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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사이신 함유 나노에멀션으로 반죽한 생면의 품질특성과 저장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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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operties and stability of the wet noodles added to nanoemulsion as a industrial 
model system, and in so doing, survey practical applicability in the food industry. In order to test out these objectives, the charac-
teristics and stability of the wet noodles added to nanoemulsion were investigated and their cooking characteristics and capsaicinoids 
loss were examined. As a result,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post-cooking loss of capsaicinoids in 
the wet noodles added to double-layer nanoemulsion covered with chitosan was less than the losses in the wet noodles added to 
any other noodles. More especially, this demonstrates that the noodle added to double-layer nanoemulsion covered with chitosan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others with reference to their cooking properties, color, texture, stability for storage stability, and sensory 
evaluation. These results show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 noodles added to nanoemulsions could be produced 
as a food-grade merchandise because they could provide enhanced encapsulation capacity of capsaicinoids and higher acceptabi-  
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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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매운맛의 주성분인 capsaicinoids는 가지과에 속하는 고추

(Capsicum annuum L. 또는 건조 Capsicum frutescens L.) 열매

를 유기용제로 추출한 oleoresin capsicum의 주성분이며, 대표

적인 지용성 생리활성성분이다(KFDA 2010). Capsaicinoids는 

적당량을 섭취하였을 때 항산화 작용에 의한 혈중 지질 조성 

개선, 항암효과, 항염증효과, 암세포 증식 억제, 면역 조절 등 

여러 가지 생리활성 작용은 물론, 치매 개선 등에 효과적이라

는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Liu 등 2016; Clark 등 

2015; Yamaguchi 등 2010; Seo 등 2008; Xu 등 2005).
한국인의 매운맛 선호도는 세계적 수준이며,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써(Kim 등 2013; Kim & Bang 2000) 식
품시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치킨업계에서 

시작된 매운맛 열풍은 이제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장되며 소

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노출된 현

대인들은 타는 듯한 강한 맛 섭취를 통하여 기분을 전환하고, 
이런 현상이 증가할수록 매운 음식 열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에 부합하여 식품산업에서도 고

추 등에 함유된 capsaicinoids의 매운맛 특성을 이용한 캡사이

신 소스, 드레싱, 핫소스, 후레이크, 고추장 등 소비자 기호도

와 기능성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제품화 연구가 진행 중이다

(Kim 등 2006; Kwon 등 1998). 그러나 매운맛에 익숙지 않은 

어린이, 외국인, 노인 등과 같이 매운맛에 취약한 집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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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paration of CLN by microfluidization.a) CLN, 
capsaicin-loaded nanoemulsion; OC, oleoresin capsicum; SN, 
single-layer nanoemulsion; DAN, double-layer (alginate) nano-
emulsion; DCN, double-layer (chitosan) nanoemulsion. a) The 
emulsions were prepared at the pressure of 140 MPa and 5 cy-
cles, respectively.

우, 직접적인 자극취와 강렬한 작열감 등 때문에 식품 선택에

서 어려움을 느끼며, 직접적인 섭취를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Park 등 2012).
나노에멀션은 생리활성 성분의 용해도와 저장안정성 증

가, 잔류시간의 증가, 체내 흡수율 향상 등 기존 기술에서의 

문제점이었던 지용성 생리활성성분의 경구 투여시 발생하는 

낮은 체내 이용률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식품소재이다. 
또한 섭취 중 느껴지는 일차적인 작렬감과 향미를 완화시켜 

매운맛에 취약한 집단에게 기호도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기대되며, 외부환경에 불안정한 지용성 생리활성성분의 효과

적인 전달체로써 음료나 식품 형태로의 가공 및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Kim 등 2016).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증가와 소비자의 

의식구조 향상은 건강지향형 고부가가치 식품에 대한 요구

도 증가로 이어져, 면류의 경우에도 건면 중심의 소비 추세에

서 신선하고 건강한 웰빙 생활을 추구하는 생면 중심으로 바

뀌어가고 있다. 생면시장은 1994년 농심에서 생생라면을 출

시한 이후 소비자들의 생면 제품 선호 경향이 뚜렷해진 가운

데 냉장, 냉동 시설의 발달과 함께 원활한 유통 체계가 갖춰

짐에 따라 연 20% 이상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다(Cheon 등 2016; Kim UK 2005). 
생면 조제 중 면대 제조과정에서 유화제를 첨가하면 면의 

탄성과 유연성이 증가하며, 광택과 보존성이 향상되어 품질

개선제로써의 역할을 하고, 제품의 rheological 특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Ding & Yang 2013; Choy 
등 2010). 그러므로, 지용성 생리활성 성분을 가진 O/W 나노

에멀션을 밀가루에 반죽수로 혼합하여 생면을 조제하면, 유
화제로써의 면류의 품질개량 효과와 함께 나노에멀션 내에 

포집되어 있는 지용성 생리활성 성분 보호와 경구 섭취 후 

체내이용률의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보의 후속연구로써(Kim 등 2016) 

기능성분의 생체이용효율을 상승시키면서도 기호성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식품 개발을 위한 모델시스템으로써 미세유동

화법에 의하여 제조한 캡사이신 나노에멀션을 생면에 첨가

하여 그 품질특성과 저장안정성을 검토함으로써, 나노에멀션

의 식품산업에서의 실제적인 응용 가능성과 다양한 제품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시약 및 나노에멀션 조제
나노에멀션 조제에 사용한 시약은 2010년 2월 (주)G&F에

서 구매한 Oleoresin capsicum(OC, Capsicum Oleoresin from 
Capsicum frutescens L., SHU 100,000, India)을 사용하였고, 

Tween 80(P8074, polyoxyethylenesorbitan monooleate)과 알긴

산(A2158, from brown algae, viscosity of 2% solution at 25℃: 
~250 cps)은 Sigma(USA), propylene glycol(PG)은 Junsei(Japan)
의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키토산(Mw 330,000, deacety-
lation 93%)은 수용성 형태로 실험실에서 조제하여 이용하였

다. 생면 반죽수로 이용한 단일층 나노에멀션, 알긴산 나노에

멀션, 키토산 나노에멀션은 Kim 등(2016)의 전보에서와 동일

한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여 사용하였다(Fig. 1). 

