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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첨가에 따른 국수의 품질특성과 장성

김  은  미¶

김포 학 호텔조리과

Quality Characteristics and Shelf-life of Rice Noodles Prepared with Red Ginseng Powder 
Eun-Mi Kim¶

Dept. of Hotel Culinary Arts, Kimpo College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out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rice noodles by addition of red gin-
seng(0, 2, 6, 10%).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were estimated in terms of general composition, 
growth of microorganism and sensory evaluati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protein, 
lipid and ash content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in any of the groups. In dry rice noodles, moisture 
content significantly decreased in red ginseng groups but, in half-cooked rice noodles, moisture content 
significantly increased in 6 % and 10% red ginseng added groups(p<0.05). The microbial count showed less 
growth in red ginseng added groups after 3 months(p<0.05). According to sensory evaluation, surface color 
proved very good in the 10% red ginseng added group among the training panel while very good in the 2% 
red ginseng added group among consumers. Flavor was good in red ginseng added groups(p<0.05). Taste was 
very good in the 3% red ginseng added group. Appearance and overall quality were highest in the 2% and 
6% red ginseng added groups(p<0.05). Therefore, rice noodles containing 2% or 6% red ginseng were most 
preferable and safe during 5 months and 6 days in dry and half-cooked noodl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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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면류는 곡분 는 분을 주원료로 하여 성형

하거나 이를 열처리, 건조 등을 한 것으로 국수, 
냉면, 당면, 유탕면류, 스타류를 말한다(식품공

 2007). 국민건강 양조사(김 일 등 2006)에 

의하면, 국수는 다소비 식품 순 에서 22 로 하

루에 11.8 g을 섭취하며, 주요 에 지 원 식품

에서도 삶은 국수가 10 , 마른 국수가 11 를 차

지하는 등 주요 다소비 식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국수는 제례, 혼례 등의 특별한 음식(이
효지 2005)에서 오늘날에는 주식의 용으로 즐

겨 찾는 음식이 되었다. 국수는 가공방법과 제품

의 형태에 따라 건면, 생면, 숙면, 유탕면, 냉동면

으로 구분되며, 이  숙면은 즉석에서 조리가 간

편하고 조리시간이 짧아, 휴게소나 편의  등에

서 즉석식품으로의 활용도가 증하고 있다. 그러

나 숙면은 수분활성도가 높아 분의 노화가 빠르

게 진행되고, 미생물의 증식이 용이하여 유통기

한이 제한되며, 식품 생상 미생물의 증식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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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숙면의 제조시에는 방부제의 첨가, 산처리, 포장 

후 열 살균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왔으나, 이 

방법들도 소비자들의 방부제 사용에 한 거부

감, 능의 하, 미생물 증식의 험성과 같은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Park HJ et al. 1997; Kim 
DH et al. 2000). 한, 건면은 수분 함량이 14～
15%이며, 유지 함량이 매우 기 때문에 장성

이 우수한 식품이다. 그러나 장기간 장할 때 면

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조리시 면의 경화  

탄성치의 증가를 나타내어 식감으로서는 면질이 

단단해지고 부서지기 쉬워지며 끈기가 소실된다

(Lee SK et al. 1999).
식품 소비 방식이 간편화되면서 면류, 육류  

과일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1인당 소

비량은 감소하고 수입 개방 확 로  공 량이 과

해지고 재고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Chae JC 2004). 
국수는 베트남의 토속음식으로 ‘pho’라고 하며, 

우리나라에 국수가 랜차이  형태로 첫 선을 

보인 것은 1998년이며, 국에 약 150개 이상의 

매장이 설치되어 있다. 시 에 매되는 국수

에 한 능검사 결과, 조직감과 맛을 요시하

는 경향이 보 으며, 의 첨가량이 낮을수록 선

호하 다고 한다(이난희 등 2006A). 한, 의 기

능성 성분은 dietary fiber, phytic acid, orizanol, feru 
acid, tocopherol, phenolics 등이며, 이 성분들은 항

산화성, 콜 스테롤 하, 압 조 을 통한 액

순환 개선, 장내 균총 개선, 당뇨 조 , 항암, 항 돌

연변이 등의 생리 활성 효과가 있다(정일민 2003; 
김의형 등 2003; 강미  2002).

