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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식품에서 섬유질의 요성은 섬유질이 풍부한 

제품과 원료의 거 하고 잠재 인 시장을 발달시

켜 왔으며, 최근 통 으로 평가 되어 온 농산 

부산물과 같은 새로운 식이섬유 공 원을 발굴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 분야에서 많은 

성취가 있었지만, 기술 이고 생리학인 에서 

식이섬유의 정확한 기능성을 감안한 ‘new food 

systems’를 고안하는 향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문은 식이섬유의 상이한 특성과 기능성 식품

으로서의 잠재  응용에 한 재의 지식에 

을 맞추고 있다. 

Ⅱ. 본론

1. 섬유질에 대한 연차별 관점

  식이섬유는 매우 오랫동안 알려져 왔고 연구되

어 왔으며, 그 정확한 한계설정은 ‘waste’ 라는 

에서부터 인간의 생리문제를 개선하는 ‘universal 

remedy’ 라는 까지 많은 이론이 있어 왔다. 

첫번째나 두번째  모두 완 한 사실은 아니

나, 식이섬유가 많은 생리학  과정과 질병 방에 

요한 작용을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지

난 수년간 식이섬유는 기능 성분으로서의 이용에 

한 추가 인 요성을 갖게 되었다. 

  재, 여 히 식이섬유의 특성과 기능에 한 

많은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식물

학자는 섬유질을 식물 기 의 한 부분으로서, 화

학 분석자는 화학  물질의 한 그룹으로서, 소비

자는 인간 건강에 한 유익한 향을 주는 상

으로서, 그리고 식품 는 화학 산업에서는 식이

섬유를 마 의 한 주제로 정의한다. 이러한 상

이한 은 섬유질이 단순하고 잘 규명된 화학물

질이 아니고 cellulose, hemicelluloses, lignin 등과 

같이 별개의 조성과 구조를 가진 화학 물질의 결

합이라는 에 연유한다. 그래서 식이섬유에 해 

그 식이  특성뿐 아니라 산업  회수에 한 많

은 연구가 증 되고 있다. 이것은 그 화학 , 양

학 , 기능  특성에 한 많은 지식을 밝 냄으

로써, 여러 생리학  과정에서의 역할과 식이섬유

의 섭취  소화기 내 질병과의 연 성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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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한다. 

  BC 400년에 Hippocrates는 이미 식이섬유의 유

익한 향을 언 했었지만, 최근에도 그것의 유용

성은 의문되는 이 있어서 Kellogg(1923)는 정

인 작용을 주장했고 McCance와 Lawrence(1929)

는 식이섬유를 창자에 자극을 주는 식물성 음식의 

비소화성 부분이라고 하 다. 최근에, Cleave(1956)

는 ‘섬유질 부족 증후군’이라는 질병에 해 언

했고, Walker (1947)는 식이섬유가 소화  기능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Burkit (1969)은 아 리카 사람들의 풍부한 섬유

질 음식의 향을 연구하 으며, 그들에게는 섬유

질 소비가 훨씬 은 서양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

인 결장 암과 같은 질병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찰했다. Walker (1974)는 남아 리카의 흑인과 

백인의 식이에 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여, 섬유

질 함량이 높은 비정제 옥수수가루를 소비한 흑인

집단이 동맥경화증, 치질, 결장 암과 같은 질병의 

발병 험에 있어서 발병률 높은 백인집단에 비해 

은 것을 발견하 다. 비슷한 결과가 Kritchersky 

(1990)과 Trowell (1976)에 의해 보고되었으며, 많

은 연구자들에 의해 식이에 있어서 식이섬유의 

요성에 한 여러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 분야 연구의 진 은 의심할바 없지만, 식이

섬유의 정의에 한 국제  합의나 결정에 한 

구체  방법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상이

한 과학  기 을 가진 많은 섬유질 과학자들도 

섬유질을 식이의 요한 성분으로 포함시키는데 

합의하고, 섭취에 한 것은 공식 인 식이규정에

서 정하도록 하 다. 인간의 음식에는 부분의 

식이섬유가 포함된 과일과 야채와 곡물 등의 세포

벽 물질이 풍부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 섬유질이란 무엇인가?

