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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storage of noodle with added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Wet 

noodles were prepared at concentration of 1, 2, and 3% (w/w) of the fruit based on flour weight. Moisture content of the noodles with or 

without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was 33.09~33.50%. Ca, K and Mg contents of flowering cherry fruit noodle were increasing at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Cooked weight, volume, and water absorption decreased with increased fruit 

powder, whereas turbidity increased. For Hunter's color values of noodles, L (lightness) and b (yellowness) values decreased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 of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whereas a (redness) value  increased. For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 noodles, 

adhesiveness of cooked noodle with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were higher than those of control. The pH of flowering cherry fruit 

noodle was lower than that of control during storage. Bacterial counts of wet noodle with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s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control on the 10th day of storage at 5℃. From the sensory evaluation of 20's, texture, taste, and overall preferenc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control and the fruit groups, but the color scores of 2% and 3% flowering cherry fruit noodl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1% fruit noodle (p<0.05). In 40's sensory evaluation, color and overall preference scores of flowering cherry 

fruit noodl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control.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ggested that the addition of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in combination with flour was tended to improve antimicrobial effects during storage when compared t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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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면류는 국내 주식 중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고 있는 식

품이며, 건강, 생지, 향, 재료, 맛의 다양화 및 고급화를 요구

하는 소비패턴의 요인과 대형할인점 유통이나 프랜차이즈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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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 등 유통의 범위가 넓어지고 냉장-냉동 시설의 발달과 

원활한 물류시스템의 체계구성으로 생면류가 연 20%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12년 5개의 가공분야 

중 면류를 수출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2011년 11월말 수출액 

78.0백만불에서 2016년 수출목표를 620백만불로 잡고 있다

(Food Journal 2011). 면 또는 국수는 밀가루를 비롯해 곡류, 

소금과 물 등을 혼합하여 반죽하고 면대를 형성시킨 다음 일

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만든 식품으로 글루텐의 독특한 성질

에 의해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밀 가공식품 중의 하나이다

(Park SI와 Cho EJ 2004). 밀가루에는 글루텐이 적절하게 함

유되어 있어 반죽이 잘 되기 때문에 대부분 국수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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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밀가루를 이용하여 왔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

가로 영양뿐 아니라 기능성 식품을 첨가한 건강 지향적인 국

수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Kim YS 1998, Hwang JH

와 Jang MS 2001, Kim YA 2002, Park JH 등 2003, Jeon JR등 

2005, Kim HR 등 2005, Park BH와 Cho HS 2006, Kim SM 

등 2007, Jo YG 2008). 

한편 벚나무(Prunus serrulata L. var. spontanea Max. wils., 

Japanese flowering cherry)는 우리나라의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의 산지 해발 100~1,560m 의 촌락부근에 자생하는 

낙엽교목으로(산림청 2008), 품종은 매우 다양하며 특히 가로

수로 이용되는 벚나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품종인 왕

벚나무(Prunus yedoensis Matsumura)는 제주도 한라산 기슭이 

원산지로 수형과 꽃이 아름다워 전국에 식재하고 있으며, 예

로부터 약용 식물로 사용되어 왔다(최영전 1992; Yoo TJ 

1998).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가로수 등으로 벚나무의 식재가 다른 

품종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2004년 54,739본, 

2005년 57,335본, 2006년 42,773본, 2007년 26,157본으로 전체 

가로수의 약 30% 가까이 되고 있으며, 특히 2011년 전남지역 

가로수 식재 중 벚나무가 19만 7007그루로 전체 18.8%를 차

지하여 전남지역 가로수 가운데 가장 많이 식재된 수종이다

(산림청 2008). 벚나무 열매인 버찌는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

에 수확되며, 특성상 저장기간이 길지 않고 서양체리에 비해 

그 크기가 작고 씨도 굵으며, 과육이 적을 뿐만 아니라 맛도 

덜해 생과로서의 이용이 힘들다. 버찌소주나 버찌편으로 만들

어 먹기도 하지만 과실의 특성상 대부분 식품으로 사용되지 

않고 성숙된 뒤 떨어지면 그대로 방치되거나 혹은 짓밟혀서 

그 주위를 오염시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

며, 우리나라에서 버찌는 동물들의 먹이로 이용되는 것 외에 

대부분 수거하여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Kim KH 등 2010). 

하지만 버찌는 다른 과일과 마찬가지로 영양성분과 다양한 

생리활성을 지니고 있는데 포도당, 과당 등의 당분이 7~14%, 

유기산으로 사과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색소는 플라보노이드 

계에 속하는 적색, 청색, 자색, 그리고 이들의 중간색을 나타

내는 대부분이 배당체인 안토시아닌이며 시아니딘이 주성분

이다(Yoo TJ 1998). 

식품의 기호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색은 외관상 대단

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Kim YH 1999), 특히 안토시아

닌계 색소는 항암작용(Plochmann K 등 2007; Tsukada YI 

2001), 면역증강((Koide T등 1997; Park YE 등 2008), DNA 손

상억제((Deguchi T 등 2000; Espin JC 2000), 항산화효과

((Kanatt SR 등 2005; Prior RL 2005; Wang SY 2000)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버찌에 관한 연구로는 버찌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색소의 

특성에 관한 연구(Kim YH 1999)가 있으며,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로는 Jung HA 등(2002)의 연구에서 벚나무 열매의 메탄

올 추출물이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세포독성이 없고, NO(nitric oxide) 저해 활성 및 항바이러스 

활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KH 2009).

