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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회의사람들은비만, 암, 심장병 등의질병발병율

이매우빠르게 증하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질병의원인

은여러가지요인들이있겠지만그 에서도가장먼 손꼽

을수 있는것이식생활의 변화에서비롯된다고볼 수있다. 

과학과 사회가 발 함에따라많은사람들이 인스턴트음식

과패스트푸드를즐겨먹게되었고, 특히 지방 함량이높은

이러한 식품들을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여러가지 질병에

노출될확률이매우높아진다. 따라서많은사람들이비 분

다당류, 비타민 미네랄함량이풍부한식품을선호하는추

세이다. 특히우리나라에서는생식에 한 심과이용이지

속 으로늘고있다. 생식(生食)의사 의미는 “열을가하

지않은음식”으로화식(火食)과상반된개념의식품으로비

분 다당류와 난소화성 분으로 이루어진 난소화성 분획

물함량이높아고지 증, 장암1), 동맥경화2) 비만
3) 등에

효과가있다는연구가보고된바있다. 특히이러한기능성을

나타내는 난소화성 분획물 에서도 비 분 다당류인 식이

섬유보다는 난소화성 분의함량이 크게 향을 미칠 것이

라고보고되고있다
4). 난소화성 분은크게다음의 4가지로

나뉜다. 비 분다당류와강하게결합되어있어 분가수분

해효소에의하여 18시간이상반응시킨후에도분해되기어

려운난소화성 분 1(RS1), 생 분을일컫는난소화성 분

2(RS2), 노화된 분을의미하는난소화성 분 3(RS3) 변

성 분을 뜻하는 난소화성 분 4(RS4)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에서도 RS1은고지 증억제에큰효과가있다고알려

시 표 생식의 분 가수분해지수에 열처리가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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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ssessed the effects of heat treatment on the in vitro hydrolysis indices of commercial Saengshik. Thermal 

treatment on grain flour and commercial Saengshik increased soluble dietary finer(SDF) and insoluble fiber(IDF), while total 

dietary fiber(TDF) content remained nearly constant regardless of thermal treatment. Among the samples, COS(Commercial 

Ohaeng Saengshik) showed the highest TDF and IDF content in raw and heated samples. Additionally, the resistant 

starch(RS) contents in unheated samples were shown to be high. After heating, the RS levels of all the samples were reduced 

significantly, by over 12%. The degree of gelatinization in the unheated samples was lower than that of the heated samples, 

whereas the degree of retrogradation in the unheated sample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heated samples. The hydrolysis 

indices(HI) of the unheated samples were relatively low, whereas the heated group evidenced high levels. The HI must 

be affected by content of RS and IDF in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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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
5).

그러나, 기존의연구들은 부분이여러가지원료자체에

한 연구 는 시 생식 제품의 미생물에 한 오염도

가공방법에따른비 분다당류함량과효능에 한연구들

이 부분이다
6,7). 따라서실제로시장유통되고있는시 제

품의불용성 수용성식이섬유함량 는난소화성 분함

량에 한연구는매우부족한실정이다. 더구나시 생식과

화식의 난소화성 분함량과 분가수분해 지수와의상

계에 한 연구는 매우 불충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연구에서는시장유통되고있는시 생식제

품과 몇 가지 일반 곡류 혼합 곡류들의 난소화성 분획물

함량과 분 가수분해지수에열처리유무가 미치는 향에

하여알아보고자한다. 더나아가시 에유통되는시 생

식제품이나타내는기능성에 한우월 인원인물질의규

명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1. 재료 시료 비

본실험에사용한시 생식시료는㈜오행생식에서공 받

아 표 생식시료로 사용하 고, 시 생식에 이용되는 곡류

인옥수수, 수수 미는충남태안농 에서구입하여시료

로 사용하 다. 그리고, 각 옥수수, 수수 미를 혼합하여

혼합곡류(옥수수 : 수수 : 미=44 : 28 : 28) 시료로하 다. 