2. 생면조제
과량의 캡사이신 섭취는 복통, 장점막 손상, 소화기 질환 

등의 유병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Hwang 등 

2010), 적정량의 캡사이신은 음주, 산, 스트레스로부터 위 점

막을 보호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Kim 등 

2010; Na 등 1999). 그러므로 생면에 첨가할 적정량의 capsai-
cinoids 함량은 라면스프와 고춧가루로부터 하루 섭취 cap-
saicin량을 약 0.38~4.95 mg으로 추정하였던 Park 등(1999), 뇨
중 대사체 정량에 의해 capsaicinoids 하루 섭취량을 3.53 mg
로 추정하였던 Choo & Kwon(2001), 관능평가에 의하여 매운 

맛의 한계농도를 0.1 mg% 이상이라 설정하였던 Ku 등(2001)
의 연구에 근거하여 밀가루와 혼합할 반죽수의 조성을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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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s Sample
(%) CON1 CON2 SN DAN DCN

Wheat flour 100 100 100 100 100
Salt 2 2 2 2 2

Water 40 6.66 6.24 4.18

Pre-emulsion 40
SN-NE 33.3

DAN-NE 33.8
DCN-NE 35.8

CLN, capsaicin-loaded nanoemulsions; CON1, wet noodle based on water; CON2, wet noodle based on pre-emulsion; SN, wet noodle based 
on single-layer nanoemulsion; DAN, wet noodle based on double-layer (alginate) nanoemulsion; DCN, wet noodle based on double-layer 
(chitosan) nanoemulsion;  SN-NE, single-layer nanoemulsion; DAN-NE, double-layer (alginate) nanoemulsion; DCN-NE, double-layer (chito-
san) nanoemulsion.

Table 1. Formulas for wet noodles based on CLN by microfluidization 

하여 Table 1과 같이 정하였다. 물반죽 생면은 밀가루 무게 

기준으로 40%의 생수로 반죽하였고, pre-emulsion 생면은 

pre-emulsion을 0.5%(w/v) 농도로 증류수에 희석한 액으로 반

죽하였다. 나노에멀션 생면은 반죽의 최종 capsaicinoids 함량

을 2 μg/g dough로 하여 반죽수를 조제하였다. 생면은 Lee 등
(2008)의 방법에 따라 가정용 반죽기(5KSSS, Kitchen Aid, 
USA)를 사용하여 조제하였다. 밀가루 무게 100 g 기준으로 

2%의 정제염을 생수에 녹여 소금물을 준비하고, 나노에멀션

과 혼합하여 만든 나노에멀션 반죽수를 spiral dough hook로 

교반 중인 밀가루에 서서히 투입하였다. 이때 교반속도는 

speed control lever 2단으로 5분, 1단으로 5분간 작동하였다. 
반죽은 폴리에틸렌 필름에서 실온에서 1시간 숙성 후 150 g
씩 분할하여 가정용 제면기(BE-6200, 벧엘산업, 대한민국)의 

면대 형성틀을 4.0 mm에서 1.8 mm까지 3회 통과시켜 최종 

두께 1.8 mm, 너비 4.0 mm의 국수 가닥으로 조제하였다. 완
성된 생면은 150 g씩 진공으로 포장하여 4℃에서 저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3. 생면과 조리면의 품질특성과 저장성

1) 수분흡수율, 부피변화, 가용성 고형분 용출량
조리에 따른 수분흡수율, 증가부피와 가용성 고형분 용출

량 등은 건면, 생면 등의 조리 전후 중요한 품질자료로 활용

되고 있다(Collado & Corke 1997). 조리면의 수분흡수율은 생

면 30 g을 300 mL의 끓는 증류수에서 3분간 가열 즉시 1분간 

냉각하고, 10분간 자연 탈수하여 측정하였다. 조리 후 변화된 

부피는 무게를 측정한 후, 300 mL 증류수가 담긴 500 mL 메
스실린더에 담가 증가한 물 부피로 계산하였다. 가용성 고형

분 용출량은 생면을 가열한 조리액 10 mL를 취하여 105℃
상압가열건조법으로 분석하였다. 면의 수분흡수율은 다음 식

에 의하여 계산하였다(Hwang & Jang 2001).

수분흡수율 (%) =
조리후 무게—조리전 무게

× 100
조리 전 무게

2) 수분함량
생면과 조리면의 수분함량은 105℃ 상압가열건조법에 의

하여 분석하였다(KFDA 2010).

3) 색도
생면과 조리면은 색체계(Chromo meter, CR-400, Minolta, 

Japan)를 국숫발에 직접 접촉시켜 5회 이상 측정하여 그 평균

값을 Hunter값(L, a, b)과 색도차인 ΔE에 의하여 표시하였다. 
실험 전 보정에 이용한 백색판의 표준 값은 Y=93.6, X= 
0.3131, y=0.3192였다(Hwang & Jang 2001).

4) 텍스처
생면과 조리면의 텍스처는 Texture Analyzer(TA-XT2, Sta-

ble Micro Systems Co., UK)를 사용하였다. 시료는 15 cm 길이

로 하여 1가닥씩 10회 이상 반복하여 측정한 평균값으로 하

였으며, Table 2와 같은 조건에 의하여 견고성(hardness), 부착

성(ad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 씹
힘성(chewiness) 항목을 평가하였다(Hwang & Jang 2001).

5)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생면과 조리면은 국숫발을 1 mm 이내로 세로로 절단하여 

동결건조한 시료를 이용하였다. 시료는 carbon tape를 붙인 

금속판 위에 고정을 시키고, 진공상태에서 1분 30초간 ion 
sputter(Sputter Coater 108 AUTO; JEOL Ltd., Japan)로 백금 코

팅하여, 20 kV의 주사전자현미경(JSM-6701F, JEOL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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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ation rate 400 pps

Contact force 5.0 g

Pre-test speed 0.2 mm/s

Post-test speed 0.2 mm/s

Test speed 0.2 mm/s

Strain 50.00%

Threshold 50 g

Time 0.50 s

Trigger type Auto 10 g

Probe 2 mm Dia cylinder aluminium

Table 2. Conditions of texture analyzer

Fig. 2. Standard curve of HPLC for capsaicinoids.