이 같은 생리활성을 지닌 버찌를 다양하게 가공하여 식품

산업에 적용할 경우 경제적인 이득 및 건강상의 이득이 예상

되는데 버찌의 가공제품에 관한 연구로는 버찌분말을 첨가한 

쿠키(Kim KH 등 2009), 초콜릿(Yoon MH 등 2009), 요구르트

(Kim KH 등 2009), 젤리(Kim KH 등 2010), 식빵(Yoon MH 등 

2010)이 연구되었으며, 국수에 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영양성분 및 생리활성 

성분이 함유되어있는 버찌를 이용한 식품 개발을 위해 버찌

의 가식부를 동결 건조 한 후, 이 버찌가루를 첨가하여 국수

를 제조하고 품질과 저장성을 검토하여 버찌의 면 관련 식품

산업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버찌는 전남 여수지역의 왕벚나무 열매를 2011년 6월에 수

확하여 깨끗이 세정한 후 씨를 제거한 가식부만 동결 건조하

여 성분분석 및 생면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제면용 중력분 

밀가루(CJ 제일제당)와 소금(청정원)은 마트에서 구입하였으

며, 물은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2. 버찌분말 첨가 국수 제조

버찌 분말의 첨가량을 결정하기 위한 예비실험으로 동결 

건조한 버찌의 분말을 이용하여 제면용 밀가루에 각각 

0~6%(w/w)를 첨가하고, 물과 소금을 첨가하여 반죽한 다음 

숙성 기간을 지난 후, 면대를 형성하고, 국수 제조기를 이용

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면을 제조한 후 조리를 하였다. 그 결

과 버찌 분말이 4% 이상 첨가된 국수는 끓인 후 퍼지는 경

향이 있어 버찌 분말 첨가량을 최대 3%로 결정하고 대조군으

로 버찌 분말 무첨가군과 버찌 분말 첨가군으로 1%, 2%, 3%

로 결정하였다. 버찌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생면 재료의 

배합 비는 Table 1과 같다. 밀가루와 버찌분말을 합하여 100

으로 하였을 때 버찌분말의 첨가 비율에 따라 나머지를 밀가

루로 보충하였다. 소금은 동일한 양으로 정하였고, 물은 예비

실험에서 반죽의 수분함량을 측정하여 수분 함량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는 물성측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군간에 거

의 비슷한 수분함량을 맞추기 위하여 수분 함량은 약간 다르

게 결정하였으며, 반죽의 회수는 일정하게 하였다. 면을 제조

하여 8시간 숙성시킨 생지를 제면기(Atlas 150, Marcato Co. 

Ltd, Italy)에서 롤 간격을 2 mm, 1 mm로 점차 줄이면서 각

각 2회씩 sheeting하여 면대를 형성하였다. 면의 두께는 2 

mm, 너비는 4 mm, 길이는 10 cm 로 국수 가닥을 제조한 후 

별도의 건조 과정 없이 생면과 조리면의 상태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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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s Control
1)

FCP-1 FCP-2 FCP-3

Wheat flour (g) 100 99 98 97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g)   0   1  2  3

Salt (g)   1   1   1  1

Water (mL) 38 38 40 40
1)
 Control: no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FCP-1: noodle added with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1%

   FCP-2: noodle added with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2%

   FCP-3: noodle added with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3%

Table 1. Formula for the preparation of the noodle made with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3. 버찌분말 첨가 국수 저장

제조된 버찌분말 첨가 국수 중 일부는 비닐 팩에 30 g 씩 

취하여 밀봉한 후 5±1℃의 냉장고에 저장하면서 4일 간격으

로 저장실험을 실시하였다. 

4. 버찌분말 첨가 국수의 조리

버찌 분말 첨가 국수의 조리특성은 Kim YA(2002)의 방법

을 약간 변형하여 조리하였다. 

5. 이화학적 특성 분석

1) 버찌분말과 버찌분말 첨가 국수의 일반성분  

동결 건조한 버찌분말과 버찌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생

면의 수분, 조 지방, 조 회분은 AOAC 방법, 조 단백질은 원

소분석기(Thermo Quest사, EA-1110)를 이용하여 전질소량을 

정량하고, 질소계수 5.70을 곱하여 조단백질로 하였다. 탄수

화물 함량은 100에서 수분, 조 지방, 조 단백 및 조 회분을 

뺀 값으로 하였다. 

2) 버찌분말과 버찌분말 첨가 국수의 무기질 함량 분석

무기질 함량은 습식 분해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처

리한 후 분석하였다. 세척된 wet ashing용 tube에 시료 0.5 g

을 취해 넣고, 여기에 20% HNO3 10 mL, 60% HClO4 3 mL를 

취한 후 투명해질 때까지 가열시킨다. 투명해진 시료를 냉각

시킨 후 0.5 M nitric acid로 50 mL로 정용하였다. 이 시료용

액을 측정용 시험관에 채취하고, 분석항목별 표준용액을 혼합

하여 다른 tube에 8 mL를 채취하여 표준용액으로 하였다. 