  이 개념은 때에 따라 여러 의미로 사용되어 왔

으며, 분석 인 기술의 발달에 기반하는 국제간의 

토의, 새로운 양학  생리학  정보, 식품산업에

서의 심사로 귀착되었다. 처음에는 정확한 섬유

질 함량은 아니었으나 묽은 산, 염기성 용액에서 

추출된 식물 조직의 잔여물이 총 섬유질이라 불리

웠으며, Hipsley (1953)는 그것을 식이에서의 cellulose, 

hemicelluloses, lignin으로 정의하 다. 그러나 보

다 타당성 있는 정의는 그것을 세포벽 다당류와 

lignin의 화학  복합체라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  받아들여지는 가장 타탕한 정의는 Trowell

의 것으로서: ‘식이섬유는 인간의 소화효소에 의한 

분해가 되지않는 식물세포의 잔여물’ 이라는 것으

로서 그 구성분은 hemicelluloses, cellulose, lignin, 

oligosaccharides, pectins, gums, waxes 등이라 하

다. 그러나 섬유질에 한 다른 정의가 매일 계

속해서 제시된다. Asp와 Johansson (1984)은 

Selvendran과 Robertson (1994)과 마찬가지로 섬

유질을 비 분성 다당과 lignin의 그룹으로 정의하

며, 그것은 세포벽의 주성분과 여러 비소화성 다

당을 포함한다. Cummings와 Englyst (1991)은 식

이섬유가 단지 비 분성 다당(NSPs)이라 하 으

며, Mongeau 등(1999)은 식물성 물질이 식물 세

포벽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구조를 유지하고 공식

인 식이섬유 분석방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면 

식이섬유로 정의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미국 

곡류화학자 회 (2001)는 식이섬유에 한 다음 

정의를 채택했다 : 인간의 장에서 체 는 부

분 인 발효와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는 식

물의 먹을 수 있는 부분이나 유사한 탄수화물. 

  Meyer (2004)는 섬유질이 우리가 매일 소비하

는 식품의 실제 부 라고 제안했다. 즉 섬유질의 

주공 원은 식물체, 야채, 곡물, 목질 식물, 과일, 

콩류, 콩과 식물 등이다. 식이섬유는 소장에서의 

용해도에 따라, 비용해성 는 용해성 섬유질로 

구분된다. 비용해성 섬유질에는 lignin, cellulose, 

hemicelluloses가 포함되며, 용해성 섬유질에는 pect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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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glucans, galactomanan gums과 inulin을 포

함하는 많은 비소화성 oligosaccharides가 포함된다. 

3. 인간 건강과 질병에 대한 식이섬유의 효과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가 여러 질병의 방지에 

요한 작용을 하며 곡류, 과일, 야채가 풍부한 고

함량의 섬유는 여러 형태의 암발생률을 하시키

는 것과 같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식이섬유의 부분 구성요소가 장에 존재하는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비소화성이지만, 부분

으로 그들 분해할 수 있는 세균성 효소작용에는 

노출된다. 이러한 분해의 정도는 세균 균총의 형

태에 따른다. 다른 주요 요소들로는 세균성 효

소와 하는 시간을 결정하는 결장 통과 시간과 

분해정도를 제한하는 식이섬유 구성요소 등이 있

다. 분해는 다당류를 단당, 이당류로 분해시키는 

세포외 분해로 시작되며, 이어서 최종 산물로 

acetate, propionate, butyrate를 생성하는 세포내 

anaerobic glycolisis가 진행된다. 소장에서의 주 

효과는 pectins과 gums 같은 성 다당 성분과 

련되며, 불용성 성분이 크게 향주지 않는 것

과는 달리 양분의 동화작용 (assimilation)을 

하시킨다. 높은 발효성 물질(pectins)에 의해 형성

된 세균 덩어리, 낮은 발효성 다당(cellulose and 

hemicelluloses)의 잔여물, 이들에 의해 유지된 물 

등이 배설물의 양에 련한다. 

  Eggum (1992)은 쥐, 돼지와 같은 동물과 인간

에서 음식 구성분의 소화성에 미치는 식이섬유의 

향을 조사한 뒤에, 그것이 소화와 단백질의 동

화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이 

향은 그 섭취된 섬유질이 덜 정제될수록 더 심

하 다. 이 실험의 결과는 인간에서보다 동물에서 

더 정확하고 재연성 있었으나, 단백질 사에 

한 식이섬유의 향은 많은 부분 섬유질의 구조와 

화학조성에 의존한다는 것을 일반 인 결론으로 

내릴수 있었다. 

   섬유질 다당이 췌장의 지방분해효소에 강한 

해물질로서 지방흡수에 향을 다는 것이 보

고되었다. 한편으로는, 식이섬유가 체 인 콜

스테롤의 수 과 장 low-density lipoproteins를 

이는데 작용하며, 이는 담즙산의 희석과 분비에 

의한다. 

  음식의 탄수화물을 해서는, 식이섬유가 창자

에서 그들의 생체유용성(bioavailability)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향은 당뇨

병 환자에서로 확인되었는데, 섬유질이 풍부한 식

이요법에 의해 당이 하되었다. 

  식물성 음식의 섬유질은 배설물 양에 한 작용으

로 창자내 물질통과를 조 하고, 사람의 건강에 유

익한 flavonoids, carotenoids 등 다른 미량의 성분과 

통상 연 되는 탄수화물과 지질 사에 향을 다. 

