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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 powder is an astringent powder used to prevent diaper rash. It also has other cosmetic uses.
In general, it is composed of talc powder (talcum powder). Talc powder is harmful if inhaled because
it can cause significant lung damage. With the aim of developing a new rice-based baby powder, three
kinds of rice varieties were selected and pulverized. To determine the cost-effectiveness of the differ-
ent states of rice powder, several milling processes were tried, and the powder characteristics of the
resulting rice powder, such as particle size, biological activities, digitalized color value, and moisture
content before and after coating treatment with essential oil and silicon oil, were examined. “Goami”
showed good flour characteristics with respect to lightness (92.0, L*[D65] value) and particle size (8.9
μm). SEM analysis showed that the rice powder particles coated in the essential oil and silicon oil
showed a smoother and rounder appearance than those of the talc powder. In addition, the average
particle size was decreased by the essential oil and silicon oil coating. The silicon oil coating solved
the problem of moisture absorption in rice flour. Rice flour properly coated with essential oil and sili-
con oil shows great potential as a new material source of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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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미세한 분말을 이용한 제품에는 그 용도에 따라서 화장용파

우더와 유아용 베이비파우더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현재 판

매되고 있는 화장용을 포함한 대부분의 베이비파우더는 그

주성분이 탈크(talc)로서 탈크파우더는 마그네슘 실리케이트

(magnesium silicate), 아연,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magnesium stearate)로 구성되어 있다[10]. 탈크파우더의 제

조는 활석을 분말화하여 만들어지고 색깔은 백색에서 담황색

까지 있고 사용범위는 베이비파우더, 화장품 메이크업, 크레

용, 제지, 껌, 페인트 등에 사용되고 있고, 화장품에 사용되는

탈크는 0.1% 이하의 석면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 탈크파우더를 주원료로 사용한 베이비파우

더의 경우 유아에서 일부 호흡곤란과 같은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고, 과도하게 흡입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임상기록도 보고

되었으며[9, 10], 지난 2009년 탈크를 주성분으로하는 베이비

파우더의 40%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제품회수와 소비감소로

이어졌으나, 다른 대체품이 없이 비석면 검출제품에 대한 판

매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옥수수 전분을 이용한 베이비파우

더 제품이 외국에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아직 쌀을 이용한 베이비파우더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옥수수의 경우 유전자 변형

된 품종이 널리 보급되어 있고, 옥수수파우더의 경우 피부 과

민반응 등을 보인다는 보고도 있었다[4]. 쌀가루의 경우는 오

랜 기간 우리 국민이 주식으로 섭취하고 있는 곡물로서 피부

과민반응이 가장 없는 곡물 중에 하나이며, 고유의 항산화,

미백효과와 영양성분도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12].

본 연구는 작물 중 피부 과민반응이 가장 작다고 알려진

쌀을 이용한 베이비파우더 개발과 그 특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품종

쌀을 이용한 베이비파우더 개발을 위해 일반미, 초다수, 특

수미 중에 한품종씩 선정하여 분말화 하였다. 일반미는 ‘영호

진미’가 사용되었고, 초다는 ‘한아름’, 그리고 특수미로는 고아

밀로스로서 가공성이 뛰어난 ‘고아미’를 선정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쌀 도정 및 제분 방법

쌀은 종자의 바깥쪽에는 미강으로 불리는 쌀겨가 싸고 있는

형태로 흰쌀밥은 도정을 통해서 쌀겨를 벗겨낸 백미를 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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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atio of rice-bran contents and white rice recovery rate by milling process

Varieties Yeonghojinmi Goami Hanarum

Materials Rice-bran White rice Rice-bran White rice Rice-bran White rice

Ratio (%) 10.5±0.2 89.5±0.2 9.6±0.3 94.4±0.3 14.2±0.9 85.8±0.9

Table 2. Color analysis of rice-bran and white rice before and after milling process

Baby powder Yeonghojinmi Goami Hanarum

Materials Talc Brown rice White rice Brown rice White rice Brown rice White rice

L*(D65) value 93.7 82.5 89.9 84.6 92.0 84.9 92.0

a*(D65) -0.8 1.5 -0.1 0.9 -0.4 0.7 -0.4

b*(D65) 4.7 14.2 7.4 11.6 5.9 10.3 5.4

된다. 쌀겨는 플라보노이드, 토코페롤, 감마오리자놀 등의 기

능성 성분과 지방함량이 많아 일반적으로 분쇄에 어려움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제분방법에 따른 쌀가루의 입자와