Blank test용에는 0.5 M nitric acid 용액 8 mL를 취해 

ICP-OES(Perkin Elmer, Canada)로 분석하였다.

3) 표면색도 측정

버찌분말 첨가 국수에서 생면의 색도는 제조된 국수의 면

대를 형성 후 색도 측정용 둥근 용기의 크기(직경 3 cm, 높

이 0.3 cm)로 자른 후 측정하였고, 조리면의 색도는 조리 특

성 측정 시 조리국수 시료와 동일 처리하여 역시 색도 측정 

용기의 크기로 자른 후 색차계(Colori-Meter JC 801S, Japan)를 

사용하여 L값(명도), a값(+적색도/ -녹색도), b값(+황색도/-청색

도)을 측정하였다. 

4) 조리 국수의 중량, 부피, 수분흡수율 측정

버찌분말 첨가 국수의 중량은 생면 50 g을 500 mL의 증류

수에 넣고 100℃에서 3분간 조리한 다음 체에 밭쳐 10초 동

안 찬물에 헹구고 30초 동안 물을 뺀 후 5분간 방치 건조하

여 측정하였다. 조리 국수의 부피는 중량을 측정한 후 바로 

300 mL의 물을 채운 메스실린더에 국수를 넣은 후 증가하는 

물의 부피로 측정하였다. 조리 국수의 수분 흡수율은 삶아서 

측정한 국수의 중량에서 생 국수의 중량을 빼고 다시 생 국

수의 중량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구하였다. 

5) 조리 국물의 탁도 측정

조리국물의 탁도는 삶은 국수를 건져낸 물을 상온에서 냉

각한 후 spectrophoto-meter (Optizen 2120UV, Korea)를 사용

하여 6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6) 텍스처 측정

버찌분말 첨가 국수의 생면과 조리면에 대한 texture는 

Rheometer (COMPAC -100, SUN Scientific.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조건에서 test type은 mastication 

test, distance 5 mm, plunger diameter 15 mm, adaptor type 

circle, table speed 60 mm/s, load cell(max) 2 kg의 조건으로 

측정하였으며, 모든 시료는 10회 반복하였다. 생면의 경우 면

대를 형성한 후 일정한 크기(3×3×0.2 cm)로 자른 다음 측정

하였으며, 조리면은 조리특성 측정 시와 동일한 조건의 시료

를 일정한 크기(3×3×0.2 cm)로 자른 다음 측정하였다. 

7) pH 측정

버찌분말 첨가 국수의 pH 변화는 AOAC방법을 적용하여 

국수 10 g에 증류수 40 mL를 첨가하여 마쇄기로 1분간 마쇄

한 후 pH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8) 총균수 측정

미생물 측정 시 국수 제조에 이용되는 모든 기구는 100 ℃

에서 살균 소독하여 사용하였으며, 총균수는 각 처리군의 국

수 10 g을 무균적으로 취하여 90 mL PBS(pH 7.0)를 이용하

여 10배 희석하고 균질기로 균질화 한 후 이 시험용액을 단

계별로 희석하였다. 총균수 측정을 위해 각 단계 희석액 0.1 

mL씩을 nutrient agar배지에 도말 한 후 37℃의 배양기에서 

24~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생성된 집락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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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

FCP-1 FCP-2 FCP-3 F-value

Moisture (%) 33.50±0.28
2)

33.48±0.06 33.30±0.21 33.09±0.36 6.59

Crude protein (%) 7.27±0.01
c

 7.91±0.01
a

  7.71±0.01
b

  7.22±0.01
d

3119.38
**

Crude lipid (%) 0.82±0.01
a

 0.73±0.01
c

   0.75±0.01
b

 0.71±0.01
d

105.46
**

Crude ash (%) 0.87±0.03
c

  0.96±0.01
b

  0.98±0.01
ab

 1.00±0.03
a

24.69
**

Carbohydrate (%) 57.54±0.26
ab

 56.93±0.05
b

57.26±0.20
b

57.98±0.35
a

13.61
*

 *p<0.05  ** p<0.01      
1) Control: no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FCP-1: noodle added with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1%

   FCP-2: noodle added with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2%

   FCP-3: noodle added with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3%
2)
 Mean±S.D.(n=3)

a-c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3. Proximate composition of raw noodle containing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at various levels

6. 관능평가 

조리면에 대한 관능평가는 20대와 40대로 나누어서 실시되

었으며, 20대는 평소 훈련된  C대학교 식품영양학 전공 대학

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40대를 대상으로 한 

관능평가는 C 고등학교와 C 대학교의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하

는 조리원 20명을 대상으로 관능평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실시하였다. 관능평가에 앞서 조리면은 먼저 버찌분말 

첨가 국수를 제조한 후 뽑은 면 4가지(각각 0.2×0.4×4 cm)