홍삼은 여러 연구(Ryu GH 2007; Nam KY 2005; 
Kwak YS et al. 2003; Kim CS et al. 2002; Jin HJ 
et al. 2002; Choi YJ & Choi HK 2001; Kim ND 
2001)를 통해 다양한 생리 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으나, 재 기능성 원료로 인정되는 홍삼의 

기능성은 운동 능력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

이다(식품의약품안 청 2007). 국내외 매되는 홍
삼류 제품으로는 1차 가공품인 홍삼본삼류와 2차 

가공품인 홍삼정, 홍삼정캡슐, 홍삼분, 홍삼분캡

슐, 홍삼정차, 홍삼정환, 홍삼 편, 홍삼통, 홍삼드

링크의 제조기술 등이 있다(Ryu GH 2007). 홍삼을 

첨가한 식품에 한 연구로는 홍삼녹차(Choi SH 
& Hyun SK 2007), 몬홍삼과편(Kim EM 2006), 
홍삼쿠기(Lee SM et al. 2006), 홍삼발효유(Bae 
HC & Nam MS 2006), 홍삼다식(Yun GY & Kim 
MA 2006), 홍삼청국장(Kwon JH et al. 2006), 홍
삼증편(Kim EM 2005), 동아홍삼식 (Ahn YG et 
al. 2001), 홍삼고추장(Shin HJ et al. 1999), 홍삼 

요구르트(Song GS et al. 1992) 등으로 주식류에 

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건강식품에 한 

심과 국수의 섭취가 증가되는 시 에 의 소비

를 증 시키고, 홍삼의 약리성과 기능성을 보유한 
주식 용인 면류를 개발하 다. 유통기간이 제한

되고 미생물의 증식 험이 있는 면류에 건강기

능성이 인정된 홍삼과 을 첨가하여 개발한 건

면과 숙면의 제조 조건, 능  특성과 장 기간

에 따른 미생물의 증식 변화를 통한 장성을 조

사하 다.

Ⅱ. 재료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재료로 가루는 (김포)을 

분말화하여 사용하 으며, 가루( 한제분, 제면

용), 감자 분(성진식품), 홍삼(한국인삼공사), 소
(정제염), 유화제(Metro.Co.)를 사용하 다.

2. 국수의 제조

1) 가루 제조

멥 가루는 Park HK & Lee HG(2005)의 연구

를 기 으로 멥 을 5번 씻어 12시간 수돗물에 

담근 후 소쿠리에 건져 30분간 물기를 빼고 roller 
mill(DK104, Dong Kwang Co., Korea)로 2회 재

분한 후, 30, 50, 100 mesh의 체로 단계 으로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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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하 다.

2) 홍삼 국수 제조

각 시료는 가루, 가루, 감자 분, 홍삼분말

(0, 2, 6, 10%), 정제염, 유화제를 첨가하여 제조

하 으며, 홍삼 첨가량에 따라 가루와 분량

은 조정하 고, 그 구성비는 Table 1과 같다. 
가루는 25～75%를 첨가한 이난희 등(2006)의 연

구에서 의 첨가량이 낮을수록 선호하 다고 하

여 본 연구에서는 홍삼의 첨가량을 고려하여 20%
로 정하 다. 

혼합한 재료를 손으로 20분간 반죽하여 poly-
ethylene 지퍼 백에 넣어 40분간 반죽을 숙성시킨 

후 수동식 제면기(Pasta Shule Mod. 150, USA)로 

두께 2 mm, 비 5 mm의 면선으로 단하여 실

온에서 약 18시간 풍건하여 건면을 제조하 다

(Lee JW et al. 2000). 증숙면은 (주)한스코리아의 

생산설비에서 제조하 으며, 제조된 면발은 polypro-
pylene 포장지에 200 g씩 진공포장하 다.

3. 일반성분 분석

각 시료의 분석은 식품공 (식품공업 회, 2000)
을 사용하여 수분은 건조법, 지방은 Soxhlet법, 단
백질은 micro-Kjeldahl법, 회분은 건식회화법으로 

분석하 다.  

4. 미생물 검사

<Table 1> Composition of rice noodle according to
red ginseng contents

Group
Ingredients(%)

Control 2% 6% 10%

Rice flour 20 20 20 20  

Wheat flour 66.4 65.4 63.4 61.4

Potato starch 10  9  7  5

Red ginseng  0  2  6 10

Salt  1.8  1.8  1.8  1.8

Emulsifier  1.8  1.8  1.8  1.8

Water(mL) 40 40 40 40

미생물 검사항목은 일반 세균수, 장균군수, 
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균, 곰팡이균, 바실러스균이며, 분석방법은 식품

공 (2007)의 방법을 사용하 다. 건면은 1개월 

간격으로 5개월 동안 조사하 으며, 숙면은 24시

간 간격으로 6일 동안 조사하 다. 