  식이섬유는 한 심  질병, 게실증(diverticulosis), 

변비증, 자극성 결장, 결장암과 당뇨병에 한 보

호물질로서 작용한다. 섬유질의 불용성 부분(IF)은 

장 조 에 연 된 것으로 보이며, 용해성 부분

(SF)은 콜 스테롤 하와 glucose 흡수에 연 된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한 담즙산, 콜 스테

롤 사산물에 결합능을 가지고 있어, 소장에서의 

지방 소화와 흡수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 Cholic, 

quenodeoxycholic acid으로 알려진 1차 담즙산은 

각각 deoxycholic, lithocholic acid로 불리우는 2차 

담즙산으로 변화한다. 이들 물질은 결장암의 발병 

원인에 주요 작용을 한다. 식물성 음식의 섬유질

에 의한 일반 담즙산, lithocholic, deoxycholic, 

cholic 산과 콜 스테롤의 흡수 정도는 담즙산의 

원재료 종류, 가공 조건, 유형 등에 따른다. 식이

섬유와 결장암 사이의 계는 그것의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규명되어, 섬유질 섭취와 병리

상태의 발병간에 반비례 계가 있음이 확인되었

다. 이는 낮은 섬유질 함량은 배설물을 매우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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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여 장기간 발암성분과 장내 막이 할 

때 생기는 발암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암의 다른 형태를 막을 

수도 있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다. 한, in vitro 

 in vivo 에서 여러 섬유질들이 발암물질에 한 

흡수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수성(hydro- 

phobic)의 발암물질에 결합에 효과 인 목질화 

는 코르크화된 식물성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권고

된다. 

  식이섬유 특성에 한 많은 진 이 있었지만, 

여 히 명확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많은 이 

있는데 주로 식이섬유와 특정  병리상태간의 

계이다. 향후 사람의 건강과 양에 미치는 식이

섬유 성분의 정확한 기능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4. 분석 방법

  최근 식이섬유가 가지고 있는 요성이 두되

어 (비록 섬유질에 한 확실한 정의가 합의되진 

않았지만) 많은 분석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몇몇은 

상이한 식이섬유 성분의 식별과 정량에 매우 특정

이고 정확하다. 다수의 경우 식이섬유를 구성하

는 올리고당, 다당을 선택 으로 방출하는 매우 

정제된 효소를 사용한다. 특히 fructans, galactans, 

mannans, arabinans와 beta-glucans를 가수분해하

는 그 효소가 있다. 

  첫번째 보고된 방법은 Weende 에서 개발된 방

법으로 묽은 산, 알칼리 용액으로 순서 인 추출

로 구성되며 1960년 까지 AOAC 방법으로 채택

되었다. 이후에 cellulose는 용해시키지 않고 lignin 

만 용해시키는 trichloroacetic, acetic, nitric acids 

에 의한 분해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Van Soest은 lignin은 변화시키지 않고 지방, 질

소화합물, 단순당, 가용성 분을 용해시키는 양/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 다. 이 방법들은 

‘acid detergent fibre’ (ADF)  ‘neutral detergent 

fibre’ (NDF) 상호보완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첫

번째 (ADF)에서, 산성 용액 내의 Hexadecyltrimethyl- 

ammonium bromide가 cellulose, lignin, ash 를 제

외한 모든 섬유질 구성요소를 용해하는데 이용된

다. NDF 방법은 sodium dodecyl sulphate가 

cellulose, hemicelluloses, lignin, ashes를 제외한 

모든 섬유질 구성요소를 용해하는데 이용된다. 그

리고 나서, potassium permanganate로 lignin을 

산화시킨 후 Cellulose는 ADF fraction으로부터 

정량하고, Hemicelluloses는 NDF와 ADF 간의 차

이에 의해 결정된다. 이 독창 인 과정으로부터, 

여러 다른 분석 인 방법이 개발되었다. 

  Asp 등(1992)은 섬유질 분석의 방법을 2가지로 

크게 분류하 다. 

  첫번째는 분과 lignin은 외로 하고 유용하지 

않은 다당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enzymatic- 

gravimetric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분과 단백

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작용시킨 후 남은 잔여물로

서 섬유질을 정량하는 것이다. 이 방법들의 요 

기술 에 용해성 섬유질로부터 불용성을 분리하는 

새로운 에탄올 침 방법이 있다. 이 방법들은 용

해성과 불용성 섬유질의 합으로서 체 섬유질을 

정량한다. 

  더욱 최근에는, enzymatic-gravimetric 방법이 

amyloglucosidase를 사용함으로써 는 이 의 열

처리 없이 담즙혼합물을 처리함으로써 단순화되었

다. 에 언 된 성과에도 불구하고, 새 방법을 공

식 으로 받아들이기 해서는  Inter-laboratories 

연구는 계속 필요하다. 