를 조미 물 즉 멸치와 다시마를 우린 물에 국 간장으로 간을 

한 동일한 조건의 국물에 끓인 후 각 시료마다 무작위로 조

합된 3자리 숫자가 주어졌으며, 시료 번호가 쓰인 종이컵에 

국물과 같이 담아서 제시하였다. 측정 방법은 Hedonic 

scale(9점 척도법)을 사용하고, 1점은 매우 나쁘다, 5점은 보

통, 9점은 매우 좋다로 평가되었다. 평가항목은 외관, 냄새, 

텍스처, 색, 맛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한 개의 시료를 평

가 후 반드시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다른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7. 통계처리

버찌분말 첨가 국수의 이화학적 및 관능평가결과는 SAS 

package program (version 9.1)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각 처리구간의 유의성 검정은 분산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버찌분말의 일반성분 및 무기질 함량

면 제조에 첨가된 버찌분말의 일반성분과 무기질 함량은 

Table 2와 같다. 일반성분 중 분말의 수분함량은 2.5%로 나타

났으며, 조 단백 함량은 4.8%, 조 지방 함량은 3.3%, 조회분 

함량은 3.3%, 탄수화물은 86.1%로 나타났다. 무기질 함량은 

버찌분말 100 g 당 칼슘이 132.0 mg, 칼륨은 982.0 mg, 나트

륨 30.2 mg, 마그네슘이 87.7 mg으로 나타났으며, 철분은 2.3 

mg, 망간 1.0 mg, 아연 0.4 mg, 구리 0.5 mg으로 나타났다.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Chemical constituents  

Moisture (%) 2.5±0.1

Crude protein (%) 4.8±0.1

Crude lipid (%)  3.3±0.2

Crude ash (%)  3.3±0.01

Carbohydrate (%) 86.1±0.3

Minerals

Ca (mg/100g) 132.0±0.52

K (mg/100g) 982.0±0.38

Na (mg/100g) 30.2±0.21

Mg( mg/100g) 87.7±0.32

Fe (mg/100g) 2.3±0.01

Mn (mg/100 g) 1.0±0.01

Zn (mg/100g) 0.4±0.01

Cu mg/100g) 0.5±0.01

Table 2. Chemical constituents and mineral contents of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2. 버찌 분말 첨가 국수의 일반성분

버찌분말 첨가 국수의 일반성분 함량을 나타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버찌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경우 

수분함량은 33.50%로 나타났으며, 1%군은 33.48%, 2%군은 

33.30%, 3%군은 33.09%로 나타나 대조군과 버찌분말 첨가국

수 군간에 수분함량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면의 

회분함량은 대조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버찌분말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회분함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유의성을 

나타냈다(p<0.01). 지방함량은 대조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 2%, 1%, 3% 첨가군의 순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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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였다. 생면의 단백질 함량은 1% 첨가군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3% 첨가군이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

이가 나타났다. 탄수화물 함량은 버찌분말 첨가량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Lee KH(2010)는 머위분말 첨

가 생면의 일반성분 측정결과 수분은 35~36%, 조단백 

7.46~7.66%, 조지방 1.93~2.29%, 조회분 0.83~0.92%로 나타났

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와 비교했을 때 수분과 조지방 함

량이 약간 차이가 있고 대부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Chong HS와 Park CS(2003)은 대조군과 백년초 분말 첨가 국

수의 수분함량은 32~33% 범위로 차이가 없었으며, Jung 

BM(2010)의 연구에서 천년초 분말을 첨가한 국수의 수분함량

이 34~36%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천연물의 첨가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생면의 연구에서 본 연구의 

33%대의 수분함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버찌분말 첨가 국수의 무기질 함량

Table 4는 버찌분말첨가 국수의 무기질 함량을 나타낸 결

과로 시료 중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칼륨, 

마그네슘, 칼슘 순으로 나타났다. 칼슘과 칼륨함량은 대조군

에 비해 버찌 분말 첨가국수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버찌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01). 

마그네슘 함량은 대조군에 비해 버찌분말 3% 첨가군에서 유

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p<0.05), 나트륨 함량은 대조군에 

비해 버찌분말 첨가군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p<0.001).

C
1)

FCP-1 FCP-2 FCP-3 F-value

Ca   13.2±0.02)d 14.2±0.0c 14.8±0.0b  15.7±0.0a 1039.21***

K 91.8±0.0d 104.4±0.0c 110.3±0.1b 120.2±0.1a 489.35***

Mg 19.9±0.5b  20.7±1.0b  21.0±0.5b  21.6±0.1a 8.65*

Na 149.8±0.0c 265.0±0.5a 251.6±0.1b 262.4±0.1a 965.38**

*p<0.05 ** p<0.001 ***p<0.0001
1) See Table 1
2) Mean±S.D.(n=3)
a-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4. Mineral contents of raw noodle containing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at various levels  (mg/100 g)

4. 버찌국수의 조리특성 

버찌분말 첨가 국수의 조리 특성은 Table 5에 제시되었다.  