특성 또한 매우 다양하여 가공이용에 정밀한 분쇄과정을 요구

하고 있다[5, 8, 11]. 쌀 분쇄과정에서 문제시 되는 지방을 제거

하기 위하여 실험용 도정기(Fujiara JP/VP-30T)을 상용하여

10분도로 도정과정을 거쳤으며, 분쇄기(IWAKI JP/T1-100)를

이용하여 100 mesh로 분쇄하였다. 효율적인 쌀가루를 얻기위

해 기존의 방법[6, 11]을 개량한 쌀을 6시간 물에 침종한 후

40℃ 열품으로 건조하여 분쇄하는 방법도 병행하여 사용하였

다. 또한 1차 분쇄된 분말의 2차 분쇄를 위해 슈퍼마이크로

분쇄기인 Air Classifying Mill (ACM20, Daesung Machinery

Co.)을 이용하여 대량분쇄를 수행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습

식분쇄는 백미를 물에 6시간 침종한 후 체에 내려 물을 제거하

고 습식멧돌식 분쇄기(Daehwa Co. Cheonan, Korea)에 물을

첨가하여 현탁액 상태에서 분쇄하였다. 분쇄한 시료는 40℃

열품으로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수분․지방 및 색차 분석

수분함량은 AOAC (1995) 방법[3]으로 측정하였고 지방함

량은 Soxlet 방법을 이용한 지방자동분석기(Avanti SX-2050,

FOSS, Swede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색도도 AOAC (1995)

방법에 따라 색차계(CM-2600D, Minolta Co., JAPAN)를 이용

하여 L값(lightness), a값(+redness, -greenness), b값(+yellow-

ness, -blueness)으로 나타내어 비교하였다.

에센셜 오일과 실리콘 오일 코팅

곱게 분쇄된 쌀분말의 기능성과 상품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코팅은 천연에센셜 오일로 대표적인 라벤더 오일과 티트리

오일을 이용하였고 실리콘 오일을 이용하여 분사코팅 공정을

거쳐 생산되었다.

수분흡수지수 및 입도 등 분말 특성 분석

수분흡수지수(WAI)는 Anderson의 방법[2]에 의하여 측정

하였고, 전분손상도는 AACC [1] 방법에 따른 Megazyme 분

석 ki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말에 대한 입도분석은 분말

100 g을 입도분석기(LS particle size analyzer, Beckman

Coulter,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입자의 관찰은 전자현

미경(SEM-3000, Hitachi, Japan)을 이용하여 검경하였다.

결과 및 고찰

쌀 도정 및 색택 비교

현미를 분말화할 경우 단순히 외관상 비교에서도 시판되는

베이비파우더에 비해 백도가 떨어지는 특성을 보여 도정과정

을 통해 쌀겨를 제거한 백미를 얻었고, 백미 회수율을 품종

간에 서로 비교하였다(Table 1). 회수율은 차후 제품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서 경제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항목으로 3 품종의 현미를 10분도로 도정하여 백미를

얻은 결과, 일반미인 영호진미는 도정을 통해 백미로 89.5%를

얻을 수 있었고, 초다수벼인 한아름은 85.8%, 고아미는 94.4%

로서 고아미의 백미 회수율이 가장 좋음을 확인하였다.

도정 전후의 쌀 분말의 색택을 비교한 결과는 색차계를 이

용한 lab color 값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흰색과 검정색을 표현하는 L*(D 65) 값은 영호진미

의 현미가 가장 어두운 82.5를 나타낸 반면 백미는 89.9로서

흰색에 가까워 졌고, 고아미와 한아름의 경우는 도정한 백미

의 경우 92.0으로써 영호진미에 비해 더 백색에 가까움을 보였

고, 시판중인 탈크 성분의 분말(93.7)과 백색이 비슷함을 확인

하였다. 적색을 나타내는 a*(D65) 값은 영호진미가 가장 높았

으며, 고아미와 한아름은 녹색에 + 값을 나타내었다. 노란색을

표현하는 b*(D65) 값도 영호진미에서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분말의 색택을 기준으로 보면 고아미와 한아름이 유아

용 파우더에 더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

도정 전후의 지방함량 분석

도정 전후의 지방 함량 분석을 통한 현미 도정에 의한 지방

제거 비율은 영호진미, 고아미, 한아름 모두 3% 정도의 지방

함량이 도정에 의해 줄어들어 영호진미와 고아미는 1.1%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었고, 한아름은 지방함량이 가장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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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ipid contents of rice-bran and white rice before and after milling process

Varieties Yeonghojinmi Goami Hanarum

Materials Rice-bran White rice Rice-bran White rice Rice-bran White rice

Lipid contents (%) 3.1±0.1 1.1±0.0 3.2±0.1 1.1±0.0 3.1±0.1 0.9±0.0

Table 4. Size discrimination of floured rice powder after first milling

Mesh size Particle size (μm) Yeonghojinmi (%) Goami (%) Hanarum (%)

50 > 300 6.0 9.9 12.5

100 300~150 31.7 37.1 40.0

140 150~106 21.8 22.8 21.7

170 106~90 12.2 13.2 14.9

200 90~75 8.7 9.7 8.7

200> 75 > 19.7 7.3 2.1

A B

Talc powder (x 300) Goami white rice powder (x 300)

Fig. 1.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 of talc powder and Goami white rice powder. Talc powder (A) showed atypical

and acute shape. Goami white rice powder (B) showed conglomerated form of rice powder particles.

