic Sea Minerals Co.(Cork, Island)에서 제

조한 상품명 Aquacal로서 홍조류인 Lithothamnium Cal-

careum으로부터 생산된 칼슘함량이 32% 이상의 식물성 천

연칼슘분말을 사용하였다.

표고버섯과 해조칼슘 첨가 냉면의 제조

냉면은 (주)보성제면의 제조공정에 따라 제조되었다. 즉, 

표고버섯과 해조칼슘 첨가냉면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

은 기존의 메밀냉면 배합비 8 kg에 비타민 D2 강화 표고버섯 

Table 1.  Formulation of cold buckwheat noodles with 
Siitake mushroom and seaweed calcium

  Ingredients Composition (%) 

Buckwheat flour
Wheat flour
Wheat starch
Potato starch
Bone extract
Salt
Mushroom powder
Aquacal

15
57
15
10
2
1
(3)
(0.125)

  Total 100 (103.125)

분말 0.24 kg(고형분의 3%에 해당)과 해조칼슘 0.01 kg(고형

분의 0.125%에 해당, 한 끼분의 냉면 200 g으로 환산하면 

칼슘 하루권장량의 약 50%에 해당)을 첨가한 후 2 kg의 물

로 반죽을 만들었다. 이를 반죽기에서 15분간 반죽하고 제면

기에서 증숙한 다음 직경 0.8 mm로 성형하고 콘베이어를 

통해 냉각 후 50 cm로 절단하여 25×30 cm 크기의 PE 지퍼 

백(대한과학, Seoul, Korea)한 후 -18oC의 냉동고에서 숙성

시켰다.

표고버섯과 해조칼슘 첨가 냉면의 미생물적 품질 검사 

냉면은 제조회사에서 제조 후 8시간 이내에 공급받았으

며, 실험실에 도착한 시간을 저장 0시간으로 하였다. 시료는 

도착 당일에 포장을 제거한 후 30 g씩 취하여 11×23 cm 
크기의 PE 멸균 샘플 백(대한과학, Seoul, Korea)에 5oC의 

냉장고와 -18oC의 냉동고에서 각각 8일과 8주간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미생물 시료 채취 도구 및 실험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기구와 배지는 고압멸균기를 사용하여 121oC에

서 15분간 가열 멸균시켰으며, 일부는 무균상자 내에서 12시

간 이상 자외선에 의해 멸균시켰다. 실험 당일 냉장 보관한 

냉면은 시료 10 g에 완충식염펩톤수(1000 mL 수용액 중에 

Na2HPO4․12H2O 7.23 g, KH2PO4 3.56 g, HaCl 4.3 g 및 

peptone 1.0 g; pH 7.0)를 가하여 전체량이 100 mL가 되도록 

한 후, Stomacher(400P, Interscience, France)로 중속에서 

3분간 균질화한 다음 적정 희석배수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

으로 희석하였다. 냉동 저장한 냉면은 무균상자 내에서 4시

간 정도 방치하여 녹인 후에 완충식염펩톤수를 넣고 균질화

하였다. 일반세균은 희석액 1 mL를 표준한천배지(PCA, 

Difco, MI, USA)에 접종하여 35±0.5oC의 조건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표고버섯과 해조칼슘 첨가 냉면의 관능적 품질 검사

냉장 저장한 냉면에 대해서만 시료의 이취(산패취)와 곰

팡이 발생 여부를 관능적으로 조사하였다. 이취발생은 시료

의 포장을 뜯는 즉시 10명의 관능검사원 중 7명 이상이 냄새

를 인식할 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곰팡이 발생여부는 시료

를 육안 관찰하여 확인하였다.

냉동저장 제품의 경우 이취 및 곰팡이 발생 가능성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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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낮으므로 냉동저장 중 저하현상이 우려되는 관능적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관능평가를 위한 메밀냉면

의 조리조건은 Lee와 Kim(15)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였는데, 

생면 10 g을 200 mL의 끓는 증류수에 넣고 2분간 조리한 

후, 흐르는 냉수에 30초간 냉각시키고 철망에서 3분간 탈수

시킨 후 품질을 평가하였다. 냉동저장에 따른 버섯냉면의 

관능특성을 평가를 위해서는 8인의 전문평가원에 의해 관능 

평가어가 먼저 선정되었는데, 버섯냉면 개발당시의 평가항

목인 색깔, 풍미, 맛, 질감 및 전반적 수용도보다 구체적인 

윤기, 버섯 향, 쌉쌀한 맛, 끊어지는 정도(씹힘성), 탄력성 

등을 선정하였다. 저장기간에 따른 버섯냉면의 관능평가는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표준 레시피 개발과정에 참여하였던 

12명의 관능검사 요원들에 의해 9점 기호척도 시험법(Hedonic 

Scaling)으로 실시되었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험하였으며 평균값으로 표시하였

다. 자료의 분석은 최소유의차(5% 수준) 검정법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16)를 이용하여 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냉장저장중 버섯냉면의 미생물적 및 관능적 품질 변화 

냉면의 냉장조건에서의 저장기간에 따른 세균수의 변화

를 보면 Fig. 1과 같다. 세균 수는 8일간의 저장기간 동안에 

2.54 log CFU/g에서 5.42 log CFU/g으로 증가하여 전체적

으로는 지수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2일에서 4일 사이에

는 세균 수 3.70 log CFU/g에서 3.83 log CFU/g으로 일시적

으로 둔화된 증가를 보였다.