한, 생식시료를가열한화식시료는다음과같이 비하 다. 시

표 생식, 옥수수, 수수, 미 혼합곡류시료와물의비율

이 1 : 2의비율로되도록하여 autoclave(JK-AT-60, JK TRADING 

Corp, Seoul, Korea)를이용하여 121℃에서 1시간동안열처리

한후, 송풍건조기(VS-1202D3N, Vision Scientific, Seoul, Korea)

에서 송풍건조(55℃, 8시간)하여 화식 시료로사용하 다. 

한 실험에 모든 시약은 시약 으로 구입하여 사용하 다.

2. 일반성분분석

실험에사용한모든시료들의수분함량, 조지방 함량, 조

단백질 함량, 회분함량등은 AOAC8)법에 따라 측정하

다.

3. 식이섬유 함량

식이섬유함량 분석은 Prosky
9)
법에 하여수용성 식이섬

유함량과불용성식이섬유함량을다음과같이측정하 다. 

탈지시킨시료 0.5 g에 50 ㎖의 phosphate buffer(pH 6.0)와내

열성α-amylase(Sigma A-3306,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첨가하여 95℃ 항온수욕조에서 15분동안교반

하면서반응시켰다. 반응이완료된시료는냉각시킨후, 0.275 

N NaOH를이용하여 pH 7.5±0.2로조정하여 pancreatic protease 

(50 ㎎/㎖, Sigma P-3910,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0.1 ㎖를첨가하고 60℃ 항온수욕조에서 30분동안교

반하면서반응시켰다. 이후, 0.325 M HCl을이용하여 pH 4.0

으로조정하고 amyloglucosidase(Sigma A-9913,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첨가하여 60℃ 항온수욕조에서 30

분동안교반하면서반응시켜서 분을모두제거하 다. 반

응이 끝난 후, 95% 에탄올을 부가하여 실온에서 24시간 동

안침 시킨 후, 식이섬유용 유리여과기를이용하여 여과하

다. 여과한여과액은건조하여수용성식이섬유함량을분

석하 고, 침 물은 불용성식이섬유로 그함량을 분석하

다. 

4. 난소화성 분

각시료들의난소화성 분함량은 Goni 등
10)
의방법을이

용하여 측정하 다. 즉, 탈지된 시료 25 ㎎에 0.1 M HCl‐

KCl(pH 1.5) 완충용액 10 ㎖를 부가하고, 0.1 ㎖의 pepsin(10 

㎎/㎖, Sigma P-7012, Sigma Chemical Co, USA)를반응시켜단

백질을 제거하 다. 그리고 α-amylase(40 ㎎/㎖, Sigma A- 

3176,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첨가하여 37℃ 

항온수욕조에서 18시간동안반응시켜서소화성 분을제거

하 다. 이후, 분해되지않은불용성의난소화성 분침 물

은 2 M KOH에용해시켜 80 ㎕의 amyloglucosidase(140 U/㎖, 

Sigma A-7255,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첨가

하여 가수분해(60℃, 45 min)시켰다. Glucose 함량은 Glucose 

assay kit(Sigma GAGO-20,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5. 호화도

각시료들의호화도측정은이
11) 등의방법에따라측정하

다. 20 ㎎의분말시료에증류수 5 ㎖를첨가하여분산시킨

후, 각각의 시험 에 glucoamylase solution(20.1 units/g solid, 

acetate buffer, pH 4.5) 25 ㎖를넣어 40℃에서 1시간동안반

응시켰다. 반응시킨 후 25% TCA(trichloroacetic acid,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2 ㎖를넣어반응을정지시

킨후원심분리(16,000×g, 5 min)하여상징액을취하여 phenol- 

sulfuric acid 방법을이용하여구하 다
12)

. 즉, 원심분리한후

취한 상징액내에 10～70 γ의 환원당을 함유하도록 증류수

로희석하여이 에서 2 ㎖를취하여시험 에넣은후, 5% 

phenol 용액 1 ㎖를가하여잘혼합하 다. 여기에 5 ㎖의진

한 H2SO4를 혼합액 표면에 직 으로 부가하고 혼합이 잘

되도록 하여 10분 동안 방치한 후 당히 흔들어 섞은 후

30℃의항온수욕조에서 20분동안 정치시켜발색반응을유

도한후흡 기(Spectronic 20D+, Spectronic Instruments,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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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를 사용하여 490 ㎚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한편, 시료의호화도(A')는시료의 기흡 도(A)를기 으

로하여 장하면서구한시료의흡 도(B)와의비를통해상

으로 구하 다. 각 시료의 호화도(A')는 다음 식에 의하

여 산출하 다.