Japan)을 사용하여 1,000배 배율로 관찰하였다(Katagiri & Ki-
tabatake 2010).

6) Capsaicinoids 함량
생면과 조리면의 capsaicinoids는 시료 약 5 g을 정확히 취

하여 95% ethanol 50 mL를 혼합하여 90℃ 이상의 수조에서 

3시간 교반, 추출하여 냉각하였다. 추출액은 10 mL를 취하여 

5 g의 mixed resin(M8157, Sigma, USA)과 혼합하여 resin의 보

라색이 호박색으로 변화하면, 0.2 μm PVDF Syringe filter(What- 
man, England)로 여과한 후 Ha 등(2010)의 방법을 변형하여 

HPLC(LC-NET Ⅱ/ADC, Jasco, Japan)에서 XDB-C18(Agilent 
Technologies, USA) 250 mm×4.6 mm, 5 μm particle size column
으로 20 μL를 주입하여 35℃, 280 nm, 0.8 mL/min을 조건에서 

분석하였다.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의 혼합물(65:35, Fluka, 
Switzerland)을 표준물질로 하여, Fig. 2의 0, 20, 40, 60, 100 
μg/mL(R2=0.999)의 표준곡선식에 의하여 capsaicin과 dihydro- 
capsaicin의 합으로 정량하였다. 

7) 저장성
생면과 조리면은 15×25 cm 폴리에틸렌 필름에 150 g 단위

로 진공 포장한 후 4℃냉장고에 저장하면서 사용하였다. 시
료는 7일 간격으로 10 g을 무균상태에서 멸균백에 취하고 멸

균 생리식염수 90 mL를 가하여 Stomacher(400P, Interscience, 
France)에서 5분간 교반한 현탁액을 pH 측정과 미생물 실험

에 사용하였다. 저장 중 생면의 pH 변화는 생균수 측정에 사

용한 현탁액 20 mL를 pH meter(720A, ORION, USA)로 측정

하였다. 미생물 변화는 평판배양법으로 하여, 총균은 PCA 
agar(Difco, USA)에 분주하여 37℃에서 48시간, 효모와 곰팡

이는 PDA agar(Difco, USA)에 분주하여 25℃에서 72시간, 대
장균은 3M film(3M, USA)에 분주하여 37℃에서 24~48시간 

배양한 후 생성된 colony수를 측정하였다(KFDA 2010). 

8) 관능검사
나노에멀션으로 반죽한 조리면을 차이식별검사와 기호도 

검사를 9점 척도법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패널은 한국식품연

구원에서 재직 중인 25~35세 남녀연구원 30명이었다. 각 시

료는 3자리 난수로 나타낸 일회용 컵에 담아서 제시하였다. 
평가 항목은 기호도 조사의 경우, 외관, 매운맛, 붉은 정도, 
텍스처, 전체적인 기호도를 실시하였다(Hwang & Jang 2001).

4.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SAS system(Ver. 9.4, Cary NC, USA)의 분산분

석(ANOVA)을 사용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각 처리구간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생면과 조리면의 품질특성

1) 수분흡수율, 부피변화, 가용성 고형분 용출량
유화제는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유화, 빵 등에 다양한 용

도로 food system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Woo 등 2015). 제면

시 첨가하면 조리 중 제조공정을 원활하게 하며, 전분의 용출

과 노화 방지 효과 등으로 품질개량제의 일종으로 사용된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프로필렌글리콜은 습윤․유화․안정제

로서 정균작용이나 보존목적에 사용되며, 저장성을 연장시키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oon HY 2007). 
그러므로 지용성 생리활성 성분이 포집된 O/W 나노에멀션

을 반죽수로 이용하여 생면을 조제하고 생면의 품질특성과 

저장안성정을 살펴봄으로써, 유화제 첨가에 의한 품질개량

효과와 동시에 나노에멀션 내에 포집된 지용성 생리활성 성

분의 보호 효과를 살펴보고, 생면의 저장기간 연장 여부를 조

사하였다. 단일층 나노에멀션, 알긴산 이중층 나노에멀션,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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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b ∆E

Before

CON1 76.59±1.06a,2) －2.03±0.02d 15.66±0.30d 57.09±1.09a

CON2 68.51±0.53c 6.20±0.13a 28.42±0.19a 55.11±0.45b

SN 71.94±0.23b 3.24±0.26b 26.20±0.71c 56.74±0.36a

DAN 71.87±0.16b 3.41±0.04b 26.87±0.30b 57.00±0.21a

DCN 73.01±0.73b 2.99±0.11c 25.71±0.27c 57.46±0.78a

After

CON1 72.53±0.87a －1.39±0.17c 14.96±0.32c 52.98±0.90a

CON2 65.91±1.64b 5.37±0.27a 26.87±0.60a 52.01±1.68ab

SN 66.59±2.00b 2.69±0.16b 23.36±0.48b 50.66±1.94b

DAN 66.08±2.29b 2.69±0.26b 23.35±0.65b 50.22±2.24b

DCN 66.38±0.72b 2.56±0.13b 23.29±0.27b 50.44±0.72b

CLN, capsaicin-loaded nanoemulsions; CON1, wet noodle based on water; CON2, wet noodle based on pre-emulsion; SN, wet noodle based 
on single-layer nanoemulsion; DAN, wet noodle based on double-layer (alginate) nanoemulsion; DCN, wet noodle based on double-layer 
(chitosan) nanoemulsion.
1) Mean±standard deviation (SD) of three replications (n=5).
2) Data with different superscript small letters (a~d)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4. Color value of wet noodles based on CLN before/after cooking1)

　 Water absorption (%) Volume (mL) Soluble solid (%)
CON1 53.45±2.63a,2) 41.67±2.89bc 0.50±0.07a

CON2 54.84±3.54a 46.67±2.89a 0.39±0.01b

SN 54.83±3.01a 45.00±0.00ab 0.41±0.02b

DAN 55.51±3.08a 41.67±2.89bc 0.45±0.03b

DCN 56.97±4.54a 40.00±0.00c 0.45±0.03b

CLN, capsaicin-loaded nanoemulsions; CON1, wet noodle based on water; CON2, wet noodle based on pre-emulsion; SN, wet noodle based 
on single-layer nanoemulsion; DAN, wet noodle based on double-layer (alginate) nanoemulsion; DCN, wet noodle based on double-layer 
(chitosan) nanoemulsion.
1) Mean±standard deviation (SD) of three replications (n=3).
2) Data with different superscript small letters (a~c)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Cooking properties of wet noodles based on CLN after cooking1)

토산 이중층 나노에멀션을 반죽수로 하여 만든 각각의 생면

의 수분흡수율, 증가부피, 가용성 고형분 용출량은 Table 3
과 같다.