두번째 그룹은 그들의 생리학 의 특성을 고려하

지 않고 비 분성 다당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것들은 non-cellulosic 다당류, cellulose, lignin의 

분리분획과 각 분획의 분해, GC분석에 의한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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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식이섬유 = 잔여물 무게-(단백질+ash) 무게

에 기 한 enzymatic-gravimetric 방법이다.  가

수분해된 당과 p-aminohydroxybenzoic-acid hydrazide 

간의 반응에 의해 형성된 발색화합물로 당함량을 

측정하는 colorimetric 방법도 개발되었다. 

  상기 상술한 방법 이외에, 신뢰성있고 견 만한 

여러 신속한 측정법이 개발되어 최근 일반화되었

다. 이것들에는 상이한 기원에서 섬유질을 측정하

는 near infrared spectroscopy (NIR), oligofructose, 

inuline, polidextrose 등 prebiotics로 작용할 수 있

는 섬유질 성분의 정량 등이 있다. 

  Prebiotics의 부분의 분석은 chromatography 

기술, GC, gel filtration, 높은 pH 교환 등의 응용

에 기반한다. GC에 의한 분석은 물질을 휘발성으

로 만드는 처리과정이 있어 가장 복잡하나 낮은 

합도(<10)를 갖는 올리고당의 직 인 측정이 

가능한 장 이 있다. Gel filtration에 기반한 방법

들은 inulinase에 의한 효소  처리를 포함한다. 

분자생물학  기법의 발 은 특수한 특성을 가진 

비소화성 올리고당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Polidextrose의 측정도 한 식품재료로부터 효소

에 의한 올리고당류 제조를 기반으로 한다. 이 경우

는 fructanase와 amyloglucosidase와 iso-amylase의 

혼합효소로 구성된다. 재 개발되고 있는 prebiotics

의 분리와 분석과 정량의 여러 방법은 검증후 

공식 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측

된다.

5. AOAC 방법

  상기 언 된 여러 방법  일부는 AOAC(Official 

Methods of Analysis, 2000)에 공식 인 방법으로 

채택되었다. 

- Fibre (Crude) Animal Feed and Pet Food. 

AOAC Official Method 962.09.

  Crude 섬유질은 특정 조건하에서 1.25% 황산과 

1.25% 수산화나트륨의 처리후의 강열잔분이다. 

본 방법은 지방추출 후 상당량의 잔여물이 있는 

grains, meals, flours, feeds, fibre-bearing material, 

pet foods에 용될 수 있다.

- Acid detergent fibre and lignin in feed. AOAC 

Official Method 973.18.

  ADF와 lignin은 72% 황산에 의한 분해 후 측

정된다.

- Fibre (Crude) in Animal Feed and Pet Food. 

AOAC Official Method 978.10.

  원리는 시료가 여과에 필요한 최소 진공처리와 

침 을 막기 한 가열 등의 단계는 962.09와 같다.  

- Total Dietary Fibre in Foods (Enzymatic- 

Gravimetric Method). AOAC Official Method 

985.29.

  2개의 동일 시료 비 10% 이상의 지방을 함유

하는 경우 지방을 추출하고 내열성 amylase인 

Termamyl로 처리 단백질과 분제거를 하여 

protease와 amyloglucosidase로 분해 4배량의 에

틸 알코올을 가하여 용해성 식이섬유를 침  체 

잔여물은 여과하고 78% 에틸 알콜과 95% 에틸 

알코올, 아세톤으로 세척, 건조 후에 잔여물 양 측

정 1개 시료는 단백질 분석하고, 다른 시료는 52

5℃로 태워서 ash 측정

- Fibre Acid Detergent and Protein Crude in 

Forages. Near infrared Reflectance Spectroscopic 

Method. AOAC Official Method 989.03.

  시료의 임의 부분을 NIR 분 계의 견본 받침

에 재. Calibration 통계에서 선택된 검증된 공

식은 acid-detergent 섬유질과 시료의 조단백질량

을 계산하는 데 이용. 

- Insoluble Dietary Fibre in Food and Food 

Products. Enzymatic-Gravimetric Method, Phosphate 

Buffer. AOAC Official Methods 9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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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식이섬유(TDF) = 잔여물-(단백질+재)

 IDF = 잔여물 무게-(단백질+ash) 무게

 SDF = 잔여물-(단백질+ash)

  2개의 동일 시료 비 10% 이상의 지방을 함유

하는 경우 지방을 추출하고 내열성 amylase인 

Termamyl로 처리 단백질과 분제거를 하여 

protease와 amyloglucosidase로 분해 용해성 식이

섬유는 여과와 물세척으로 제거 나머지 잔여물인 

불용성 섬유(IDF)는 95% 에탄올과 아세톤으로 세

척, 건조하고 칭량 1개 시료는 단백질 분석하고, 

다른 시료는 525℃로 태워서 ash 측정

- Total Soluble and Insoluble Dietary Fibre in 

Foods. Enzymatic-Gravimetric Method. MES-TRIS 

Buffer. AOAC Official Methods 991.43.