노화도 = 100-A'

A'(%)=
B
A
×100

이때, A' : 시료의 호화도 (%)

B: 일정기간 경과 후 시료의 호화도

A: 시료의 기 호화도

6. 분 가수분해지수

각시료의 분가수분해지수(Hydrolysis index, HI)는 Goni 

등
10)
의방법을이용하여다음과같이측정하 다. 시료 100 ㎎

에 0.1 M HCl-KCl(pH 1.5) 완충용액 10 ㎖를첨가하고, pepsin 효

소용액 0.2 ㎖(0.1 g/㎖, Sigma P-7012,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첨가하여 40℃ 항온수욕조에서 1시간동

안반응시켰다. 그리고 0.1 M tris-maleate 완충용액 9 ㎖를 첨

가한후, α-amylase(40 ㎎/㎖, A-3176,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부가하고 37℃ 항온수욕조에서일정시

간(0, 30, 60, 180 min) 반응시키면서각반응시간후에 1 ㎖의

시료를채취하 다. 각반응시간후채취한 1 ㎖의시료에증

류수 3 ㎖를 첨가하고 4 M KOH 3 ㎖를 부가한후 30분동안

방치하 다. 그 후, 2 M HCl 용액 5.5 ㎖를 첨가하고, 0.4 M 

sodium acetate(S-5889,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완충용액을 3 ㎖를 참가하여 amyloglucosidase(A- 3306,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80 ㎕를첨가하여 6

0℃ 항온 수욕조에서 45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완료된

시료는원심분리기(CR-21G, Hitachi, Tokyo, Japan)로원심분

리하여(3,000×g, 15 min) 상등액 의포도당함량을측정하여

분 가수분해 지수를 분석하 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raw and cooked corn, sorghum, brown rice, cereal mixtures, and COS

Samples
Constituents(%)

Moisture Crude protein1) Crude lipid Ash Carbohydrates2)

Corn 8.9 12.6 4.1 1.8 72.6

Sorghum 9.6 10.3 1.9 1.7 76.5

Brown rice 10.9 8.7 2.4 1.2 76.8

Cereal mixture3) 9.6 10.8 3.0 1.4 75.2

COS4) 3.0 13.6 4.5 3.1 75.8
1) Calculation of protein content=Nitrogen(%)×5.95, 2) Calculated by difference, 3) Corn : sorghum : brown rice=44 : 28 : 28,
4) Commercial Ohaeng Saengshik.

7. 통계 분석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 9.13, SAS Institute, GA) 

통계 package를 사용하여 분산 분석 Duncan 다범 검증

(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 다.

결과 고찰

1. 일반성분

시료로사용한옥수수, 수수, 미, 혼합곡물 시 표

생식의일반성분함량은 Table 1과같다. 시 표 생식시료

를제외한모든시료들의수분함량이 9% 이상으로나타났다. 

조단백질함량은시 표 생식이 13.6%로가장높은함량을

나타내었고, 미의조단백질 함량이 8.7%를 나타내어 가장

낮은값을나타내었다. 조지방함량은시 표 생식과옥수

수의 경우 4% 이상으로 다른 시료들에 비하여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한, 시 생식시료와옥수수는조회분함량도

다른시료들에비하여높은값을나타내었다. 반면에탄수화

물함량은 수수와 미가다른 시료들에비하여 상 으로

높은값을나타내었다. 이러한결과는일반 으로알려진각

곡류의 일반성분비와 같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2. 식이섬유 함량

각생식과화식시료들의불용성식이섬유, 수용성식이섬

유 총식이섬유함량은 Table 2에나타내었다. 총식이섬유

함량에 열처리 유무가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반 으로

열처리하지 않은 생식 시료들과 열처리를 한 화식시료들의

총식이섬유함량은유의 으로큰차이를나타내지않았다. 

