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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피 추출물이 냉면육수의 저장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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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lity improvements of Naengmyeon broth were explored by adding prickly castor-oil tree extract to the
broth. Samples of Naengmyeon broth containing various levels (0, 0.1, 0.2, 0.3, 0.4%) of prickly castor-oil tree
extract were stored at 4oC for five days. During storage, the pH decreased with an increase of total acidity;
however, this decrease in pH was slowed with by increasing levels of prickly castor-oil tree extract. Turbidity
levels, along with total solid contents in the liquid portion of the Naengmyeon broth, increased in all treatments
as storage proceeded, although the extent was somewhat suppressed by the prickly castor-oil tree extract. As
a result of storage, colorimetric lightness values decreased and redness and yellowness increased. Total viable
cells and coliform bacteria were lower in the Naengmyeon broth with added prickly castor-oil tree extract
compared to the control. Also, with increasing prickly castor-oil tree extract concentration, fewer total viable
cells and coliform bacteria were observed. The VBN contents of the broth samples containing prickly castor-oil
tree extract was higher than of control, and the more prickly castor-oil tree extract were higher than the VBN
content of the control; moreover, as prickly castor-oil tree extract content increased, less VBN was detected.
In sensory evaluations, the 0.3% treatment was the most favored in terms of color, smell, sour taste, carbonated
taste, and the overall acceptability. In conclusion, the addition of prickly castor-oil tree extract, having
antimicrobial activity and natural antiseptic qualities, improved the storage duration of Naengmyeon broth. Also,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the 03% treatment were especially pre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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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동피(Kalopanax pictus)는 두릅나무과에 속하며, 음나

무(Kalopanax septemlobus Koidz) 또는 엄나무의 건조한

수피를 말한다(1). 잎은 개두릅이라 하여 두릅과 마찬가지로

새순을 채취하여 산채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2). 해동피는

무독하고 맛은 신맛과 쓴맛이 있고(3), 항균, 항 진균 작용이

크다고 한다(1,4). 민가에서는 닭백숙을 끓일 때 비린내를

제거하고 담백한 국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술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5,6). 민간이나 한방에서 약재로 이용되

는 건강식품 중의 하나로 식·약용 자원으로 개발가치가 재인

식 되어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7).

해동피에 관한 연구로는 면역 및 항산화 활성(8), 항균성

에 관한 연구(9,10), 여러 종류의 saponin, lignin 및 phenol성

항산화 물질 등에 관한 연구(10-14) 등이 있다. 또한 음나무

껍질 농축물은 저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5).

냉면은 사계절 보편화된 음식으로 육수 만드는 재료와 방

법이 다양함을 볼 수 있다(15). 냉면에 사용하는 육수는 육류

특유의 누린내가 나며, 냉장고 보관 중 미생물 증식이 용이

하다. 이에 냉면육수의 저장에 관한 연구는 겨자를 이용한

냉면육수의 보존효과(16), 냉면육수의 미생물 오염(17),

acetic acid, citric acid 및 lactic acid 첨가에 따른 냉면육수

의 영향(18), 냉면육수의 미생물 위해요소분석(19), 고추냉

이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동치미 국물이 냉면육수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20), 냉면육수의 품질에 관한 연구(21), 약용식

물 추출물이 냉면육수에 미치는 영향(22) 등의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해동피에 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나 음식에 직접 이용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천연 방부효과와 항균성이 있는 해동피

추출물을 냉면 육수에 첨가하여 냉면 육수의 저장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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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재료

실험에 사용한 무, 쪽파, 마늘, 생강, 건 고추, 배는 국내산

을 구입하였고, 소금은 순도 88% 이상인 재제염(샘표)을 사

용하였다. 쇠고기(호주산 설도)와 닭(하림)은 시중에서 구입

하였고, 해동피는 강원도 원통 대암산에서 2008년 1월에 직

접 채취한 것을 사용하였다.