냉면의 초기 세균 수는 2.54 log CFU/g으로서, 이는 국수

류의 저장성을 예측한 Park 등(9)이 보고한 냉면의 초기 세

균 수 2.64 log CFU/g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Park 

등(9)은 동일한 저장조건에서 5일 째에 세균 수 3.81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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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in bacterial count of cold buckwheat noodles 
at 5

o
C for 8  days.

CFU/g인데 비해 본 실험에서는 4.15 log CFU/g으로서 세균

수의 증가속도가 조금 더 빠른 경향을 보였다. 식품공전에 

의하면 냉면이 속하는 숙면의 경우 저장가능 기간을 세균수 

5 log CFU/g일 때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값을 기준으

로 보면 개발된 버섯냉면은 냉장 조건에서 6일까지 저장이 

가능하며, 7일 이상이 되면 식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관능검사에 의하면 8일간의 냉장저장 동안에도 검

사원들은 냉면의 이취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육안으로는 

곰팡이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data not shown). 

Park 등(9)의 보고에 의하면 냉면과 같은 숙면의 경우 이취

발생 시기는 저장온도에 관계없이 세균 수로 측정한 저장기

간보다 늦었고, 곰팡이는 이취 생성보다 더 늦게 발생하므로 

저장기간 예측 지표로 세균수의 확인이 더 적합하다고 제시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본 실험에서도 냉장저장 중 세균수를 

기준으로 보면 안전성이 의심되는 7일 이상의 조건에서도 

관능검사원들은 이취나 곰팡이 발생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

였다.

냉동저장중 버섯냉면의 미생물적 및 관능적 품질 변화 

본 연구에서 개발된 버섯냉면은 냉동 편의식으로, 냉동 

보관중인 버섯 냉면의 유통기간 설정을 위한 하나의 지표로 

총세균수를 측정하였다. 저장기간은 냉장 및 상온 유통에 

비해 품질 유지기간이 길 것으로 판단되어 총 8주 동안 냉동

보관(-18oC)하면서 미생물적 품질변화를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험하였으며 평균값으로 표시하였다(Fig. 

2). 냉면을 냉동저장 시 8주간의 저장기간 중 총세균수는 

2.20～2.89 log CFU/g 정도로 저장기간 중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나 전 기간에 걸쳐 숙면의 저장가능 조건인 5 log 

CFU/g 이하로서, 8주까지 유통 및 저장 조건이 잘 유지된다

면 미생물적 품질은 비교적 안전할 것으로 여겨진다.

냉동저장 중 버섯냉면의 관능특성의 변화추이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제조 직후의 냉면은 표고버섯 첨가의 영향

으로 기존의 냉면에 비해 윤기는 없는 편이었고, 진한 버섯 

향과 버섯특유의 쌉쌀한 맛이 느껴지지만, 조직감과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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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in bacterial count of buckwheat cold noodles 
at ⁃18oC for 8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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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nsory evaluation of cold buckwheat noodles 
under 18

o
C for 8 weeks

Storage 
(week)

Gloss
Mushroom 
flavor

Bitterness ChewinessElasticity

1 
2
3 
4 
5 
6
7 
8 

4.8±0.9
5.0±0.9
5.0±0.9
4.8±0.9
4.8±0.8
5.0±0.9
5.0±0.9
4.8±0.6

6.8±1.5
6.2±0.9
6.8±1.2
6.8±1.5
6.2±0.9
7.6±1.2
6.3±1.1
6.4±1.5

4.3±1.2
4.3±1.2
4.2±1.2
4.4±1.2
4.8±1.3
4.1±1.2
4.4±1.2
4.1±0.9

7.2±1.3
7.0±1.3
6.8±1.1
6.8±1.4
6.6±1.4
6.8±1.5
5.8±0.8
6.9±1.3

5.3±1.0
4.9±0.8
5.2±1.0
5.0±0.9
4.9±1.2
4.3±1.2
4.4±1.2
4.5±1.2

F-value 0.28 1.71 0.50 1.39 1.32

인 수용도가 향상되는 것이 Yoon과 Oh(14)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본 실험에서는 윤기, 버섯 향, 쌉쌀한 맛과 함께 

씹힘성과 탄력성을 평가하였는바, 평가한 모든 관능특성들

은 8주간의 냉동저장 기간 동안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미생물검사 결과와 함께 저장 안

정성이 매우 큼을 시사한다.

요   약

비타민 D2 강화한 표고버섯(3%)과 해조칼슘을 첨가하여 

비살균 제품이며 숙면에 속하는 냉면을 제조한 후, 편의식 

개발을 목적으로 저장성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5oC에서 8일

간 냉장저장하면서 미생물 및 관능적 품질 변화를 관찰한 

결과, 냉면의 초기 세균 수는 2.54 log CFU/g 정도였으며, 

냉장 조건에서 6일까지는 세균수가 5 log CFU/g 이하로서 

식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버섯냉면을 8일간 냉장저장 

중에는 이취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육안으로는 곰팡이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고버섯 첨가냉면을 총 8주 동안 

냉동저장(-18oC)하여 검사한 결과, 총세균수는 770～160 

CFU/g 정도로 저장기간 중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나 전 기간

에 걸쳐 숙면의 저장가능 조건인 1×105 CFU/g 이하로서 

8주까지는 유통 및 저장 조건이 잘 유지된다면 미생물적 품

질은 비교적 안전할 것으로 여겨진다. 윤기, 버섯 향, 쌉쌀한 

맛, 씹힘성 및 탄력성의 관능특성은 8주간의 냉동저장 기간 

동안 제조 직후와 비교할 때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며, 이 결과는 미생물검사 결과와 함께 저장 안정성이 매우 

큼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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