Lee 등(2000)의 결과와 같이 물반죽 생면과 비교하였을 때 

Pre-emulsion과 나노에멀션을 반죽수로 하여 만든 생면의 수

분흡수율은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가용성 고형분 용출량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Kim JS(1998)는 조리면의 가

용성 고형분 용출량이 클수록 면이 조리된 후 쉽게 풀어지고 

끊어진다고 하였고, Kim & Son(2004)은 PG와 중합인산염을 

첨가한 생면의 탁도가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고 하여 

본 실험과 같은 경향을 보고하였다. 이는 밀가루 내에서 에멀

션이 균일하게 분산되어 급작스런 물의 이동을 저지하고, 밀
가루 단백질의 점착력을 증가시켜 가용성 단백질 용출을 억

제시킨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알긴산과 키토산 등의 검물

질은 수분 결합력이 강하고 반죽 내에서 수분을 균일하게 분

포시킬 수 있기 때문에(Anderson & Andon 1988), 부피증가율 

및 가용성 고형분 손실량이 감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Lai 
HM(2001)은 쌀국수의 품질특성에 미치는 유화제의 영향을 

검토하여 조리한 쌀국수의 유화제 첨가는 유화제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조리 손실을 감소시켰다고 하

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2. 생면과 조리면의 색도
단일층 나노에멀션, 알긴산 이중층 나노에멀션, 키토산 이

중층 나노에멀션을 반죽수로 하여 만든 각각의 생면과 조리

면의 색도 차이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생면의 색도 변화는 물반죽 생면은 pre-emulsion 생면이나 

나노에멀션 생면과 비교하여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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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dness(g) Adhesiveness Springiness Cohesiveness Chewiness

Before

CON1 701.27±114.14a,2) －21.45±17.98b 0.29±0.03b 0.28±0.03a  57.49±14.52ab

CON2 773.45±58.82a －13.69±6.73ab 0.30±0.02ab 0.30±0.03ab  68.48±13.15a

SN 708.58±95.28a －6.33±2.90a 0.30±0.02ab 0.28±0.03ab  60.25±12.43ab

DAN 672.71±149.36a －6.91±2.29a 0.29±0.03b 0.26±0.03b  50.54±9.40b

DCN 684.97±84.57a －11.42±4.35ab 0.32±0.02a 0.30±0.03a  66.42±18.07a

After

CON1 721.76±179.03a －411.24±155.42b 0.78±0.11a 0.65±0.05a 420.93±118.61a

CON2 752.64±64.31a －318.90±137.67ab 0.77±0.18a 0.60±0.11a 364.59±127.26a

SN 792.92±238.84a －294.43±211.16ab 0.80±0.06a 0.63±0.02a 401.04±145.92a

DAN 738.99±82.16a －253.26±99.36a 0.79±0.04a 0.63±0.04a 366.69±52.96a

DCN 745.25±81.69a －256.54±97.45a 0.79±0.05a 0.64±0.04a 380.23±76.68a

CLN, capsaicin-loaded nanoemulsions; CON1, wet noodle based on water; CON2, wet noodle based on pre-emulsion; SN, wet noodle based 
on single-layer nanoemulsion; DAN, wet noodle based on double-layer (alginate) nanoemulsion; DCN, wet noodle based on double-layer 
(chitosan) nanoemulsion.
1) Mean±standard deviation (SD) of three replications (n=10).
2) Data with different superscript small letters (a,b)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5. Texture profile analysis parameters for wet noodles based on CLN before/after cooking1)

±1.06으로 가장 높았고,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과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각각 —2.03±0.02, 15.66±0.30으로 다른 처리

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a값
과 b값은 pre-emulsion 생면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각
각 6.20±0.13과 28.42±0.19였고(p<0.05), 이는 관능평가의 붉

은 색 강도를 높게 평가된 것과 같은 결과였다. 한편, 생면과 

비교하여 조리면의 색도는 모든 처리구에서 L, a, b값이 유의

적으로 낮아졌는데(p<0.05), L값은 65.91±1.64~72.53±0.87, a
값은 —1.39±0.17~5.37±0.27, b값은 14.96±0.32~26.87±0.60으
로 측정되었다. 또한, 물반죽 생면을 기준으로 ∆E값은 pre- 
emulsion 생면의 경우, 1.98로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색 차이

가 났으나, 조리 후에는 pre-emulsion 면의 ∆E값이 0.97로 생

면에 비교하여 색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단

일층 나노에멀션과 이중층 나노에멀션 생면은 0.09~0.37로 

색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조리 후 ∆E값은 물반죽 면을 기준

으로 2.32~2.76으로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색 차이를 나타내

었다.
나노에멀션 생면의 색도가 pre-emulsion 생면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것은 나노에멀션 형태가 지용성 기능성분인 OC
를 포집하였고, 또한 이중층에멀션은 계면활성제 주위에 알

긴산과 키토산 분자들이 얇은 층을 형성하여 단일층 나노에

멀션과 비교하여 물반죽 생면과의 색상 차이가 줄어든 것으

로 생각된다. Lee 등(2008)에 의하면 국수의 색도는 각 식품

원료의 고유 색상에 의하여 그 최종 제품의 색도 특성이 달라

지며, Hwang & Jang(2001)의 결과에 따르면 대조구와 비교하

여 파프리카를 첨가한 생면과 조리면의 L값은 감소하였고, a
값과 b값은 증가하여 본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Kim & Hong(2008)은 홍고추액을 첨가한 생면 파스타

의 품질 특성을 연구하여 조리 전과 비교하여 조리 후 전분

이 호화되면서 팽화와 물의 흡수로 인하여 L값이 증가하였

고, a값과 b값은 약해졌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다르게 보고

하였다. 