5. 능검사 

1) 정량  묘사분석

정량  묘사분석은 훈련된 능검사 요원 23명
(23.31±2.15세, 남자 13명, 여자 10명)을 상으로 
실시하 고, 시료의 색, 맛, 홍삼맛, 향, 투명한 정

도, 탄력성, 쫄깃한 정도, 씹힘성, 부드러운 정도, 
외 의 기호도, 조직감, 반 인 기호도에 한 

능특성을 평가하 다. 평가방법은 9-scales로 실

시하 으며, 최  1 에서 최고 9 까지 특성이 

강할수록 높은 수를 주도록 하 다(김 옥 등 

2003).

2) 기호도 검사

기호도 검사는 20 (24.15±3.23세) 38명, 30
(34.75±2.68세) 59명, 40 (43.44±3.01세) 59명을 

상으로 시료의 색, 맛, 홍삼맛, 향, 투명한 정도, 
탄력성, 쫄깃한 정도, 씹힘성, 부드러운 정도, 외

의 기호도, 조직감, 반 인 기호도에 한 평

가를 9  채 법으로 기호도가 높을수록 높은 

수를 주도록 하여 능특성을 평가하 다(김 옥 

등 2003).

6. 통계처리 방법

모든 항목의 실험결과는 SPSS 12.0 통계 로

그램을 이용하여 Mean±SE를 계산하 고, 각 시

료군 간의 유의 인 변화를 oneway ANOVA로 분

석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 다(정충 ․최이규 2000).

Ⅲ. 결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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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삼 국수의 일반  특성

홍삼 국수의 일반 인 성분은 Table 2, 3과 

같다. 단백질, 총 지방, 회분의 함량은 조군과 홍

삼을 2, 6, 10% 첨가한 군에서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나, 수분 함량은 건면의 경우는 홍삼의 첨

가량이 많을수록 감소하 으나, 숙면의 경우는 6, 
8% 홍삼 첨가군이 유의 으로 증가하 다. 건면

은 홍삼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는데, 
이는 홍삼분말을 첨가하여 수분량이 감소한 것으

로 보이고, 숙면의 수분량은 홍삼 6, 10% 첨가군

이 증가하 는데, 이는 숙면 제조 과정에서 호화

단계를 거칠 때 수분을 흡수하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난희 등(2006B)의 연구에서 국수의 

수분 함량은 10.4～12.3%로 본 연구의 수분량보

다 더 많았는데, 이는 면 제조에 첨가된 의 함

량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미생물 변화 

건명과 숙면의 장 기간에 따른 일반 세균수

의 변화는 Table 4  Fig. 1과 같다. 건면은 Table

<Table 2> Composition of dry rice noodles prepared with red ginseng

0% 2% 6% 10%

Protein 6.37±0.06NS 6.32±0.28a 6.37±0.10 6.31±0.13

Lipid 0.21±0.01NS 0.25±0.01 0.22±0.01 0.19±0.01

Moisture 7.99±0.03d 7.37±0.05c 7.08±0.09b 6.59±0.03a

Ash 2.86±0.09NS 3.01±0.05 3.05±0.09 2.74±0.07
1) Mean±S.D.
2) 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N.S.: not significant).

<Table 3> Composition of half-cooked rice noodles prepared with red ginseng

0% 2% 6% 10%

Protein  4.66±0.28NS  4.85±0.05  4.25±0.81  4.69±0.07

Lipid  0.03±0.01NS  0.04±0.01  0.04±0.01  0.03±0.01

Moisture 34.44±1.74ab 34.27±1.09a 37.45±0.86b 36.66±0.45b

Ash  1.88±0.02NS  1.92±0.04  1.83±0.03  1.87±0.01
1) Mean±S.D.
2) 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N.S.: not significant).

