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을 맛있게 삶는 방법＞
1. 물은 넉넉하게, 팔팔 끓이는 것이 제1조건.
・ 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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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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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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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삶는다기보다는 찌기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 면의 표면이 울퉁불퉁해져서 푹 퍼져서, 면발이
붇기 쉽습니다.
2. 삶기 전에 면을 손으로 잘 풀어 주세요.
・ 한 번 더 손이 가기는 하지만, 미리 면을 풀어서 준비해 두면, 면의 표면에 공기가 닿아서
면이 더 쫄깃해지고, 꼬불꼬불한 면은 더욱 볼륨을 낼 수 있습니다.
3. 면을 끓는 물에 넣은 후, 재빨리 면을 풀어주듯 섞어주세요.
4. 원하는 면의 식감보다 살짝 덜 삶아진 듯한 정도로 삶아주세요.
・키친 타이머를 사용해서, 너무 삶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 삶아낸 후 물기를 잘 빼주세요.
・삶은 면은 물에서 건져낸 후, 약 2초 동안 기다려주세요.
6. 그릇에 수프를 먼저 담고, 면을 넣어주세요.
・면을 넣은 후에 수프를 담으면, 기름과 면이 잘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에 맛이 변해버립니다.
＜취급 방법＞
・면의 보관기간은 냉장고에서 1개월, 냉동고에서 3개월입니다.
・ 생면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해동할 경우에는, 냉동에서 냉장으로, 냉장에서
상온으로,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면서 해동해 주세요. 냉동에서 상온으로, 냉장에서 뜨거운
주방으로 바로 가져오게 되면, 면의 표면에 이슬이 맺혀서 곰팡이가 피는 원인이 됩니다.
보관하실 때에도, 면이 냉장고 바닥에 직접 닿으면, 온도차이 때문에 이슬이 생기기 쉬우므로,
선반 위에 보관해 주세요.
・ 당일 사용하는 면은, 상온(비교적 시원한 장소)에서 보관해 주세요. 너무 차가운 면은, 면을
삶을 때 물의 온도를 떨어트리므로, 면이 골고루 삶아지지 않는 원인이 됩니다.
・ 상자를 개봉한 후에는, 면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비닐봉지에 잘 싸서 사용해 주세요. 면이
건조하게 되면, 수분이 날아간 만큼, 열전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삶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거나, 너무 건조한 면은 유연한 그물망 상태의 글루텐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에 불기
쉽습니다.
＜숙성＞
・ 면은 제조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이 상태를 ‘숙성’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장소의 경우, 숙성에 의한 면의 변화가 빨라집니다. 저온의 장소에서는 숙성이
늦어집니다.
・숙성이 진행되면, 면의 매끈함, 탄력, 투명함이 더해집니다. 쫄깃쫄깃하면서 잘 불지 않는 면이
됩니다.
・ 밀가루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풍미를 잃게 됩니다. 면은 숙성이 진행되면 새로운 면보다
풍미를 잃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