3. 생면과 조리면의 텍스처
단일층 나노에멀션, 알긴산 이중층 나노에멀션, 키토산 이

중층 나노에멀션을 반죽수로 하여 만든 각각의 생면과 조리

면의 텍스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견고성은 물반죽 생면이나 pre-emulsion 생면과 비교하여 

에멀션 생면이 672.71±149.36~684.97±84.57로 낮았다. 그러나 

조리 후에는 반대로 에멀션 조리면에서 더 높은 견고성을 나

타내는 경향이었다. 부착성은 물반죽 생면과 비교하여 4개의 

에멀션반죽 생면에서 유의적으로 낮았고, 조리 후에도 물반

죽 조리면의 부착성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다(p<0.05).
국수의 텍스처 중 중요한 특성인 탄력성은 키토산 나노에

멀션 생면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그러나 물

반죽 조리면과 pre-emulsion 조리면의 탄력성은 0.77~0.78 
g/cm2, 에멀션반죽 면은 0.79~0.80 g/cm2로 약간 높은 경향이

었으나,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측정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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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apsaicinoids loss of wet noodles based on CLN 
before/after cooking. CLN, capsaicin-loaded nanoemulsions; 
CON2, wet noodle based on pre-emulsion; SN, wet noodle based 
on single-layer nanoemulsion; DAN, wet noodle based on dou-
ble-layer (alginate) nanoemulsion; DCN, wet noodle based on 
double-layer (chitosan) nanoemulsion.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scopy(×1,000) of wet noo-
dles based on CLN before/after cooking. CLN, capsaicin- 
loaded nanoemulsions; CON1, wet noodle based on water; CON2, 
wet noodle based on pre-emulsion; DCN, wet noodle based on 
double-layer (chitosan) nanoemulsion.

분석해 본 결과, 나노에멀션 첨가는 생면과 조리면의 부착성

을 낮추고, 탄력성을 증가시켜 국수의 텍스처와 품질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Ji SK(2000)는 면의 조제 과정에서 유화제를 사용하면 단

백질, 탄수화물과 작용하여 유지를 균일하게 분산시키고, 탄
력이 있고 견고한 반죽을 만들어 품질을 개량할 수 있기 때문

에, 식품산업에서 면을 가공할 때 2~3% 정도의 유화제를 첨

가할 수 있다고 하였고, Ding & Yang(2013)도 밀가루반죽의 

가공적성과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화제를 첨가하여 

그 물성을 조사하여 유화제 첨가에 따라 국수의 반죽유동학

적 특성 및 품질이 개선되었음을 보고하였다.

4. 생면과 조리면의 전자주사현미경 관찰
물, pre-emulsion, 키토산 나노에멀션으로 조제한 생면과 조

리면의 절단면을 1,000배로 확대하여 전자주사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물반죽 생면과 pre-emulsion 생면에서는 글루텐망에 다양

한 크기의 전분입자들이 불규칙하고 거칠게 퍼져 있었고, 크
기가 불규칙한 공간이 관찰되었다. 키토산 나노에멀션 생면

은 전체적으로 작은 전분 입자들이 균일하게 글루텐망 내부

에 채워져 있었다. 또한 키토산 나노에멀션 면은 물반죽 면과 

pre-emulsion 면과 비교하여 글루텐망과 상호작용으로 부드

러운 표면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다. 
Niu 등(2017)은 통밀반죽에 유화제의 일종인 sodium stea-

royl latete(SSL)을 첨가한 처리구는 글루텐 단백질의 응집을 

촉진시키고, 전분입자와 결합하여 국수반죽에서 단백질 전분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글루텐-전분-지질 복합체의 생성을 촉

진하고, 더욱 조밀한 구조를 생성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

과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Kerch 등(2008)은 제빵과 

노화의 물리화학적 변화에 미치는 키토산의 영향을 연구하

였는데, 키토산은 노화 중 빵 내부의 기공크기를 축소시켜 빵

덩어리의 밀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Lai HM(2001)은 distilled 
glyceryl monostearate(GMS)가 쌀국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수많은 작은 전분입자들이 GMS를 첨가한 국수에

서 발견되었으며, 이것은 GMS가 전분입자의 팽윤을 유의적

으로 제한하여 전분호화를 지연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GMS의 첨가에 의한 전분 호화의 지연은 조리면의 형태를 유

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5. 조리 후 생면의 capsaicinoids 손실율
물반죽 생면을 제외한 Pre-emulsion 생면, 단일층 나노에멀

션 생면, 이중층 나노에멀션 생면을 조리한 후 capsaicinoids 
함량을 정량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조리 전, 후의 capsai-
cinoids 손실율은 키토산 이중층 나노에멀션 19.28% < 알긴산 

이중층 나노에멀션 27.67% < 단일층 나노에멀션 34.89% <  pre- 
emulsion 40.18% 순서였다. 결과적으로 pre-emulsion 생면과 

비교하여 에멀션 처리구의 capsaicinoids 포집효율이 높았고, 
단일층 나노에멀션구와 비교하여 이중층 나노에멀션구의 포

집효율이 더 높게 분석되었다. 
Abrol 등(2005)은 약물을 이용한 나노에멀젼을 제조할 때 

효과적인 방출 속도 지연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Kelmann 등
(2007)은 carbamazepine를 castor oil과 MCT에 용해시켜 레시

틴과 polyoxyl 35 caster oil으로 나노에멀젼을 제조 후 in vitro 
release 실험을 진행한 결과, 나노에멀션이 대조구에 비하여 

방출 속도가 지연되었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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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age(day)
　 0 7 14 21 28