  2개의 동일 시료 비 10% 이상의 지방을 함유

하는 경우 지방을 추출하고 내열성 amylase로 

처리 단백질과 분제거를 하여 protease와 

amyloglucosidase로 분해 체 식이섬유 (TDF) 

측정을 해, 효소분해물은 여과 에 알코올 처

리하여 용해성 식이섬유를 침 시킴 TDF 잔여물

은 알콜과 아세톤으로 세척, 건조  칭량 불용성 

 용해성 식이섬유(IDF와 SDF) 측정을 해, 효

소분해물은 여과하고 잔여물(IDF)은 온수로 세척, 

건조  칭량 SDF에서 여과, 세척된 것은 알코올 

침 하고, 여과, 건조  칭량 TDF, IDF, SDF 잔

여물 값은 단백질과 ash, 공비교치(blank)로 보정. 

- Total Dietary Fibre. Enzymatic-Gravimetric 

Method. AOAC Official Methods 992.16.

  시료는 건조  마쇄 10% 이상 지방함유시 지

방 추출 시료 일부를 내열성 amylase, amyloglucosidase, 

protease로 가압멸균기에서 처리 효소로 분해되지 

않은 섬유질은 에탄올에 의해 침 하고 여과 잔여

물은 건조, 칭량, 회화하고 재칭량 시료의 다른 일

부는 성 계면활성제로 refluxe 하고 돼지의 췌장 

α-amylase를 처리하여 수용성 탄수화물과 단백질

을 제거 잔여물은 건조, 칭량, 회화하고 재칭량. 

체 인 식이섬유는  2개 잔여물의 합으로 계산

- Soluble Dietary Fibre in Food and Food 

Products. Enzymatic-Gravimetric Method (Phosphate 

Buffer). AOAC Official Methods 993.19.

  2개의 동일 시료 비 10% 이상의 지방을 함유

하는 경우 지방을 추출하고 내열성 amylase로 

처리 단백질과 분제거를 하여 protease와 

amyloglucosidase로 분해 IDF는 여과, 세척에 의

해 제거 여과액내의 SDF는 95% 에탄올을 가하여 

침  침 물은 여과하고 78% 에탄올, 95% 에탄

올, 아세톤으로 세척하고, 건조  칭량한 시료는 

단백질을 분석하고, 다른 시료는 525℃에서 태워

서 ash 측정 

- Total Dietary fibre in Foods and Foods 

Products with %2% Starch. Non-Enzymatic- 

Gravimetric Method. AOAC Official Method 

993.21.

  건조한 과일, 야채, 는 섬유질 원료를 물에 

탁하고 37℃ 90분간 처리하여 당과 다른 물에 용

해되는 구성요소를 용해 그리고 나서, 물에 용해

되는 섬유질 성분은 에탄올로 침  잔여물은 78% 

에탄올, 95% 에탄올, 아세톤으로 세척후 105℃에

서 건조한 시료는 조단백질을 분석, 다른 것은 

ash를 분석 

- Total Dietary Fibre determined as Neutral 

Sugar Residues, Uronic Acid Residues, and 

Klason Lignin. Gas Chromatographic Colorimetric 

Gravimetric Method. AOAC Official Methods 

994.13.

  분은 산염 완충액에서 내열성 α-amylas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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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loglucosidase를 사용하여 시료에서 제거 용해

성 다당체는 80% 에탄올로 침  침 된 불용성 

다당류는 황산으로 가수분해 방출된 성 당류는 

gas liquid chromatography에 의해 alditol acetate 

로서 정량 산성 분해물에 있는 uronic acid는 

colorimetry에 의해 측정 Klason lignin은 ash-free 

acidinsoluble 잔여물로서 gravimetry로 측정 체 

식이섬유는 amylase-resistant 다당류과 Klason 

ligin으로 정의.

- Fructans in Food Products. Ion Exchange 

Chromatographic Method. AOAC Official 

Methods 997.08.

  Fructans는 시료를 물로 끓여 추출 추출물은 

분을 제거하기 해 amyloglucosidase를 사용하여 

가수분해 분해물의 일부를 inulinase 처리하고 방

출된 당을 측정 처음의 시료와 첫번째와 두번째 

분해물을 high performance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와 pulsed amperometric detection 

에 의해 분석당 분석 1, free fructose 와 sucrose 

는 처음 시료에서 분석당 분석 2, free glucose 와 

maltodextrins, 분으로부터의 glucose는 첫번째 

분해물에서 측정당 분석 3, 분해물에서의 총 glucose 

양과 총 fructose양을 두번째 분해물의 glucose와 

fructose양에 더한다. Fructans는 루코오스

와 glucose와 fructose 농도로부터 계산

- Food polidextrose (ref.2000.11).

  음식물로부터 뜨거운 물로 추출하고 원심분리. 