4과 같이 5개월 동안의 일반 세균수 변화를 보면 

3개월까지는 홍삼 첨가량에 따라 유의 인 변화

가 없었으나, 4개월 이후에는 control군과 2% 홍
삼 첨가군에서 유의 인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6, 
10% 홍삼 첨가군은 유의 인 감소를 나타내었

다. 그러나 이는 식품공 (2007)에 건면에 한 세

균수의 기 이 없고 수가 으므로 건면제품에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 장균군은 

3이하 으며, 그 외의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균, 리스테리아균, 곰팡이균, 바실러스균은 음성

이었다. 이는 건면의 장 한계 기간이 25～27.9
개월 정도(Lee SK et al. 1999)로 보면 기 단계

이므로 제품에 유해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상된다. 
숙면의 일반 세균수는 Fig. 1과 같이 기간에 증

가함에 따라 증가하 으며, 체 으로 조군 

보다 홍삼이 첨가된 군에서 일반 세균수가 증가

하 으나, 식품공 (2007)의 성분 규격인 g당 세

균수가 주정처리제품은 1×106 
이하, 살균제품은 

1×105 
이하의 기 치 이하로 문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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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of microbial cell count(g) of dry rice noodles prepared with red ginseng during storage 
at room temperature 

Group
Period(month)

Control 2% 6% 10%

0  33.33±13.33NS  36.66±5.77 33.33±12.58 35.00±15.05

1  25.01± 0.01NS  29.33±1.03 25.00± 0.02 30.66± 5.68

2  25.01± 0.01NS  25.04±0.01 25.04± 0.01 25.04± 0.03

3  86.67±25.16b  60.04±0.01b 10.04± 0.01a 13.33± 5.77a

4   86.67±25.17b  56.67±5.78b 16.67± 5.77a 13.33± 5.77a

5 203.33± 0.02b 150.00±0.04b 53.33± 5.77a 23.33± 5.77a

1) Mean±S.D.
2) 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N.S.: not significant).

<Fig. 1> Changes of microbial cell count of half-cooked rice noodles prepared with red ginseng during storage
at 10℃. 

Superscripts in a column are significant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N.S.: not significant).

한, Kwak YS & Choo JJ(1996)에 의하면 홍삼은 

수삼을 증숙하고 건조한 제품으로 세균보다는 곰

팡이의 오염이 문제가 되고 홍삼에서 부패성 곰

팡이의 1종을 분리하여 인삼 사포닌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사포닌 성분에 큰 향이 없었

다고 하므로 본 제품에서 일반 세균의 증가 수

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장균군은 미생

물 정량 시험 분석 결과, 부분이 장 기간에 

따라 3 이하 으며, 그 외의 식 독 세균 시험 분

석 결과 음성이었다. 류충호 등(1997)에 의하면 홍

삼엑기스는 식 독 유발균에 한 항균 작용과 살

균 작용을 가지고 있으나, 홍삼의 첨가는 장 기

간 동안 세균, 곰팡이, 식 독균의 변화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쑥(Park CS & Kim ML 2006)이나 질경이(Kim 
KH et al. 1999)를 첨가하 을 때 미생물의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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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아 보존 효과가 우수하다고 한 연구와 유사

하며, 이를 통하여 홍삼도 항균 작용이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3. 능검사

1) 정량  묘사분석

홍삼 국수의 능검사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표면색과 홍삼맛은 홍삼의 첨가량이 증가함

에 따라 선호하 으며, 맛과 외 의 기호도는 2% 
첨가군이 10% 첨가군보다 좋게 나타났으며, 투

명한 정도, 탄력성, 쫄깃한 정도, 씹힘성, 부드러

운 정도, 조직감은 홍삼 첨가 유무에 따라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향과 체 인 기호도는 2, 
6%군이 유의 으로 높아 국수에 홍삼을 2, 6% 
첨가한 군이 상품성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2) 기호도 검사

홍삼 국수의 기호도 검사 결과는 Table 6과 같

이 표면색과 외 의 기호도는 2% 첨가군이 제일 

높았고, 맛과 향은 조군보다 홍삼을 첨가한 군이

<Table 5> Sensory characteristics of dry rice noodles prepared with red ginseng by trained panel

Group
Ingredients

Control 2% 6% 10%

Color 2.74±0.47a 4.22±0.50b 4.13±0.42b 6.09±0.44c

Taste 6.35±0.34ab 6.69±0.22b 6.09±0.41ab 5.00±0.45a

Red ginseng taste 1.83±0.27a 3.91±0.34b 5.52±0.43c 7.30±0.46d

Flavor 4.52±0.49a 6.04±0.18b 6.04±0.36b 6.13±0.07b

Transparency 4.64±0.37NS 4.85±0.26 4.93±0.33 5.00±0.37

Elasticity 6.35±0.38NS 6.13±0.36 5.78±0.46 5.82±0.47

Stickiness 6.26±0.44NS 6.35±0.36 5.48±0.51 6.04±0.53

Chewiness 5.22±0.41NS 5.65±0.37 5.82±0.47 5.17±0.44

Softness 5.14±0.32NS 5.42±0.23 5.54±0.27 5.67±0.32

Appearance 6.22±0.11ab 6.52±0.23b 6.09±0.31ab 5.21±0.40a

Texture 6.30±0.15NS 6.35±0.28 6.04±0.33 5.70±0.32

Overall acceptability 6.22±0.11b 6.48±0.24b 6.17±0.35b 4.43±0.46a

1) Mean±S.E.
2) 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N.S.: not significant)