CON1 32.37±0.48b·2),A·3) 31.72±1.13a,A 31.36±0.47c,A 31.85±0.20c,A 32.15±0.21b,A

CON2 32.35±0.31b,AB 32.08±0.37a,B 32.27±0.27ab,AB 32.65±0.16b,AB 32.82±0.52a,A

SN 33.06±0.55ab,A 32.39±0.35a,A 32.09±0.22a,A 32.82±0.51b,A 32.83±0.07a,A

DAN 33.04±0.27ab,A 32.22±0.33a,B 32.18±0.59ab,B 32.41±0.30b,AB 32.77±0.06a,AB

DCN 33.22±0.31a,AB 32.44±0.51a,A 31.97±0.35bc,C 33.81±0.12a,A 33.16±0.31a,B

CLN, capsaicin-loaded nanoemulsions; CON1, wet noodle based on water; CON2, wet noodle based on pre-emulsion; SN, wet noodle based 
on single-layer nanoemulsion; DAN, wet noodle based on double-layer (alginate) nanoemulsion; DCN, wet noodle based on double-layer 
(chitosan) nanoemulsion.
1) Mean±standard deviation (SD) of three replications (n=3).
2) Data with different superscript small letters (a~c)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3) Data with different superscript capital letters (A~C)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7. Change of moisture contents in wet noodles based on CLN for 28 days at 4℃1)

　 Storage(day)
　 0 7 14 21 28

CON1 5.96±0.00c·2),D·3) 6.03±0.04d,C 6.11±0.03d,B 6.35±0.01a,A 5.65±0.05d,E

CON2 6.13±0.01b,C 6.43±0.04b,A 5.99±0.00e,D 6.32±0.04ab,B 5.97±0.03a,D

SN 6.24±0.04a,B 6.38±0.06b,A 6.27±0.00b,B 6.24±0.02b,B 5.90±0.04b,C

DAN 6.20±0.01a,BC 6.31±0.01c,A 6.15±0.01c,C 6.23±0.07c,B 5.74±0.03c,D

DCN 6.22±0.04a,C 6.51±0.00a,A 6.35±0.01a,B 6.34±0.04a,B 5.94±0.04ab,D

CLN, capsaicin-loaded nanoemulsions; CON1, wet noodle based on water; CON2, wet noodle based on pre-emulsion; SN, wet noodle based 
on single-layer nanoemulsion; DAN, wet noodle based on double-layer (alginate) nanoemulsion; DCN, wet noodle based on double-layer 
(chitosan) nanoemulsion.
1) Mean±standard deviation (SD) of three replications (n=3).
2) Data with different superscript small letters (a~d)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3) Data with different superscript capital letters (A~E)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6. Change of pH in wet noodles based on CLN for 28 days at 4℃1)

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물반죽 생면이나 pre- 
emulsion 생면에 비교하여 나노에멀션의 유용성분 보호 효과

와 이중층 나노에멀션을 구성하는 생고분자의 캡사이신 방

출 속도 연장과 성분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하여 생체 

전달 시스템에서의 방출효율 등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6. 생면의 저장안정성

1) pH, 수분함량, 색도 변화
4℃에서 28일 동안 저장한 생면의 pH는 Table 6과 같다. 

생면의 초기 pH는 시료에 따라 5.96±0.00~6.24±0.04 범위로 

칼국수나 우동의 초기 pH가 6.01인 것과 비교하여 비슷한 경

향을 나타내었다(Park 등 1994). 물반죽 생면의 pH는 저장 21
일까지 pH 5.96±0.00에서 pH 6.35±0.01로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가(p<0.05), 저장 28일째 pH 5.65±0.05로 급격히 감소하였

다. Pre-emulsion 생면과 나노에멀션 생면은 초기 pH가 6.13 
±0.01~6.24±0.04였고, 저장 7일까지 pH 6.31±0.01~6.51±0.00
으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21일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하였으나, 이후 pH 5.74±0.03~5.97±0.03으로 유의적으로 감소