그러나, 열처리유무가수용성식이섬유함량과불용성식이

섬유 함량에는 유의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성식이섬유함량의경우, 시료종류에 계없이생식시

료들이화식시료들에비하여높게나타났다. 반면에수용성

식이섬유함량은 열처리하지않은생식시료들에 비하여 열

처리한화식시료들이더높은값을나타내었다. 이러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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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s of total dietary fiber(TDF), water insoluble dietary fiber(IDF) and water soluble dietary fiber 

(SDF) of raw and heated corn, sorghum, brown rice, cereal mixtures, and COS                            (%)

Sample
IDF SDF TDF

Raw Htead Raw Heated Raw Heated

Corn  4.27±0.01b3)  4.16±0.02c 0.12±0.05c 0.24±0.02c  4.39±0.02c  4.40±0.03c

Sorghum  3.71±0.03c  3.53±0.05d 0.17±0.01b 0.37±0.05b  3.88±0.02d  3.90±0.02d

Brown rice  3.55±0.02d  3.51±0.03d 0.24±0.03b 0.50±0.05a  3.79±0.01d  3.75±0.01d

Cereal mixture1)  4.81±0.01b  4.59±0.07b 0.20±0.01b 0.41±0.01a  5.01±0.01b  5.00±0.02b

COS2) 15.42±0.01a 16.04±0.04a 0.37±0.01a 0.23±0.05c 15.79±0.02a 16.27±0.01a

1) Corn:sorghum : brown rice=44 : 28 : 28, 2) Commercial Ohaeng Saengshik, 
3) Superscripts in a low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Ducan’s multiple comparison.

는 열처리에 의하여 식이섬유들의 조직이 연화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세포벽내의펙틴이 β-elimination에의하여붕

괴되어 용해성이 증가되는 결과로 단된다
13). 한, 시료들

에서는열처리유무에 계없이, 시 표 생식시료가가

장 높은 불용성 식이섬유 함량(4.8%)을 나타내었고, 수용성

식이섬유의경우에는열처리유무에 계없이 미가유의

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3. 난소화성 분

난소화성 분함량에열처리유무가미치는 향에 한

결과는 Table 3에나타내었다. 시료의종류에 계없이열처

리하지 않은 생식시료들이 열처리한화식시료들에 비하여

2～6배정도난소화성 분함량이높게나타났다. 생식시료

들을살펴보면, 시 표 생식, 혼합곡물 수수가 19% 이

상으로가장높은난소화성 분함량을나타내었으며, 이들

시료간의 유의 인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에 미와

옥수수는 다른 시료들에 비하여 유의 으로 낮은 난소화성

분함량을나타내었으며, 그 옥수수는모든생식시료들

Table 3. Degree of resistant starch of raw and heated 

corn, sorghum, brown rice, cereal mixture, and COS

Samples
Resistant starch(%)

Raw Heated

Corn 17.9±0.2c3) 5.2±1.5ab

Sorghum 19.1±0.6a 5.1±1.8ab

Brown rice 18.2±0.2b 3.0±2.8b

Cereal mixture1) 19.1±0.6a 6.6±0.5a

COS2) 19.1±0.5a 7.8±0.8a

1) Corn : sorghum : brown rice=44 : 28 : 28,
2) Commercial Ohaeng Saengshik,
3) Superscript letter in a low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Ducan’s multiple comparison. 