0.9%를 함유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분쇄방법에 따른 쌀 파우더의 특성

백미를 사용한 보통의 분쇄로 제조된 쌀 분말 시료는 베이

비파우더 형태로는 입자의 뭉치는 현상으로 사용이 어려워,

기존의 제분방법을 개량한 쌀을 6시간 물에 불려 40℃에서

건조하여 쌀가루 분쇄에 사용하는 분쇄기(cyclo mill)로 쌀가

루를 얻었다[11]. 이 쌀가루를 채를 이용하여 크기별로 분리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50메쉬 이상에서는 영호진

미는 6%가 남아 있었고, 고아미는 9.96%, 한아름은 12.5%가

남아있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크기인 200메쉬를 통과한 것도

영호진미는 19.7%, 고아미는 7.3%, 한아름은 2.1%임을 관찰할

수 있어 단순 분쇄를 이용할 경우 일반미인 영호진미의 쌀

분말이 더 곱게 분쇄되어 우수함을 보였다.

반면 영호진미를 포함한 3품종의 쌀 분말은 외관상 관찰과

피부 촉감에 있어서 아직도 쌀가루가 뭉치고 다소 거침을 느

낄 수 있었고 이것은 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

능하였다. 일반적으로 베이비파우더에 사용되는 탈크를 원료

로한 파우더는 광물질의 특성상 쪼개짐에 의해 각진 형태의

입자를 관찰할 수 있었고, 고아미를 포함한 일반미 분말의 외

관성 특성은 쌀 분말 입자가 서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100 μm 이상의 입자가 많이 관찰됨을 알 수 있었다(Fig. 1).

분쇄한 쌀 분말의 수분흡수율(WAI)과 전분손상도를 분석

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수분흡수율은 고아미가

가장 높음을 보이고 있고, 영호진미는 수분흡수율이 가장 낮

음을 보이고 있다. 전분손상도는 분석 결과 고아미가 7.7%로

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영호진미가 5.97%로서 가장

낮음을 보여 단순 분쇄를 통한 분말 특성에서는 영호진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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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verage particle size of floured rice powder by ultra fine milling

Yeonghojinmi Goami Hanarum

Particle size (μm) 6.8±2.4 10.1±2.4 10.3±2.6

A B

Fig. 2. SEM image of floured rice power by ultra fine milling. Yeonghojinmi powder (A) showed that large powder particles

over 30 μm and small powder particles below 10 μm. Goami powder (B) showed more equal size of rice powder particles than

(A).

Table 5. Comparison of water absorption index (WAI) and starch

degradation rate of floured rice powder after first mill-

ing

Varieties WAI (g/g) Starch degradation rate (%)

Yeonghojinmi 1.59±0.08 5.97±0.12

Goami 1.71±0.09 7.70±0.15

Hanarum 1.62±0.05 6.89±0.24

수분흡수율과 전분손상도에서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

초미분쇄를 통한 파우더 제조

일반적인 분쇄를 통해 제조된 쌀 분말은 입자크기가 대부분

100 μm를 넘어 상대적으로 입자크기가 크고, 거칠거칠한 촉감

등 베이비파우더로서 상품성이 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쌀

가루 분쇄 과정은 습식분쇄와 건식분쇄로 구분되며 각각의

분쇄방법에 따라 입자크기와 수분흡수율 그리고 전분손상도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8]. 1차 분쇄된 쌀 분

말을 다시 초미분쇄기를 이용하여 2차 분쇄를 수행하였고 분

쇄한 결과의 품종별 평균 입자크기는 표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영호진미가 6.8 μm로 가장 작았으며 고아미와 한아름은 10.1

μm와 10.3 μm로서 비슷함을 보였다. 전자현미경을 통한 관찰

에서 그림 2와 같이 영호진미의 경우 30 μm 이상 크기가 큰

입자와 10 μm보다 작은 입자가 혼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

고, 고아미의 경우는 10 μm 이하의 입자도 상당히 많이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수분흡수율과 전분손상도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호진미의 수분흡수율은 1.26인데 반해 고

Table 7. Comparison of water absorption index (WAI) and starch

degradation rate of floured rice powder after ultra fine

milling

Varieties WAI (g/g) Starch degradation rate (%)

Yeonghojinmi 1.24±0.02 3.05±0.10

Goami 1.15±0.02 2.33±0.11

Hanarum 1.16±0.02 2.47±0.13

아미와 한아름의 수분흡수율이 1.15와 1.16으로 좋음을 보였

고, 전분손상율에서도 영호진미의 3.05%에 비해 고아미와 한

아름이 2.33과 2.47%로 우수함을 보여 초미분쇄 결과에서는

영호진미 보다는 고아미와 한아름의 파우더 특성이 더 좋음

을 확인하였다.