상등액은 한외여과로 여과여과액은 효소복합체

(iso-amylase, amyloglucosidase, fructanase)로 처리

하여 oligosaccharides 와 fructans 제거 높은 분자량의 

polidextrose 분획은 HPAEC-ED chromatography

로 정량

  이러한 섬유질의 직 인 측정법 이외에 fibre- 

related 물질을 측정하는 다른 시스템들: starch in 

vegetables (ref.948.02), cereals (refs. 979.10, 996.11), 

fruits (925.38), chocolate (920.84), peanut butter 

(ref. 954.08); lignin in plant food (refs. 932.01, 

949.04) and feed (ref. 973.18); starch flour and 

soy flour in meat products (refs. 958.06, 935.49, 

913.01); alginates in chocolate (ref. 959.06); gums 

in cheeses and ice-creams (refs. 937.06, 960.33); 

and agar in meat products (ref. 945.57).

6. 식품내 섬유질 함량과 소비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과 섬유질 성분의 효과

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식이섬유는 

자연에서 곡류, 야채, 과일, 견과류에 존재하며 섬

유질의 양과 종류는 식품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일부 

비 분성 식품은 건조물 100 g 당 섬유질 20-35 g

을 함유하며 분성 식품은 10 g을 함유한다. 과

일과 야채의 섬유질 양은 조물 100 g 당 1.5-2.5 g 

이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에 곡류가 주된 식

이섬유의 공 원이며 이는 략 서구 국가 섬유질 

섭취의 50%를 차지한다. 식이섬유 30-40% 는 야

채로부터 공 되며, 과일로부터 16%, 그리고 나머

지 3%는 기타 공 원으로부터 온다. 

  최근에는 우리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계되는 것처럼 보이는 식물성 식품의 양

을 식사에서 늘이도록 권고된다. European Cost-92 

Programme 에 따르면 유럽 국가간 과일과 야채 

소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식이섬유의 

섭취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랑스와 이탈리

아와 스페인과 같은 남유럽 국가보다 에서 훨씬 

더 낮다. 식이섬유 섭취 권장량은 나라마다 다르

다. 국은 비 분성 다당 (NSP)으로서 18 g/day

을 권장하며 독일에서는 30 g/d, 미국에서는 남성

은 38 g/d, 여성은 26 g/d을 권장한다. Spain, 

Italy, Greece와 같은 국가의 지 해식 식단은 야

채, 곡류, 과일, 콩류가 많기 때문에 풍부한 식이

섬유를 제공한다. 이들 국가에서의 권장량은 남성 

20 g/d, 여성 15.7 g/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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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류로부터의 식이섬유 양은 공 원이나 가공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 가루의 식이섬유 양은 

정제품의 2.5 g/100 g 에서부터 기울 비정제품

의 12 g/100 g까지 다양하다. 야채에서의 식이섬

유의 함량은 건조물의 28 - 30% 정도를 이며 흰

콩, 붉은 콩 등은 더 높은 함량을 나타낸다. 야채

와 같이 과일도 낮은 식이섬유 (1-3.5% dry 

matter)치를 나타낸다. 

7. 기능성 식품

  최근 기능성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양분으로

서의 작용이외에 특정 인 생물학  기능에 정

인 효과를 주어 일상 인 건강증진과 발병방지

에 향을 주는 식품으로 정의된다. 

  식이섬유는 배설물 양 증가, 장내 통과 시간의 

단축, 콜 스테롤과 당 수 의 하, 발암 험

물질의 흡수, 장내 균총의 증식 등 유익한 효과 

때문에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식이섬유의 요성은 거 하고 잠재성 있는 섬

유질 식품과 원료의 시장을 발달시켜 왔으며, 최

근에는 새로운 공 원을 찾고 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에는 가장 잘 알려지고 소

비되는 것으로 아침식사용 곡류와 빵류가 있다. 

빵류의 풍부한 맛을 해 통 으로 정제되지 않

은 곡류를 첨가하 는데, 이제는 과일 등의 다른 

식이섬유 공 원을 사용함으로써 양의 질을 증

가시키고 체  용해성 섬유질의 함량을 높이며 

칼로리, 강한 항산화 작용, 발효기능, 수분유지

력 등을 제공한다.  빵류에 식이섬유를 사용함

으로써 지방 성분을 하시켜 양의 질을 개선한

다. Resistant starch, β-glucans와 같이 추출된 섬

유질 성분이 과자, 아침식사용 곡물에서  섬유질을 

증가시키기 해 사용된다. 

  음료에 있어서, 식이섬유의 첨가는 도와 안정

성을 증가시키며, IF 보다 물에 분산이 잘 되는 

SF가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SF의 로서 곡류나 

과일 추출물, pectins, ß-glucans, cellulose beet- 

root fibre, polidextrose 등이 있다. 