해동피 추출 방법

해동피를 105oC drying oven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완전

건조한 후 분쇄기(HMF-1000A, Hanil, Seoul, Korea)를 이

용하여 분쇄하였다. 해동피 추출 방법은 Kim 등(22)의 약용

식물 추출 방법에 따라 분쇄한 해동피 120 g에 75% ethanol

1,200 mL를 가하여 3시간 동안 가열한 후 추출액을 Whatman

No. 2 filter paper로 여과하였으며, 남은 해동피에 다시 75%

의 ethanol 1,200 mL를 가하여 3시간 동안 가열한 후 filter-

ing 하였다. 1차 추출액과 2차 추출액을 혼합한 후 rotatory

vacuum evaporator(Rotavapor R-114, BUCHI, Postfach,

Switzerland)를 이용하여 ethanol을 완전히 제거한 농축액

을 sample로 사용하였다.

냉면육수 제조

여러 가지 냉면육수 제조법 중 Park(20)의 연구 방법으로

기본 육수와 동치미를 제조하였다. 동치미 제조 방법은 멸균

한 투명한 유리병에 무를 양끝 5 cm씩 잘라 내고 4×1.5×1
cm의 크기로 썰어 부재료를 넣고 동치미 담금액을 부어 동

치미를 담갔다. 기본 육수는 쇠고기와 닭고기를 24시간 정도

찬물에 담가 핏물을 뺀 후, 회전 국솥(Tilting soup kettle)에

증류수를 넣고 가열 온도 85±1oC를 유지하면서 끓였다. 동

치미는 10oC에서 발효시켜 pH 3.9±1이 되었을 때 사용하였

고, 냉면육수는 육수와 동치미의 비율을 1:1로 하였다. 예비

실험을 걸쳐 냉면육수에 해동피 추출물을 0, 0.1, 0.2, 0.3

0.4%(w/v) 비율로 첨가하여 4oC 냉장고에서 5일간 저장하

면서 실험하였다.

pH

냉면육수의 pH 변화는 제조당일부터 24시간 간격으로 5

일간 매일 동일 시간에 pH meter(HM-30G, TOA Electron-

ics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총산도

총산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10 mL의 냉면육수에

0.1% phenolphthalein 지시약을 가하고, 0.1 N NaOH를 이용

하여 pH가 8.2가 될 때까지 적정한 후 소요된 0.1 N NaOH의

양을 기록하였다. 적정 산도는 24시간 간격으로 매일 동일시

간에 측정하였으며, 아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23).

총산도(%, w/v)＝a×f×F×10
a: 0.1 N NaOH 용액의 소요량 mL

f: 0.1 N NaOH factor

F: 0.1 N NaOH 용액 1 mL에 상응하는 계수(lactic acid

기준 0.009)

탁도

탁도는 분광광도계(model 340, Sequoia-Turner, California,

USA)를 사용하여 파장 558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색도

색차계(JC-801S, Color Techno System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lightness(L), redness(a), yellowness(b)

값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5회 반복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

었다. 이때 사용한 표준 백색판(standard plate)은 L=98.52,

a=-0.13, b=-0.31이었다.

총균수

총균수는 냉면육수를 0.9% saline을 이용하여 단계 희석

한 후 1 mL를 petri dish에 넣고 plate count agar(DIFCO

0479-17) 배지를 이용하여 37
o
C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형성된 colony의 수를 이용하여 총균수를 측정하였다(24).

휘발성 염기 질소함량 측정

Volatile basic nitrogen(VBN)은 Conway이 개량한 미량

확산법으로 측정하였다(25). 냉면육수 1 mL와 0.01 N H2SO4

와 포화 K2CO3용액을 확산기에 넣고, 25
o
C incubator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Brunswik 지시약을 20 μL 넣고 0.01

N NaOH 용액을 이용하여 적색에서 녹색으로 변할 때까지

적정하여 소요된 0.01 N NaOH 양을 기록한 후 아래의 계산

식을 이용하여 휘발성 염기질소량을 구하였다. 이때 blank

로는 sample 대신에 증류수를 이용하였다.