조리 후 중량은 대조군과 3%군이 1%와 2%군에 비해 유의적

으로 낮아졌으며, 부피는 버찌분말 1%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버찌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p<0.001) 감

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느타리버섯과 표고버섯분말

(Kim YS 1998), 유청 분말(Lee KH와 Kim KT 2000), 검은 비

늘버섯 분말(Kim KS 등 2003), 석류외피 분말(Park KT 등 

2009), 천년초 열매 분말(Jung BM 2010)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국수의 무게와 부피가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다. 수분 흡수율은 대조군과 3% 첨가군이 1%와 2% 첨가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Kim JS와 Hong 

JS(2008)는 홍고추액을 첨가한 생면의 조리특성을 연구한 결

과 조리후의 중량, 부피, 수분흡수율 모두 대조군에 비해 낮

게 나타나 면이 풀어지지 않고 탄력성 있는 면이 제조되었다

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과 버찌 분말 첨가군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JH와 Shim JY(2006)

는 양파분말을 첨가한 국수의 연구에서 국수를 삶아 조리할 

때 수분의 흡수 정도에 따라 국수의 질감이 결정되는데 수분

의 흡수가 과다할 때는 국수가 부드러워지고 탄력성 또한 감

소되어 국수의 질감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버찌분말 첨가 

국수를 끓인 국물의 탁도는 대조군에 비해 버찌 분말이 첨가

된 국수의 탁도가 유의적으로(p<0.0001) 높게 나타났으며, 특

히 3% 첨가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

수 제조 시 첨가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고형분의 손실량이 커

져 탁도가 높아진다는 보고(Kim YS 1998, Lee YC 등 1999, 

Lee KH와 Kim KT 2000, Hwang JH와 Jang MS 2001)와 일치

하였다. 

C
1)

FCP-1 FCP-2 FCP-3 F-value

Weight(g) after 
cooking 90.33±0.582)b 92.33±0.58a 92.33±1.53a 90.00±0.00b 6.33* 

Volume (mL) 
after cooking 81.33±0.58c 85.00±0.00a 83.00±1.00b 80.00±0.00d 42.00*** 

Water absorption
rate (%) 80.66±0.58b 84.66±0.58a 84.66±1.53a 80.00±0.00b 6.33* 

Turbidity of soup
(O.D. at 675 nm) 0.35±0.00d 0.40±0.00c 0.44±0.00b 0.51±0.00a 5768.49***

*p<0.05  ***p<0.0001
1) See Table 1
2) Mean±S.D.(n=3)
a-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5. Cooking properties of noodle containing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at various levels

5. 색도

Table 6은 버찌분말첨가 국수의 조리전과 조리후의 색도를 

나타낸 결과이다. 생면과 조리면 모두 대조군에 비해 버찌분

말을 첨가한 군에서 명도는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적

색도는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황색도는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001). 또한 버찌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첨가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생면과 조리면의 차

이에서는 대조군의 경우 명도와 황색도는 조리 후 낮아진 반

면 적색도는 변화가 없었다. 버찌 분말 첨가군의 경우 생면

에 비해 조리면에서 명도, 적색도, 황색도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포도과피 생면을 연구(Jo YG 2008)한 결과

에서 조리 전에 비해 조리 후 L, a, b 값이 모두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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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

FCP-1 FCP-2 FCP-3 F-value

L
RN2) 77.20±0.083)a 49.69±0.44b 44.14±0.16c 38.22±0.14d 14478.8****

CN 66.94±0.98a 40.61±0.33b 30.28±0.53c 25.85±0.30d 8233.79****

t-value 139.52*** 28.54*** 43.00*** 64.78***

a
RN       -4.88±0.13d -0.15±0.02c 2.44±0.06b 4.48±0.13a 5846.67****

CN       -4.80±0.13d -0.40±0.07c 0.92±0.01b 1.31±0.07a 4389.64****

t-value -0.83 -12.33** 43.18 38.38***

b
RN       26.02±0.44a 12.31±0.16b 11.46±0.28c 9.76±0.23d 1961.52****

CN       22.72±0.13a 9.29±0.06b 4.75±0.15c 3.01±0.33d 6344.86****

t-value 12.58** 31.06*** 36.89*** 29.19***

**
p<0.01 

*** 
p<0.001 

****
p<0.0001

1)
 See Table 1

2) RN: Raw Noodle, CN: Cooked Noodle 
3) 

Mean±S.D.(n=3)
a-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flowering cherry fruit amou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Hunter's color value of raw and cooked noodle containing  fruit flowering cherry powder at various levels

C
1)

FCP-1 FCP-2 FCP-3 F-value

Adhesiveness(g)
 RN2)   0.00±0.003)a -3.33±0.58b -3.00±1.00b -8.00±1.00c 56.14****

CN  -15.00±1.00b -7.00±2.00a -5.66±0.58a -4.67±0.58a 46.96****

t-value 17.50*** 6.06 4.00 -5.00

Cohesiveness(%)
RN  96.13±2.90ab 91.38±1.15b 97.71±5.12ab  99.61±2.78a 3.4

CN   92.92±6.92b 91.11±6.23b 105.00±2.60a  101.70±6.78ab 3.89*

t-value 0.74 0.08 -2.20 -0.49

Chewiness(%)
RN   98.01±3.59a 87.41±4.56b 99.05±8.91a  97.61±1.71a 3.06

CN  114.60±9.63a 98.77±4.25b 109.42±0.90ab 108.83±2.86ab 4.39*

t-value -2.80* -3.16* -2.0 -5.83*

Elasticity(g)
RN  100.00±0.00b 96.97±13.17b 104.30±8.59b 123.64±3.77a 6.6*

CN  111.14±3.65a 93.36±6.35c 101.57±1.41b  107.85±0.61ab 13.11***

t-value -5.29* 0.43 0.54 7.17*

Brittleness(g)
RN 9801.14±359.19b 8501.53±1452.56b 9598.60±400.27b 12438.08±1125.08a 9.13***