  Pectins, inuline, guar gum, carboximethyl- 

cellulose와 같은 용해성 섬유질은 유제품에도 기

능성분으로 사용된다. Guar gum, pectins, inuline 

은 치즈 가공에 첨가되어 질감, 향과 같은 능

인 특성을 잃지 않고 fat %을 인다.  한 편으

로는 요구르트와 아이스크림에 식이섬유를 첨가하

여  유화 안정성을 개선한다. 

  Pectins, cellulose, 콩, , 옥수수, 의 추출물, 

사탕무우 섬유질에 유래하는 식이섬유는 소시지와 

같은 육류 생산품의 질감을 개선하기 해 사용될 

수 있다. 동시에 ‘다이어트 햄버거’와 같은 지방 

제품에도 합하다. 한, 그것들은 수분유지력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육류에서의 함유

는 juiciness를 유지시킨다. 

  잼 등의 제조에는 esterification 정도가 다른 펙

틴류가 많이 사용되며 제품 안정성을 증가시킨다. 

칼로리 쵸콜릿류에는 inuline, oligofructose과 같

은 성유질 성분이 체 당으로서 사용된다. 

  기능성 식품과 성분으로의 섬유질 사용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식품 내에서의 식이섬유 구조와 기

능성에 한 향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더 많은 정

보를 획득한 후에야 기술 이고 생리학 인 

에서 식이섬유의 정확한 기능성을 가진 새로운 식

품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8. 식물성 식품 잔여물에서의 식이섬유 분리

  식물자원은 일차 이고 무한한 자원이며 생체유

용성과 재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식이섬유 시장은 매우 경쟁 이며 새로운 섬유

질이 계속 요구되고 있다. 많은 다양하고 유용한  

농산부산물들이 존재한다. 주요 성분을 분리하고 

남은 잔여물이 풍부하며 연료난 퇴비로 사용되는 

이외에는 아직까지 평가된 값싼 것들이다. 식이

섬유의 공 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러한 물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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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회수하는 것에 심이 증가되고 있다. 수년

만 해도 식물성 식품 가공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경제 , 환경 으로 문제 지만 재는 확실한 기

능성 성분의 공 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오 지, 사과, 복숭아와 올리  등 많은 과일이 

쥬스의 추출을 해 사용된다. 이것들은 모두 높

은 가치의 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부산물을 포함

하며, 그 에서 기능성 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섬유질 부분이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한 가공 에 부산물을 내놓는 야채류도 많이 있

으며, 아스 라거스의 무게의 40-50%가 부산물로

서 용해성, 불용성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다. 

  오 지와 몬 부산물도 매우 많고 값싸며 

pectin이 풍부한 섬유질원이다. 포도, 사과, 바나나, 

망고, 구아바 등도 껍질과 와 씨앗으로 구성되

는 엄청난 양의 부산물을 제공한다. 이러한 성분

들은 용이하게 회수되지 않으면 가공비용의 증가

로 인해 산업화에 큰 제한요소가 될 수 있다. 많

은 다른 생리활성물질 에 pectins과 polyphenols 

은 사과의 부산물로 회수될 수 있으며, 포도즙 추

출 후에 섬유질 성분도 회수된다. 이 섬유질들은 

항산화제 성분과 결합되어 다양하고 완벽한 식이성

분이 된다. 이외에 mango skin에서 분지형 pectin 

도 심의 상이다. 

  키 는 건조물의 25% 정도가 섬유질이며 인

애  껍질의 경우 불용성 섬유질이 70%이다. 올

리 는 olive oil 생산이 주목 이지만 phenolics과 

섬유질 같은 생리활성물질을 주산물로 생성한다.

9. 식품가공과 섬유질 특성

  인간이 소비하는 주요 심의 가공식품류는 발

효, 가열 공정으로서 그 화학  조성과 물리화학

 성질, 양  기능  특성 등을 변화시켜 인체

에 한 생리 인 효과를 주는 것이다. 

  발효는 식이섬유의 조성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식물성 식품 가공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변화는 

발효과정 에 생기는 효소작용에 의해 매개되며, 

기본 으로 여러 세포벽 다당의 용해로 구성된다. 

발효액 내의 주요 효소는 amylase, proteinase, 

poligalacturonase, cellulase, β-galactosidase 등으

로서 여러 세포벽 다당류를 선택 으로 분해하며, 

궁극 으로 주로 SF가 하되어 섬유질을 감소시

킨다. 발효액 내에 생기는 다당류는 성 다당류

와 pectin과 같은 용해성 성분과 hemicelluloses와 

cellulose와 같은 IF의 성분으로 구성된다. 테이블 

올리 와 발효양배추(sauerkraut)는 가장 잘 알려

진 발효된 식물성 식품이다. 테이블 올리 의 발

효 가공 에 올리  열매는 식이섬유의 한 

하를 보인다. 반면 발효양배추의 식이섬유는 큰 

변화가 없다. 이것은 가공 에 용해된 섬유질이 

상당량 용액으로서 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식물성 식품의 가공  열에 의한 공정은 boiling, 

cooking, canning이다. 가열이 식물조직의 질감을 

변화시키며, 이때 섬유질 성분의 조성과 구조에 

따라 그 변화가 달라진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제품에 남아 소비자에게 달되는 식이섬

유의 정확한 양과 생체유용성을 규명하기 해서 

섬유질의 물리화학 , 생리학  특성에 한 열처

리의 향을 연구하는 것이 요하다. 