VBN mg %＝[{0.01 N NaOH factor×(Sample적정계수－

Blank적정계수)×13(1 N NaOH 1 mL당 질소 mg)×희석

배수}/Sample weight (g)]×100

관능검사

해동피 추출물을 첨가한 냉면육수는 20대～60대 여성 30

명을 통해 색, 냄새, 맛, 전반적인 기호도의 4가지 특성에

대하여 기호특성 조사를 하였고, 훈련된 관능 검사원(단국대

학교 대학원생) 15명을 통하여 색, 맑은 정도, 냄새, 시원한

맛, 신맛, 감칠맛, 누린내의 7가지 특성에 대하여 강도특성

조사를 9점 평점법(26)으로 실시하였다. 기호도는 “대단히

싫음(dislike extremely)”이 1점, “대단히 좋음(like ex-

tremely)”이 9점으로 강도는 “대단히 약함(extremely

weak)”이 1점, “대단히 강함(extremely strong)”은 9점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시료의 제시는 세 자리 숫자로 표시하였으

며, 투명한 pyrex 유리컵을 사용하여 50 mL 가량을 실시마

다 제시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의 결과는 통계분석용 프로그램인 SAS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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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in pH of Naengmyon broth with prickly cas-
tor-oil tree extract (Kalopanax pictus) during the preserva-
tion periods. 1)Mean valu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1, SAS Institute

Inc., North Carolina, USA)의 ANOVA를 이용하여 분산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첨가구간의 유의성이 발견되었을 때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를 통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검증하였다(27).

결과 및 고찰

pH

해동피 추출물 첨가량을 0, 0.2, 0.3, 0.4, 0.5%로 달리하여

제조한 냉면육수를 4oC에서 5일간 저장하여 pH를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실험에 사용한 해동피 추출물의 pH는

4.4, 육수는 5.8, 동치미 국물은 3.9이었다. 저장 0일을 제외한

모든 저장 일에서 첨가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0.05). 저장 0일에는 모든 첨가구의 pH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pH는 낮아졌다. 저장 1일에

pH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저장 2일부터는 서서히 감소하

였다. 0% 첨가구보다 해동피 추출물을 첨가한 첨가구의 pH

가 높았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pH를 나타내었다.

0.3%와 0.4% 첨가구가 다른 첨가구에 비해 높은 pH를 유지

하면서 완만하게 감소하였고, 특히 0.4% 첨가구가 가장 높

은 pH를 유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해동피 추출물을 0.3%

이상 첨가할 경우 다른 첨가구에 비해 높은 pH를 유지시켜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im 등(22)의 산내, 화초, 정향, 소회

향의 약용식물 추출물이 냉면 육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0%일 때보다 약용식물 첨가농도가 증가할수록

높은 pH를 보였다고 하였다.

총산도

해동피 추출물 첨가량을 달리한 냉면육수의 총산도의 변

화는 Fig. 2와 같다. 실험에 사용한 해동피 추출물은 0.02,

육수는 0.02, 동치미 국물은 0.23의 총산도를 나타내었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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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in total acidity of Naengmyon broth with
prickly castor-oil tree extract (Kalopanax pictus) during the
preservation periods. 1)Mean valu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산도는 pH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저장 0일에는

첨가구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저장 0일을 제외한

모든 저장 일에서 첨가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0.05).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모든 첨가구의 총산도는

증가하였고, 해동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저장기간 동안 낮

은 총산도를 나타내었다. 저장 2일까지는 0.3% 첨가구가 저

장 3일부터는 0.4% 첨가구의 총산도가 가장 낮았다. 저장기

간 동안 0.3%와 0.4% 첨가구가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낮은

총산도를 유지하였다.