유의 으로 높았으며, 홍삼맛은 6% 첨가군이 높

았다. 투명한 정도, 탄력성, 쫄깃한 정도, 씹힘성, 
부드러운 정도, 조직감은 홍삼 첨가 유무에 따라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체 인 기호도는 6%
와 10% 첨가군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수에 홍삼을 2%나 6% 첨가한 군이 상

품성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Ⅳ. 결  론

건강과 맛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근성을 좋게 
하기 하여 홍삼과 을 첨가한 건면과 숙면을 

개발하 다. 홍삼 국수는 가루 20%, 가루 
61.4～66.4%, 감자 분 5～10%, 홍삼분말 0, 2, 6, 
10%, 정제염 1.8%, 유화제 1.8%를 첨가하여 제조

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백질, 총 지방, 
회분의 함량은 조군과 홍삼을 2, 6, 10% 첨가

한 군에서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나, 수분 함량

은 건면의 경우는 홍삼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감

소하 으나, 숙면의 경우는 6, 8% 홍삼 첨가군이 

유의 으로 증가하 다. 일반 세균수는 건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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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nsory characteristics of dry rice noodles prepared with red ginseng by consumer

Group
Ingredients

Control 2% 6% 10%

Color 4.11±0.39ab 5.11±0.29b 4.04±0.37ab 3.90±0.41a

Taste 5.65±0.30a 6.49±0.22b 6.65±0.25b 6.32±0.27b

Red ginseng taste 3.97±0.31b 4.56±0.30b 6.54±0.38c 2.44±0.32a

Flavor 5.41±0.18a 6.13±0.22b 6.59±0.35b 6.40±0.34b

Transparency 4.64±0.37NS 4.93±0.26 5.00±0.33 4.85±0.37

Elasticity 5.91±0.40NS 5.61±0.29 5.77±0.33 6.39±0.37

Stickiness 6.19±0.33NS 5.71±0.30 6.04±0.35 6.59±0.33

Chewiness 5.83±0.36NS 6.02±0.29 5.57±0.33 5.75±0.34

Softness 5.14±0.32NS 5.67±0.23 5.42±0.27 5.53±0.32

Appearance 6.72±0.18b 6.34±0.19ab 5.73±0.28a 5.86±0.34a

Texture 6.68±0.22NS 6.47±0.19 6.21±0.23 6.60±0.50

Overall acceptability 5.52±0.34a 6.33±0.20ab 6.69±0.18b 6.66±0.42b

1) Mean±S.E.
2) 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N.S.: not significant).

우 3개월까지는 유의 인 변화가 찰되지 않았

으나, 4개월 이후에는 조군과 2% 홍삼 첨가군

에서 유의 으로 증가하 다. 6, 10% 홍삼 첨가

군에서는 유의 인 감소하 으나, 모든 제품은 

안 하 다. 숙면의 경우 장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일반 세균수가 증가하 으며, 체 으로 

조군보다 홍삼이 첨가된 군에서 일반 세균수가 증

가하 다. 그러나 식품공 (2007)의 성분 규격인 g
당 세균수가 주정처리제품은 1×106 

이하, 살균제

품은 1×105 
이하의 기 치 이하로 기 상의 문제

는 없었다. 정량  묘사분석 결과, 표면색과 홍삼

맛은 홍삼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호하 으

며, 맛과 외 의 기호도는 2% 첨가군에서 제일 

높았다. 홍삼 국수의 기호도 검사 결과, 표면색

과 외 의 기호도는 2% 첨가군이 제일 높았고, 맛
과 향은 조군보다 홍삼을 첨가한 군이 유의

으로 높았으며, 홍삼맛은 6% 첨가군에서 제일 높

았다. 투명한 정도, 탄력성, 쫄깃한 정도, 씹힘성, 
부드러운 정도, 조직감은 홍삼 첨가 유무에 따라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체 인 기호도는 6%
와 10% 첨가군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수에 홍삼을 2%나 6% 첨가한 군이 상

품성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건면은 5개

월 동안 숙면은 10℃에서 6일간 장시에는 일반 

세균, 장균, 식 독균에 한 험은 없을 것으

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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