CN 12992.23±1669.17a 9238.56±1001.49b 11452.49±481.19a 11810.15±363.13a 7.10*

t-value -3.24* -0.72 -5.13* 0.92
1)
 See Table 1

2) RN: Raw Noodle, CN: Cooked Noodle 
3)
 Mean±S.D.(n=3)

* 
p<0.05 

***
p<0.001, 

****
p<0.0001

a-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flowering cherry fruit amou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7. Textural characteristics of raw and cooked noodle containing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at various levels 

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포도과피의 수용성 색소가 열과 수분

에 의해 감소된 것으로 고찰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버찌분

말의 수용성 색소가 열과 수분에 의해 감소되어 조리후의 색

도가 모두 감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6. 버찌분말 첨가 국수의 텍스처특성

버찌 분말 첨가 국수의 물성에 대한 측정결과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생면에서 부착성(adhesiveness)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버찌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부착성이 큰 것으로 나

타났으나, 조리면의 경우 버찌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부

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집성(cohesiveness)은 생

면의 경우 대조군과 버찌분말 첨가군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

이가 없었으나, 1%첨가군이 3%첨가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 조리면의 경우 1%군에 비해 2%군에서 유의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생면과 조리면과의 차이는 없었다. 

씹힘성(chewiness)의 경우 생면에서는 버찌분말 1% 첨가군이 

다른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조리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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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에 비해 1%첨가 군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첨

가 군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생면과 조리면의 씹힘성 

차이는 2%첨가 군에서만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대조군, 1%, 

3%군에서는 생면에 비해 조리면에서 씹힘성이 모두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다. 생면의 탄력성(elasticity)은 다른 군에 비해 

3%첨가군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리면에서는 1%와 

2%첨가 군이 대조군에 비해 낮았고, 3% 첨가군은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 생면에 비해 조리면의 탄력성은 대조군은 유

의적으로 증가한 반면 첨가 군에서는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3% 군은 생면에 비해 조리면에서 유의

적으로 감소하였다. 부서짐성(brittleness)은 생면이 다른 군에 

비해 3%첨가군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리면의 경

우는 1%첨가 군이 다른 군에 비해 유의적ㅌ으로 낮게 나타났

다. 대조군과 2% 첨가 군은 생면에 비해 조리면의 부서짐성

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동결건조 마늘 분말(Jeong CH 등  

2008)과 파프리카 (Hwang JH와 Jang MS 2001) 및 느타리버

섯(Kim YS 1998)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응집성, 탄력성이 

감소된 반면 표고버섯(Kim YS 1998), 머위분말(Lee KH 2010)

을 첨가한 경우에는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포도 과피 

조리면의 경우 첨가비율에 따라 일정하고 주기적인 현상을 

나타내지 못하였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생면과 조리면의 종

류에 따라 달라지며, 국수 제조 시 첨가물의 종류와 비율에 

따라 국수의 조직감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응집성, 탄력성이 생면일 때는 첨가군이 대조구에 비해 

비교적 높았으나 조리 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버찌 분말 첨가 국수의 저장성 

버찌 분말 첨가 국수를 5℃에서 16일간 저장하면서 4일 간

격으로 pH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8에 나타내었다. 초기 대

조군의 pH는 5.46에서 4일째 5.76, 8일째 5.52, 12일째 5.46, 

16일째는 5.35로 대조군의 pH는 저장 중 4일째 급격히 상승

하였다가 8일째부터 서서히 감소하면서 12일째에는 초기 pH

와 동일하게 나타났다가 16일째는 초기보다 낮게 나타나 저

장기간 동안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버찌 분말 1% 첨가

군은 저장기간에 따라 대조군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 초기 

5.34에서 5.47, 5.41, 5.36, 5.26으로 떨어졌으며, 버찌분말 2% 

첨가군의 경우는 초기 5.24에서 5.30, 5.29, 5.27, 5.23으로 마

지막에 초기 pH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3%첨가군의 경

우는 초기 5.17에서 5.25, 5.24, 5.23, 5.21로 저장 마지막 16

일째에는 초기 pH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냈다. 버찌

분말 첨가군은 초기 pH와 저장기간 동안 대조군에 비해 pH

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머위 생면의 초기 pH는 6.52로 본 

연구보다 초기 pH가 높게 나타났으며 4일 후에는 6.58, 10일 

후에는 6.59로 보고하였는데(Lee KH 2010) 초기 pH에서 10일 

후 약간 증가하는 것은 본 연구의 3% 첨가군과 유사한 결과

를 나타냈다. Lee JW등(2000)은 젖산과 키토산을 처리한 면의 

초기 pH가 4.4~4.7수준에서 20일 이후에는 pH 4.3~4.9수준을 

유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Lee HA 등(2003)은 매실 착즙액 

첨가 생면을 4℃에서 20일 동안 저장하면서 pH의 변화를 측

정한 결과에서 모든 매실 착즙액 첨가구에서 8일째부터 pH가 

하락하기 시작하여 pH가 3까지 하락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천

년초 분말 첨가군은 12일까지는 pH 5이상으로 유지하다가 12

일 이후에는 pH가 5이하로 낮아졌음을 보고(Jung BM 2010)