Seo 등(16)은 냉면육수에 겨자를 첨가한 경우 첨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총산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였고, Hwang과

Jang(28)의 약용식물인 자소자를 이용한 동치미의 발효에

관한 연구에서도 자소자를 첨가하였을 경우 첨가하지 않은

것보다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낮은 총산도를 유지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Kim 등(22)의 연구에서도 저장기간이 길어짐

에 따라 약용식물 추출물의 첨가 농도가 증가할수록 총산도

가 낮아졌다고 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약용식물을 이용하는 경우 총산도의 변화를 서서히

일어나게 하고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은 총산도를 유지

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탁도

해동피 추출물의 첨가량을 달리한 냉면육수의 탁도는

Fig. 3과 같다. 해동피 추출물의 탁도는 1.55, 육수는 0.85,

동치미 국물은 0.29이었고, 저장기간 동안 첨가구간에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냉면 육수의 저장기간이 길어

짐에 따라 탁도는 증가하였다. 저장 0일의 탁도는 해동피

추출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았다. 이는 해동피 추출물

자체의 탁도가 높아 첨가량이 많은 첨가구일수록 영향을 받

아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0%와

0.1% 첨가구는 급격하게 탁도가 증가하였고, 반면 0.3%와

0.4% 첨가구는 완만하게 증가하여 저장 5일에는 첨가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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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prickly castor-oil tree extract (Kalopanax
pictus) on the turbidity of Naengmyon broth. 1)Mean valu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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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prickly castor-oil tree extract (Kalopanax
pictus) on the lightness (L) of Naengmyon broth. 1)Mean val-
u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에 차이가 줄어 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냉면 육수에 관한

연구(22)에서 약용식물이 육수 중의 미생물의 혼탁을 억제

하여 준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주었다.

색도

해동피 추출물의 첨가량을 달리한 냉면육수 색도의 변화

는 Fig. 4～6과 같다. 색도의 모든 항목에서 저장기간 동안

첨가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명도(L)는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였다. 0% 첨가

구의 명도가 가장 높았고, 해동피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해동피 추출물 자체의 명도가

낮은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0%와 0.1% 첨가구

가 다른 첨가구보다 명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0.3%와

0.4% 첨가구는 저장기간 동안 다소 감소는 하였지만 완만하

게 감소하여 저장 0일과 저장 5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냉면 육수를 저장하면서 명도가 낮아지는 것은 육수에

섞은 동치미의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미생물의 작용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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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prickly castor-oil tree extract (Kalopanax
pictus) on the redness (a) of Naengmyon broth. 1)Mean valu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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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prickly castor-oil tree extract (Kalopanax
pictus) on the yellowness (b) of Naengmyon broth. 1)Mean
valu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용성 물질들이 용출되어 빛의 투과를 방해하는 것으로(29)

해동피를 0.3% 이상 첨가한 경우 이러한 현상을 억제하여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실험의 탁도의 결과

와도 일치하였다.

황색도(a), 적색도(b)는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여

색이 진하게 되었다. 0% 첨가구의 황색도와 적색도가 가장

낮았고, 해동피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였다. 명도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해동피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완만하게 증가되어 색의 변화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해동피 추출물이 냉면

의 색을 변하는 것을 억제하여 주어 색을 유지하게 하는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균수

해동피 추출물의 첨가량을 0, 0.1, 0.2, 0.3, 0.4%로 각각

달리한 냉면육수의 총균수의 변화는 Table 1과 같다. 총균수

는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였고, 해동피 추출물 첨가



해동피 추출물이 냉면육수의 저장성에 미치는 영향 129

Table 1. Effect of prickly castor-oil tree extract (Kalopanax pictus) on the viable colony count during storage for 5 days
of Naengmyon broth (Log CFU/mL)

Storage
periods (days)

Prickly castor-oil tree extract (%)

0 0.1 0.2 0.3 0.4

0
1
2
3
4
5

1.93±0.02a1)
1.98±0.01a
2.00±0.07a
2.05±0.05a
2.09±0.02a
2.11±0.03a

1.92±0.04a
1.94±0.02b
1.99±0.01a
2.05±0.03a
2.08±0.02a
2.10±0.02ab

1.89±0.02ab
1.94±0.04b
1.98±0.04ab
2.03±0.01ab
2.05±0.02ab
2.09±0.03ab

1.86±0.01b
1.91±0.07c
1.98±0.06ab
2.00±0.05b
2.04±0.06b
2.08±0.02ab

1.85±0.04b
1.90±0.06c
1.96±0.03b
1.98±0.07b
2.03±0.02b
2.06±0.03b

1)Value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2. VBN contents of Naengmyon broth added with prickly castor-oil tree extract (Kalopanax pictus) during storage
for 5 days (mg%)