에서가장낮은난소화성 분함량을나타내었다. 한, 화

식 시료들의 난소화성 분 함량을 비교해 보면, 역시 시

표 생식과혼합곡물의난소화성 분함량이 7% 이상으로

높게나타났다. 이에반해, 미, 수수, 옥수수는유의 으

로낮은난소화성 분함량을나타내었고, 그 에서도 미

는 가장 낮은 난소화성 분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시료들의 원료특성에 기인한다고 사료되며, 특히

시 표 생식과혼합곡류시료는높은불용성식이섬유함

량과난소화성 분함량과의 계 한배제할수없다고본

다. 난소화성 분의종류에서도특히난소화성 분 1(RS1) 

의경우에는그특성상불용성식이섬유등의비 분다당류

와아주단단하게결합되어있으므로, 불용성식이섬유함량

과난소화성 분 에서 RS1이 하게 련하고있을가

능성이 높다고 단된다
5,14).

4. 호화도 노화도

생식시료들과화식시료들의호화도와노화도에 한결

과는 Fig. 1과 2에 나타냈다. 우선 모든 시료들의 호화도에

한결과를 살펴보면, 반 으로 시료의종류에 계없이

열처리하지않은생식시료들의 호화도가열처리한 화식 시

료들의호화도보다 히낮은값을나타내었다. 생식시료

들의 호화도는 략 23～35% 수 으로나타났고, 생식 시료

들 에서시 표 생식이 35%의호화도를나타내어유의

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혼합 곡류 시료의 호화

도가 22.5%로유의 으로 가장낮은값을나타냈다. 그러나, 

이들을열처리한화식시료들의호화도를살펴보면, 생식시

료들을 열처리한 화식 시료들은 시료 종류에 계없이 모

두 호화도가 크게 상승하 다. 그리고 각 시료들의 호화 상

승 정도는 시료마다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었다. 를 들어, 

시료 의수수의결과를살펴보면, 생식인상태에서는 25.1%

의 호화도를나타내어 모든 시료들 가운데 유의 으로 가장

낮은 호화도를 나타내었으나, 열처리를 한 화식 상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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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gree of gelatinization of raw and heated 

corn, sorghum, brown rice, cereal mixture, and COS. 

COS; Commercial Ohaeng Saengshik. +, p<0.05 compared 

between each raw and heated corn, sorghum, brown rice, 

cereals mixture, and COS; *, p<0.05 compared among the 

raw samples of corn, sorghum, brown rice, cereal mixture 

(corn : sorghum : brown rice=44 : 28 : 28), and COS. 

92.7%의 호화도를 나타내어 화식 시료들 에서도 가장 높

은 호화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열처리에 의하여 수수의

호화도는 무려 67.7%나상승하 다. 이와 반 로시 표

생식시료의경우에는열처리하지않은생식상태에서는 35%

의 가장높은호화도를나타내었으나, 열처리를한화식상태

의호화도는 54.4%를나타내어호화도가 19.4% 증가한것으

로서, 비교시료가운데가장낮은호화도증가를보 다. 이

러한 결과는 술한 내용과 같이 분의 호화에 있어서 불

용성식이섬유와난소화성 분함량이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15,16). 특히, 열처리를한 후에도난소화성

분의 함량이 높으면 동일한 시간 동안 효소의 작용을 받기

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호화도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각시료들의노화도결과는 Fig. 2에서나타난것과

같이호화도의결과와상반된결과를나타내었다. 즉, 반

으로열처리하지않은생식 시료들의노화도가열처리한 화

식시료들보다높은결과를보 고, 각생식시료들혹은화식

시료들 에서호화도가가장낮았던수수등과같은시료들

이높은노화도를나타내었다. 이 게노화도가높고호화도

가낮은 분질식품을섭취했을때, 결정성 역이많으므로

효소 작용이 쉽지 않고, 이는 낮은 소화율을 나타내어

콜 스테롤함량 하, 장암억제 비만억제등의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17)

.

Fig. 2. Degree of retrogradation of raw and heated 

corn, sorghum, brown rice, cereal mixture, and COS. 

COS; Commercial Ohaeng Saengshik. *, p<0.05 compared 

between each raw and heated corn, sorghum, brown rice, 

cereal mixture, and COS; +, p<0.05 compared among the 

heated samples of corn, sorghum, brown rice, cereal mixture 

(corn : sorghum : brown rice=44 : 28 : 28), and COS. 