하였는데 식품공전에는 면류의 pH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지표를 정하기가 어려웠으며 신맛이 강한 재료를 

첨가한 경우 pH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일반 채소류의 경

우는 pH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Days C
1)

FCP-1 FCP-2 FCP-3 F-value

0 5.46±0.012)aC 5.34±0.01bD 5.24±0.01cD 5.17±0.01dD 992.61***

4 5.76±0.00aA 5.47±0.01bA 5.30±0.01cA 5.25±0.01dA 3822.13***

8 5.52±0.01aB 5.41±0.01bB 5.29±0.00cB 5.24±0.01dAB 1979.89***

12 5.46±0.01aC 5.36±0.01bC 5.27±0.01cC 5.23±0.01dB 919.0***

16 5.35±0.06aD 5.26±0.01bE 5.23±0.01bD 5.21±0.01bC 11.18**

F-value 91.77*** 388.0*** 57.36*** 57.36***

** p<0.01 ***p<0.001 
1)
 See Table 1

2)
 Mean±S.D.(n=3)

a-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flowering cherry 

fruit amou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column (storage day)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8. pH changes of raw noodle containing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at various levels during storage at 5℃

5℃에서 저장한 버찌 분말 첨가 국수의 총균수에 대한 결

과는 Figure 1과 같다. 버찌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초기 생면의 총균수는 2.4×10
3
, 버찌 분말 첨가 1%, 2%, 3%

첨가군의 초기 총균수는 각각 8.2×10
3
, 1.2×10

4
, 1.3×10

4
 

CFU/g으로 대조군에 비해 버찌 분말 첨가면의 초기 총균수가 

높게 나타났다. 2일째에는 대조군 4.7×10
3
, 1%, 2%, 3% 첨가

군이 각각 5.9×10
3
, 9.1×10

3
, 7.7×10

3
 CFU/g으로 나타나 대

조군을 제외하고는 감소되었다. 4일째에는 대조군이 2.9×104, 

1% 첨가군이 2.0×10
4
, 2% 첨가군이 3.1×10

4
, 3% 첨가군이 

1.8×10
4
으로 모두 증가되었다. 6일째에는 대조군이 10×10

4
, 

1%군이 5.4×10
4
, 2%군 8.1×10

4
, 3%군 4.7×10

4으로 나타났으

며, 8일째에는 1.3×10
6
, 1%군 5.9×10

5
, 2%군 1.6×10

6
, 3%군 

3.7×10
5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10일째에는 대조군이 6.6×10

6
, 

1% 첨가군이 1.9×10
6
, 2% 첨가군이 4.9×10

6
, 3% 첨가군은 

8.1×10
5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2일째부터는 버찌분말 첨가 국수의 

균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4일째부터는 대조군의 총

균수가 버찌분말 첨가군의 총균수보다 높게 나타났고, 10일째

에는 대조군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를 제외한 1%와3%

에서 총균수가 낮게 나타났다. 

천연물을 첨가한 생면의 연구에서 Lee YC 등(1999)은 선인

장 열매와 줄기를 첨가하여 만든 생면의 경우 총균수의 증가

속도를 낮추는 효과를 보고하였고, Lim YS 등(2003)은 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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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

FCP-1 FCP-2 FCP-3 F-value

 20's

Texture 6.10±1.192) 5.60±1.07 5.40±1.26 6.70±1.06 1.49

Color   5.90±0.99ab 5.00±1.25b 6.30±1.06a 6.20±1.40a 2.31*

Taste 5.40±1.26 5.40±1.51 6.30±1.06 5.50±1.27 1.15

Overall

preference
5.60±0.84 5.20±1.40 6.20±1.14 5.60±1.17 1.27

 40's

Texture 6.00±1.76 7.08±1.24 7.00±1.86 7.17±2.16 1.12

Color 6.42±1.24ab 6.00±1.85b 7.58±1.56a 7.75±1.76a 3.38*

Taste 6.00±1.76b 6.50±1.38ab 7.25±1.29ab 7.50±1.98a 2.15*

Overall

preference
5.83±1.11b 6.50±1.31ab 7.33±1.15a 7.50±1.73a 3.94*

 *p<0.05
1) Control: no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FCP-1: noodle added with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1%

   FCP-2: noodle added with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2%

   FCP-3: noodle added with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3%
2)
 Mean ± S.D.(n=20)

a-b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9. Sensory evaluation of cooked noodle containing flowering 

cherry fruit powder at various levels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생면의 저장성 증가 효과를 보고하