Storage
periods (days)

Prickly castor-oil tree extract (%)

0 0.1 0.2 0.3 0.4

0
1
2
3
4
5

7.96±1.11a1)
20.11±0.43a
23.57±0.40a
26.23±0.35a
28.21±0.00a
30.55±0.03a

8.03±0.35a
20.02±0.24a
23.10±0.00a
24.64±0.74b
26.88±0.01ab
29.00±1.00b

6.30±0.73b
19.65±0.63a
21.93±0.16b
24.08±0.85bc
26.42±0.01abc
28.69±0.04b

6.27±0.70c
17.36±0.24c
20.93±0.37c
23.24±0.32c
24.70±0.01c
26.79±0.02c

6.65±0.74b
17.92±0.28b
20.72±0.16c
22.96±0.21c
23.15±2.44d
26.88±0.08c

1)Value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3. Effect of prickly castor-oil tree extract (Kalopanax pictus) on the sensory evaluation of Naengmyon broth

Samples
Prickly castor-oil tree extract (%)

0 0.1 0.2 0.3 0.4

Color
Flavor
Taste
Overall acceptability

6.6±1.5b1)
6.3±1.5ab
6.1±1.4b
5.1±0.9b

6.8±1.2b
6.5±1.0ab
6.1±1.6b
6.6±1.2a

7.0±1.5a
6.3±1.5ab
6.3±1.5b
6.4±1.5a

7.2±1.6a
7.0±2.0a
6.8±2.2a
6.9±1.6a

6.7±1.7b
5.8±1.3b
5.8±1.5c
5.3±1.3b

1)Value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폭이 감소하여 균이 생성되는 속

도가 느린 것을 알 수 있었다. 해동피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총균수는 적었고 특히, 0.3%와 0.4% 첨가구는

0%, 0.1%와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면서(p<0.05) 낮

은 총균수를 나타내어 해동피 추출물을 0.3% 이상 첨가할

경우 냉면육수의 총균수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해동피에는 항균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1,4,5,8,9,14), 본 실험의 결과 해동피

의 항균성에 영향을 받아 해동피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냉면육수의 총균수 증식을 억제하여 줌을 알 수 있었다.

휘발성 염기 질소함량

냉면육수의 부패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저장기간에 따

른 휘발성 염기 질소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휘발성 염기 질소 함량은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로

증가하였고, 0% 첨가구가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 0% 첨

가구의 경우 저장 0일에 7.95 mg%이었던 것이 저장 5일에는

30.55 mg%로 증가하였고, 0.3% 첨가구는 저장 0일에 6.27

mg%가 저장 5일에 26.79 mg%로 증가하였고, 0.4% 첨가구

는 저장 0일에 6.65 mg%이었던 것이 저장 5일에는 26.88

mg%로 증가하였다. 해동피 추출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휘

발성 염기 질소 함량은 적었으며, 증가하는 폭도 적어 부패

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0.3%와 0.4%

첨가구의 효과가 다른 첨가구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며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총균수의 억제효과에서

보이는 것처럼 해동피 추출물이 냉면육수의 저장기간 중 미

생물을 억제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Kim 등(22)의 연

구에서도 약용식물의 첨가농도가 높을수록 낮은 값을 보였

고, 냉면 육수에 겨자를 첨가한 연구(16)에서도 겨자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휘발성 염기 질소 함량이 적어 부패가 억제된

다고 하여 항균성이 있는 부재료를 첨가할 경우 냉면 육수의

부패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관능검사

해동피 추출물의 첨가량을 달리한 냉면육수의 관능검사

는 기호도와 강도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기호도 특성은 색, 냄새, 맛,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한 4가

지 항목에 대하여 검사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색은 0% 첨가구보다 해동피 추출물을 첨가한 첨가구의 점

수가 더 높았고, 0.2%와 0.3% 첨가구의 색을 좋아하였다.