  Boiling은 보통 100℃에 끓이거나 증기, microwave 

로 가열하는 단시간의 처리방법이다. 이 공정은 

결과 으로 최종 제품의 능  특성에 나쁜 향

을  수 있는 효소를 불활성화시킨다. 일부 원치 

않는 결과로서 조직의 과도한 연화, 색이나 향의 

소실, 이취, 이색의 생성 등이 있다. Cooking 은 

보다 긴 시간의 공정으로 일반 인 oven 이나 

microwave 기기를 이용하여 압력의 존재/비존재 

하에 가열하는 것이다. Canning은 높은 온도와 압

력으로 이용하여 단기간에 수행된다. 

  많은 식물성 식품이 열처리 후에 소비되지만, 



172    국내 ․외 기술정보/야채류 식이섬유의 기능성 성분

식이섬유가 열처리 동안 변화되는 것에 해서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어떤 섬유질 성분이 

가열의 결과로 큰 변화를 갖는지는 (hemicelluloses와 

pectin 성분이 향 받기 쉬운 성분인 것은 알려

졌지만)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Tatjana 등

은 강낭콩의 열처리 의 변화를 연구하여, 다당

류의 용해에 의해 체 섬유질의 양 감소가 된다

고 보고했다. 

  몇몇의 경우에 섬유질의 명백한 증가가 찰되

었으며 이는 다당류와 다른 구성분, 즉 단백질, 

phenolic 성분 등의 결합체 형성에 의한 것이다. 

일부 야채와 콩류를 먹는 데 당하게 만드는 과

정에서 섬유질의 여러 성분이 하된다. 기울에

서는 열처리(boiling, cooking, roasting)에 의해 

체 섬유질이 증가하는데 이는 섬유질-단백질 결합

체 형성에 의한 것이다. 

  요리시에는 여러 산, 알칼리 용액이 첨가되어 

pH가 조직의 질감 등을 변화시키는 주 요인이다. 

를 들면, 그 과정이 pH 10에 발생한다면 그들이 

pH 4에서 요리될 때 감자, 꽃양배추, 강낭콩과 완

두가 pH 10에서보다 pH 4에서 더 견고하게 된다

고 보고되었다. 그것은 질감을 떨어뜨리는 섬유질 

구성요소의 용해성이 알칼리 조건에서 더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 으로, pH 

조건의 최종 인 향은 섬유질 조성, 처리 시간, 

식물성 식품의 크기와 처리 액체의 침투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신선한 과일과 야채의 수확 후 장시에 최 의 

조건에서 능 인 특성(color, texture, flavour)과 

양 인 특성을 유지시키려고 한다. 섬유질의 양

, 질  변화는 상당 부분 장조건에 의해 결정

된다. 사과의 경우 공기(압)의 조 로 안정도를 높

일 수 있는 반면, 조 이 어려운 양 의 경우 

pectin의 uronic acids 증가로 섬유질 증가가 나타

난다. 꽃양배추와 로콜리, 아스 라거스와 같은 

야채의 장 에 단단하게 되는 것은 섬유질화가 

증가되는 것으로 제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 

과정은 특히 아스 라거스에서 명백하며, 기의 

lignin, cellulose, hemicelluloses 등 섬유질 성분이 

재구성되어 생긴다. 

  냉동은 신선한 야채의 질을 보존하는 한 방법이

다. 섬유질에 한 이 과정의 향에 해 많은 

연구가 있지는 않고 일부 반 되는 결과도 있다.

열  과일에서는 냉동시에 섬유질 양이 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 로 당근, 완두, Brussels 

sprouts, 녹색콩과 같은 야채의 냉동은 섬유질에 

요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Ⅲ. 결언

  섬유질에 한 여러 내용을 살펴본 결과, 아직 

많은 부분의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겠

다. 식이섬유의 인체에 한 생리  효과와 함께 

그 조성과 구조에 한 더 나은 정보를 얻기 

해, 화학, 생화학, 생물공학, 생물학, 생리학, 양

학, 의학 등 여러 다른 분야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동 연구가 요구된다. 재, 확실히 규명된 것은 

식이섬유가 인간 건강에 한 유익한 향을 주는 

기능성 성분으로서 큰 가능성을 소유한다는 것이

다. 

  최종 인 결론으로서, 많은 과학 인 성과가 있

었지만 아직 더 크고 다양한 데이타베이스를 확립

하여 식이섬유의 정의와 분석방법에 한 체

인 합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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