5. 분 가수분해 지수

열처리하지 않은 생식 시료들과 열처리한 화식 시료들의

분 가수분해 지수에 한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각

시료들의 분가수분해지수는 International Glycemic Index18)

에서기 으로하고있는식빵을 100으로보았을때상 인

분가수분해지수를분석하 다
19). 결과에서보는것과같

이열처리하지않은생식시료들의 분가수분해지수가열

처리한화식시료들에비하여 하게낮게나타난것을알

수있었다. 그리고생식시료들간에는수수, 미 시 표

생식이가장낮은 분가수분해지수를나타내었다. 이는

각시료의총식이섬유 에함유되어있는수용성식이섬유

량이높은것과 한 계가있을것이라고보여진다. 

한, 시 표 생식 시료의 경우에는 성분 특성과 수용성

식이섬유함량보다는시료 에다량 함유하고있는불용성

식이섬유와 난소화성 분의 역할이 크게 작용함을 측할

수있었다
17～20). 그리고, 열처리한화식시료들의경우에는식

빵과비교했을때모두낮은 분가수분해지수를나타냈으

나, 시료들간의 유의 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6. 분가수분해지수, 난소화성 분 불용성식이섬

유의 상 계

앞에서살펴본 분가수분해지수와난소화성 분 불

용성식이섬유의결과를통하여그들간의상 계를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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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heating on hydrolysis index(HI) of corn,

sorghum, brown rice, cereal mixture(corn : sorghum : brown

rice=44 : 28 : 28), and COS. COS: Commercial Ohaeng Saeng-

shik, *, p<0.05 between heated samples and raw samples, +, 

p<0.05 among the raw samples.

Fig. 4. Comparision of hydrolysis index(HI), resistant 

starch(RS), and water insoluble dietary fiber(IDF).

결과는 Fig. 4에나타내었다. 열처리한화식시료들은열처리

하지않은생식시료들보다 분가수분해지수가높게나타

났다. 이는열처리를통하여 분의호화기작이이루어지고

호화된 분은 분 가수분해 효소의 분해작용을 상 으

로수월하게하기때문인것으로 단된다. 반면에열처리하

지않은시료들은 분가수분해지수가상 으로아주낮

은값을나타내었는데, 이는불용성식이섬유뿐만아니라난

소화성 분함량과매우 한상 계를나타내었다. 즉, 

불용성식이섬유 함량보다난소화성 분 함량이 높게 나타

난시료가가장낮은 분가수분해지수를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한
23) 
등의보고에서도비슷한결과를나타내었다. 그

의보고에 따르면 열처리유무에 계없이 난소화성 분과

불용성식이섬유함량이높은경우 분가수분해지수가낮

게 나타났고, 특히 그 에서도 난소화성 분 함량이 높은

시료의 분 가수분해지수가 불용성 식이섬유함량이 높은

시료의 분 가수분해지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요약 결론

시 표 생식 곡물시료들의열처리유무가 분가수

분해지수에미치는 향에 하여알아보기 하여총식이

섬유함량, 불용성식이섬유함량, 수용성식이섬유함량, 난

소화성 분함량 분가수분해율을조사하 다. 총식이

섬유 함량은 열처리유무에따라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과 불용성 식이섬유 함량에

는크게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 지만시 표

생식시료는열처리에의한불용성식이섬유함량변화가크

게나타나지않았다. 그리고, 시료들가운데시 표 생식의

총식이섬유함량과불용성식이섬유함량은모든생식시료

들과모든화식시료들 체에서높은값을나타내었다. 그리

고난소화성 분함량은생식시료들인경우높은값을나타

냈으나, 열처리후에는상 으로그난소화성함량이 12% 

이상감소되는것으로나타났다. 호화도는생식시료들이화

식시료들에비하여 히낮은값을나타내었다. 반면에노

화도는생식시료들이화식시료들에비하여높은값을나타

내어호화도와노화도는서로반비례 계를나타내었다. 

분가수분해지수는생식시료들이화식시료들보다낮은값

을나타내었고, 이것은난소화성 분함량과불용성식이섬

유 함량의 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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