였다. Kim ML(2005)은 송화를 첨가한 국수의 저장성이 높아

짐을 보고하였으며, 치자국수 또한 치자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세균증식억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Kim ML 2006). Jung 

BM(2010)도 천년초 열매분말을 첨가하여 만든 생면의 총균수

의 증가속도를 낮추어 저장성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고, 그 

외 스피루리나(Lee YJ 등 2009), 머위 첨가(Lee KH 2010) 연

구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천연

물이 첨가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해 천연물이 첨가된 대부분

의 생면에서 저장성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행 우리나라의 식품공전(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1997)에 따르면 생면에서 세균수의 최대 허용치는 3×106 

CFU/g 이하로 되어 있으며, 생면은 수분함량이 높은 상태에

서 유통되기 때문에 저장성이 낮아 유통기한이 실온에서는 2

일, 냉장 시에는 7일로 권장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 

10일째에 대조군과 버찌분말 2% 첨가군을 제외하고는 허용기

준에 속하므로 버찌분말 첨가로 국수의 저장성이 연장됨을 

알 수 있었다.

Fig. 1. Changes of total viable cells of noodle containing 

flowering cherry powder during storage at 5℃

8. 버찌 분말 첨가 국수의 관능평가

버찌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국수의 조리면에 대한 관능

평가를 20대와 40대로 나누어 나타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20대의 경우 텍스처, 맛, 전반적인 선호도에서는 대조군과 버

찌 분말 첨가면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색의 경우 버찌 

분말 첨가 1%군에 비해 2%와 3%첨가군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대조군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경우에는 텍스처에서는 대조군과 첨가면 사이에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색의 경우 버찌면 1%에 비해 2%와 

3%면에서 유의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대조군과는 차

이가 없었으며, 맛의 경우 대조군과 첨가면 1%와 2%군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3%군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좋아함은 대조군과 1% 첨가면은 차

이가 없었으나 2%와 3%첨가면은 대조군에 비해 점수가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20대의 경우 면

의 색을 제외하고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으나 40대의 경우

에는 전반적으로 대조군에 비해 버찌 분말을 첨가한 국수의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Ⅳ. 요 약 및 결 론

본 연구는 버찌를 이용한 식품 개발을 위해 버찌의 가식부

를 동결 건조하여 버찌분말을 1%, 2%, 3% 첨가하여 제조한 

국수의 품질과 저장성을 검토하였다. 버찌분말의 수분함량은 

2.5%, 조 단백 4.8%, 조 지방 3.3%, 조 회분 3.3%, 탄수화물

은 86.1%로 나타났다. 무기질 함량은 버찌분말 100 g 당 칼

슘이 132 mg, 칼륨은 982 mg, 나트륨 30.2 mg, 마그네슘이 

87.7 mg으로 나타났으며, 철분은 2.3 mg으로 나타났다. 버찌

면의 수분함량은 33.09~33.50%로 나타났으며, 무기질 함량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리 후 

중량은 1%와 2%군에 비해 3%군이 가장 낮게 감소되었으며, 

부피는 1%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버찌 분말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유의적으로(p<0.0001) 감소하였다. 수분 흡수율은 

1%와 2% 군이 3%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p<0.05) 높게 나타

났다. 국물의 탁도는 대조군에 비해 버찌 분말이 첨가된 국

수에서 유의적으로(p<0.0001)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3%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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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색도는 생면과 조리면 모두 대

조군에 비해 버찌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는 유의하

게 낮게 나타났으며, 적색도는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황

색도는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001). 물성 측정에서 

생면의 부착성(adhesiveness)은 대조군에 비해 버찌 분말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조리면의 부착성은 대조군에 

비해 버찌분말 첨가 군이 감소하였다. 생면의 응집성

(cohesiveness)은 대조군과 버찌분말 첨가군 사이에는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으나, 1% 첨가군이 3% 첨가군에 비해 유의적

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조리면의 경우 대조군과 1%, 3%군간

에는 유의성이 없었으나 다른 군에 비해 2%군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씹힘성(chewiness)의 경우 생면에서는 버찌분

말 1%첨가군이 다른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조리면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1%첨가 군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첨가 군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생면의 탄

력성(elasticity)은 다른 군에 비해 3%첨가군이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으며, 조리면에서는 1%첨가 군이 다른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부서짐성(brittleness)은 생면이 다

른 군에 비해 3%첨가군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리

면의 경우는 1%첨가 군이 다른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저장성 실험에서 pH는 버찌분말 첨가군이 대조군

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총균수는 4일째부터 대조군의 총균수

가 버찌분말 첨가군의 총균수보다 높게 나타났고, 10일째에는 

대조군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버찌 분말 첨가량이 많을수

록 총균수가 낮게 나타났다. 관능평가에서 20대의 경우 국수

의 색을 제외하고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으나 40대의 경우

에는 전반적으로 대조군에 비해 버찌 분말을 첨가한 국수의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이용성이 

낮은 버찌분말을 이용하여 국수를 제조하여 품질을 측정한 

결과 무기질 함량과 저장성이 높고, 40대 이상 연령의 선호도

가 높았으므로 버찌 분말 첨가 국수를 식품산업에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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