하였다(p<0.05). 결과적으로, 4℃에서 저장 28일 후 생면의 

pH는 물반죽 생면< 알긴산 나노에멀션 생면< 단일층 나노에

멀션 생면< 키토산 나노에멀션 생면< pre-emulsion 생면 순서

로 변화하였고, 처리구 모두 pH가 6.00 이하로 감소하였다. 
한편, 키토산 나노에멀션 생면은 나머지 4개의 처리구와 비

교하여 저장 기간 동안 유의적으로 높은 pH를 유지하였다. 
한편, Lee 등(2000)은 생면을 4℃에서 저장하였을 때 대조구

와 비교하여 키토산 첨가구의 pH 변화가 적었다고 하여 본 

결과와 같은 경향을 제시하였다.
4℃에서 28일 동안 저장한 생면의 수분함량 변화는 Table 7

과 같다. 저장 0일, 물반죽 생면과 pre-emulsion 생면의 수분함



김민지 이수정 한국식품영양학회지968

　 Day　 L a b ∆E

CON1

0 76.59±1.06a,2) －2.03±0.02c 15.66±0.30a 57.09±1.09a

7 72.53±0.87c －1.39±0.17b 14.96±0.32a 52.98±0.90c

14 73.19±1.04bc －1.44±0.22b 14.13±0.79b 53.39±1.21bc

21 74.07±0.46b －1.28±0.08b 15.09±0.42a 54.50±0.53b

28 72.86±0.92bc －0.77±0.10a 13.99±0.21b 53.02±0.88c

CON2

0 68.51±0.53a 6.20±0.13a 28.42±0.19a 55.11±0.45a

7 65.91±1.64b 5.37±0.27bc 26.87±0.60b 52.01±1.68b

14 67.00±0.94ab 5.24±0.12c 26.48±0.44b 52.73±1.02b

21 67.94±1.44ab 5.63±0.27b 37.15±0.67b 53.91±1.53ab

28 68.13±2.22ab 5.51±0.20bc 27.06±0.44b 54.02±2.11ab

SN

0 71.94±0.23a 3.24±0.26a 26.20±0.71a 56.74±0.36a

7 66.59±2.00c 2.69±0.16b 23.36±0.48c 50.66±1.94c

14 69.42±0.69b 2.72±0.13b 23.39±0.24bc 53.20±0.61b

21 71.70±2.36ab 3.13±0.38a 23.99±0.34b 55.54±2.15a

28 71.62±0.73ab 2.77±0.18b 23.72±0.30bc 55.33±0.65a

DAN

0 71.87±0.16a 3.41±0.04a 26.87±0.30a 57.00±0.21a

7 66.08±2.29b 2.69±0.26bc 23.35±0.65b 50.22±2.24c

14 70.33±1.47a 3.03±0.21b 23.41±0.67b 54.05±1.59b

21 70.71±0.68a 2.97±0.20bc 24.08±0.30b 54.68±0.72b

28 71.81±1.45a 2.74±0.23bc 23.73±0.50b 55.50±1.25ab

DCN

0 73.01±0.73a 2.99±0.11bc 25.71±0.27a 57.46±0.78a

7 66.38±0.72c 2.56±0.13c 23.29±0.27c 50.44±0.72d

14 69.27±1.14b 3.20±0.15b 24.37±0.71b 53.53±1.34c

21 72.12±1.93a 3.39±0.62ab 24.69±0.78ab 56.24±1.61ab

28 71.43±2.05a 3.69±0.37a 24.21±1.35bc 55.43±2.16b

CLN, capsaicin-loaded nanoemulsions; CON1, wet noodle based on water; CON2, wet noodle based on pre-emulsion; SN, wet noodle based 
on single-layer nanoemulsion; DAN, wet noodle based on double-layer (alginate) nanoemulsion; DCN, wet noodle based on double-layer 
(chitosan) nanoemulsion.
1) Mean±standard deviation (SD) of three replications (n=5).
2) Data with different superscript small letters (a~c)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8. Change of color value of wet noodles based on CLN for 28 days at 4℃1)

량은 단일층, 이중층 나노에멀션 생면과 비교하여 유의적으

로 낮게 평가되었다(p<0.05). 이러한 결과는 이중층 나노에멀

션의 수분흡수율이 가장 높았던 결과와 같은 경향으로 생각

되었다. 저장기간에 따른 처리구별 수분함량 변화는 32.08± 
0.3~33.81±0.12%였고, 물반죽 생면, pre-emulsion 생면, 그리

고 단일층 나노에멀션 생면은 저장 기간 동안 일정한 수분함

량을 유지하였으나, 이중층 나노에멀션 생면은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분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검물질을 첨가한 홍삼생면의 저장안정성에 관한 Kim EM 

(2009)의 보고에 따르면 대조구와 비교하여 검물질 첨가구의 

수분보유력이 높았고, 저장 기간이 지남에 따라 대조구의 수

분함량은 거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검물질 첨가구의 수분함

량이 다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제시하였다.
생면의 저장기간에 따른 색도 변화는 Table 8에 나타내었

다. 저장 1일 생면의 L, a, b값은 각각 68.51±0.53~76.59±1.06, 
—2.03±0.02~6.20±0.13, 15.66±0.30~28.42±0.19 범위에서 저장 

28일후 68.13±2.22~72.86±0.92, —0.77±0.10~5.51±0.20, 13.99± 
0.21~27.06±0.44로 변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시료구에서 초기 대조구에 비교하여 L, a, b값이 감소하

였고, 색차이가 적어졌다. 

7. 미생물 변화
생국수류의 품질 특성 평가로는 이화학적 특성, 조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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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 of microorganism of wet noodles based 
on CLN for 28 days at 4℃. CLN, capsaicin- loaded nanoe-
mulsions; CON1, wet noodle based on water; CON2, wet noodle 
based on pre-emulsion; SN, wet noodle based on single-layer 
nanoemulsion; DAN, wet noodle based on double-layer (algi-
nate) nanoemulsion; DCN, wet noodle based on double-layer 
(chitosan) nanoemulsion.

Fig. 6. Sensory evaluation of wet noodles based on CLN 
after cooking. CLN, capsaicin-loaded nanoemulsions; CON1, 
wet noodle based on water; CON2, wet noodle based on pre- 
emulsion; SN, wet noodle based on single-layer nanoemulsion; 
DAN, wet noodle based on double-layer (alginate) nanoemul-
sion; DCN, wet noodle based on double-layer (chitosan) nano-
emulsion.

관능적 특성 이외에도 미생물학적인 특성이 있다. 미생물학

적인 특성은 주로 총균수와 대장균군 또는 대장균이 고려되

어지며, 일반적으로 밀가루로 생면을 조제시 초기 총균수는 

103~104 CFU/g으로 알려져 있다(Park 등 1994). Fig. 5는 4℃에

서 28일 동안 나노에멀션을 반죽수로 하여 만든 생면의 총균

수와 효모와 곰팡이수 변화이다. 본 실험에서 생면의 초기 총

균수는 키토산 나노에멀션 생면 1.0×105 CFU/g, 단일층 나노

에멀션 생면 8.6×105 CFU/g, pre-emulsion 생면 8.8×105 CFU/g, 
물반죽 생면 1.1×106 CFU/g), 알긴산 나노에멀션 생면 1.3×106 

CFU/g이었다. 그러나 저장 28일 후 키토산 나노에멀션 생면

은 1.5×106 CFU/g, pre-emulsion 생면은 1.8×106 CFU/g, 단일층 

나노에멀션 생면은 2.5×106 CFU/g, 물반죽 생면은 9.7×106 
CFU/g, 알긴산 나노에멀션 생면은 1.1×107 CFU/g로 변화하였

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키토산 이중층 나노에멀션 생면이 

미생물 증식 억제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키토산 이중층 나노에멀션 생면의 경우, 저장 28일 이후의 효

모와 곰팡이수도 가장 적게 검출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키

토산 고분자의 항균활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품분야에서 키토산은 항균작용, 보습성, 유화 안정성과 

생리활성 기능의 연구가 다량 이루어지고 있다. Kim JS(2004)
는 키토산과 키토올리고당의 첨가가 식빵의 shelf-life를 연장

시켰다고 하였고, 생면에 키토산을 첨가하여 그 저장성을 연

구한 Lee 등(2000), 김치에 키토산 용액을 침지하여 미생물 

억제 효과를 보고한 Lee & Jo(1998)의 연구 결과 등, 키토산

을 각종 식품에 적용했을 때 식품의 저장성 연장에 뛰어난 

효과가 보고되면서 면은 물론 식빵, 음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

서 사용되고 있다. 