냄새와 맛의 경우 0.3% 첨가구의 점수가 가장 높아 좋았고,

오히려 가장 많이 첨가한 0.4%의 점수가 가장 낮아 해동피



130 김양희․박정은․장명숙

***1)

*

**

*

**

0

1

2

3

4

5

6

7
color

clearness

smell

carbonated tastesour taste

palatable taste

moldy odor

0%

0.1%

0.2%

0.3%

0.4%

Fig. 7. Effect of prickly castor-oil tree extract (Kalopanax
pictus) on the QDA profiles on the sensory evaluation results
of Naengmyon broth. 1)Mean valu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추출물을 많이 넣을 경우 한약재의 냄새와 맛이 강하게 느껴

져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는 해동피 추출물을 첨가한 첨가구가 0% 첨가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해동피 추출물을 첨가한 첨가구 중 0.4% 첨

가구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가장 선호한 것은 0.3% 첨가구

였다.

강도특성은 색, 맑은 정도, 냄새, 시원한 맛, 신맛, 감칠맛,

누린내의 7가지 항목에서 평가되었으며 결과는 QDA profile

로 나타내었고, Fig. 7과 같다. 색은 첨가량이 많을수록 강하

게 평가하였다. 맑은 정도는 첨가량에 따라 유의차가 없었

다. 냄새는 해동피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점수

를 받아 강하게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기호도

검사 결과에서 0.3% 첨가구 냄새를 가장 좋아한다고 평가한

결과에 비교해 보면 해동피 추출물 첨가량이 0.4% 이상이

되면 너무 강하여 좋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신맛은

전체적으로 해동피 추출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은 점수

를 받아 냉면에 첨가된 동치미의 신맛을 해동피 추출물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칠맛의 경우 해동피 추출물

을 첨가한 첨가구가 0% 첨가구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아

해동피 추출물을 첨가하면 감칠맛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실험의 기호도 검사결과 냄새와 맛에서 0% 첨가구

보다 해동피 추출물을 첨가한 첨가구를 더 좋아한 결과와도

일치하였으며, 오히려 0.4% 첨가한 첨가구는 해동피의 강한

맛과 냄새로 기호도 검사에서 좋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

다. 군덕내는 해동피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은

점수를 받아 해동피 추출물이 군덕내 같은 좋지 않은 냄새를

감소시켜 주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냉면육수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천연 첨가

제로서의 해동피 추출물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해동

피 추출물을 냉면육수에 0, 0.1, 0.2, 0.3, 0.4%를 첨가하여

4oC에서 5일간 저장하는 동안 냉면육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다. 해동피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pH를

유지하였으며, 0.3%와 0.4% 첨가구가 다른 첨가구에 비해

높은 pH를 유지하였고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총산도는

0.3%와 0.4% 첨가구가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낮은 총산도를

유지하였다. 탁도는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0%와 0.1% 첨

가구는 급격하게 탁도가 증가하였고, 반면 0.3%와 0.4% 첨

가구는 완만하게 증가하여 저장 5일에는 첨가구간에 차이가

줄어들었다. 명도의 경우 0%와 0.1% 첨가구는 다른 첨가구

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0.3%와 0.4% 첨가구는 저장기간

동안 완만하게 감소하여 저장 0일과 저장 5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황색도와 적색도는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여 색이 진하였고, 해동피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완만하게 증가하여 색의 변화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

었다. 0.3%와 0.4% 첨가구는 다른 첨가구와 비교하여 낮은

총균수를 나타내어 해동피 추출물을 0.3% 이상 첨가할 경우

냉면육수의 총균수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해동피 추출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휘발성 염기 질소

함량은 적었으며, 증가하는 폭도 적어 부패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0.3%와 0.4% 첨가구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능검사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해동피

추출물을 첨가한 첨가구를 좋아하였고, 특히 0.3% 첨가구를

가장 좋아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화학적 및

미생물학적인 실험 결과에서 해동피 추출물을 0.3%와 0.4%

첨가할 경우 냉면육수의 저장성을 연장시켜 주었으며, 관능

검사 결과 0.3%를 가장 좋아하였다. 따라서 냉면육수 저장

시 해동피 추출물을 0.3% 수준으로 첨가할 경우 냉면육수의

맛과 저장성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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