8. 조리면의 관능특성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재직 중인 25~35세 연구원 30명을 대 

상으로 조리면의 차이식별검사와 기호도검사를 실시하여 

Fig. 6과 Table 9에 나타내었다. Pre-emulsion 면의 강도 특성

은 물반죽 면이나 나노에멀션 면과 비교하여 텍스처를 제외

하고, 외관, 붉은색 강도, 매운 강도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

나, 기호도 측면에서는 나노에멀션 면과 비교하여 유의적으

로 낮았다(p<0.05). 기호도 특성은 단일층 나노에멀션 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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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ance Color Texture Pungency

CON1 4.87±2.01c,2) 0.60±0.67d 5.63±1.25b 0.60±40.56c

CON2 6.97±1.22a 7.23±1.10a 5.63±1.22b 4.97±1.81a

SN 5.20±1.69bc 4.30±1.15c 5.70±1.12b 3.77±1.65b

DAN 5.53±1.87bc 4.57±1.30c 6.00±1.14b 3.50±1.59b

DCN 5.97±1.43b 5.33±1.27b 6.67±1.35a 3.23±1.50b

CLN, capsaicin-loaded nanoemulsions; CON1, wet noodle based on water; CON2, wet noodle based on pre-emulsion; SN, wet noodle based 
on single-layer nanoemulsion; DAN, wet noodle based on double-layer (alginate) nanoemulsion; DCN, wet noodle based on double-layer 
(chitosan) nanoemulsion.
1) Mean±standard deviation (SD) of three replications (n=30).
2) Data with different superscript small letters (a~c)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9. Sensory attribute difference test of wet noodles based on CLN after cooking

이중층 나노에멀션 면이 붉은 색 정도, 향미, 텍스처, 매운 정

도, 전체적인 기호도의 항목에서 물반죽 면이나 pre-emulsion 
면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높게 평가되었다(p<0.05).

이러한 결과는, 나노에멀션 면에 함유된 capsaicinoids 함량

을 감지 한계농도 수준으로 첨가하였고, 지용성 기능성분이 

encapsulation되면서 섭취 중 발생할 수 있는 자극적 향미가 

순화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물반죽 면이나 pre- 
emulsion 면과 비교하여 붉은 강도는 낮았으나 붉은 색에 대

한 기호도는 나노에멀션 면이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p<0.05). Kim & Hong(2008)은 홍고추액을 첨가한 생면 파스

타의 기호도 관능평가 결과, 적당한 정도의 붉은 색과 일정 

수준의 매운맛 성분은 유의적으로 기호도를 증가시켰고, 10% 
이상의 홍고추액 첨가는 붉은 색 강도와 맛이 너무 강하여 

오히려 거부감을 나타내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

게 보고하였다. 한편, 기호도 측면에서 대조구보다 높게 평가

되었다는 것은 다양한 기능성 원료로 제조된 유색국수에 대

한 소비자의 인식 전환과, 국수의 흰색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

화 등 기능성 유색국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해석하여(Min 등 2015; Park 등 2015; Lim 등 

2003),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관능적인 기호성과 

지용성 생리활성성분을 포함한 생면의 상업적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식품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모델시스템으로 

나노에멀션을 반죽수로 첨가한 생면을 제조하여 그 품질특

성과 저장안정성을 검토하여 실제 산업화 적용 가능성을 연

구하였다. 그 결과, 물반죽 생면과 비교하여 나노에멀션을 첨

가한 생면군의 텍스처에서 탄력성이 높고 부착성이 낮아져 

생면의 품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물, pre-emulsion, 키토산 나노에멀션으로 조제한 생면과 조

리면의 절단면을 전자주사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키토산 

나노에멀션 생면은 전체적으로 작은 전분 입자들이 균일하

게 글루텐망 내부에 채워져 있었으며, 다른 처리구와 비교하

여 글루텐망과 상호작용으로 부드러운 표면구조가 관찰되

었다. 
조리 전, 후 캡사이신 손실율은 키토산 이중층 나노에멀션 

19.28% < 알긴산 이중층 나노에멀션 27.67% < 단일층 나노에

멀션 34.89% < pre-emulsion 40.18% 순으로 pre-emulsion 구와 

비교하여 모든 나노에멀션 첨가 생면의 capsaicinoids 포집효

율이 높았고, 키토산 이중층 나노에멀션 첨가 생면의 cap-
saicinoids 포집효율이 가장 높게 평가되어, 알긴산과 키토산

을 이용한 이중층 나노에멀션은 캡사이신 방출속도 지연과 

보호가 가능하여 식품산업에서 광범위한 응용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되었다. 
4℃에서 28일 동안 나노에멀션을 반죽수로 하여 만든 생

면의 저장 28일 후의 총균수는 키토산 나노에멀션 생면 1.5× 
106 CFU/g < pre-emulsion 생면 1.8×106 CFU/g < 단일층 나노

에멀션 생면 2.5×106 CFU/g < 물반죽 생면 9.7×106 CFU/g < 알

긴산 나노에멀션 생면 1.1×107 CFU/g으로 키토산 이중층 나

노에멀션 생면의 미생물 증식 억제에 효과적으로 판단되었

다. 또한 단일층 나노에멀션 면과 이중층 나노에멀션 면의 관

능적 기호도 특성은 붉은 색 정도, 향미, 텍스처, 매운 정도, 
전체적인 기호도의 항목에서 물반죽 면이나 pre-emulsion 면
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그러므로 이상의 결

과로 종합해 볼 때 지용성 생리활성 성분을 키토산과 같은 

생체고분자물질로 나노에멀션화하여 생면에 적용할 경우, 기
호도와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산업적 제품으로

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

진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하여 생체 전달 시스템에서의 방

출효율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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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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