에센셜 오일과 실리콘 오일 코팅

쌀가루는 특성상 전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공기 중의 수

분을 쉽게 흡수하는 경향이 있다. 베이비파우더 개발을 위해

분쇄한 쌀 분말도 품종에 무관하게 공기 중의 습도를 흡수하

여 서로 뭉치며 딱딱하게 변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한번 딱

딱하게 변한 분말은 상품성이 떨어지며 다시 건조하여 분쇄과

정을 거쳐야 함을 확인하였다. 수분흡수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영호진미, 고아미, 한아름 벼의 쌀 파우더에 에센셜 오일로

코팅 시킨 후의 수분 흡수율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8에 나타

낸 것과 같이 밀폐된 용기에 보관한 파우더도 10~11%의 수분

을 함유하고 있었으나, 라벤더와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코팅

한 파우더에는 6% 수준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었다. 여기에

실리콘을 이용한 추가 코팅을 한 파우더에서는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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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icture of particle size analysis of floured rice powder before and after lavender oil coating. Uncoated Yeonghojinmi powder

(A) showed two major peaks around 7 and 30 μm. Lavender oil (3%) coated Yeonghojinmi powder (B) showed that average

particle size was increased. In Goami, uncoated (C) and Lavender oil (3%) coated powder (D) displayed similar shapes

and average particle size.

Table 8. Moisture contents of rice powders according to the essential oil and silicon oil coating

Treatment Yeonghojinmi (%) Goami (%)

Rice powder 10.5±0.1 11.1±0.1

Powder + Lavender E. Oil 3% 6.0±0.2 5.7±0.2

Powder + Tea Tree E. Oil 3% 6.3±0.3 5.6±0.2

Powder + Lavender E. Oil 3% + silicon oil 1% 2.4±0.1 3.4±0.1

Powder + Tea Tree E. Oil 3% + silicon oil 1% 2.3±0.2 2.9±0.2

Table 9. Average particle size of floured rice powder coated

with lavender and tea tree oil after ultra fine milling

Oil coating Yeonghojinmi Goami Hanarum

Lavender oil 3% 14.0±2.2 8.9±2.1 10.8±2.3

Tea tree oil 3% 11.5±2.3 8.9±2.1 10.8±2.3

수분흡수가 발생하지 않아 2~3%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에센셜 오일에 실리콘 오일을

혼합하여 코팅하는 것이 발수도의 향상에 의한 입자의 안정성

과 제품화하였을 때의 안정성과 효과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이비파우더를 포함한 화장용 파우더의 경우 에센셜 오일

코팅을 통해 그 기능성을 증진 시키는 효과를 얻는데, 분쇄한

직후의 분말 입자 크기와 에센셜 오일 코팅한 후의 입자 크기

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에 나타낸 것과 같이, 영호진미는 분쇄

직후인 코팅전의 입자 크기는 6.8 μm이었으나 라벤더와 티트

리 코팅 후 14.0과 11.5 μm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고, 고아미

는 분쇄직후의 입자(10.1 μm)에 비해 코팅처리를 한 입자의

평균 크기가 오히려 8.9 μm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통계

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반면 한아름은 코팅 전후의 입자크기

의 변동이 그리 크지 않음을 보였다. 영호진미의 코팅 전, 후

입자크기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입도 분석기의 그래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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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M photographs of coated powder with essential oils. Yeonghojinmi + Lavender E. Oil 3% (A), Yeonghojinmi + Tea Tree

E. Oil 3% (B), Goami + Lavender E. Oil 3% (C) and Goami + Tea Tree E. Oil 3% (D) powders showed round types than

non-oil coated rice powder. Goami + Lavender E. Oil 3% (C) powders present more round and equal shapes than others.

살펴보면(Fig. 3) 코팅 전 입자가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가

코팅에 의해 균일도가 증가하여 평균 입자 크기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미분쇄한 고아미와 영호진미 파우더의 라벤더(lavender)

와 티트리(tea-tree) 에센셜 오일로 코팅한 SEM사진을 비교한

결과(Fig. 4), 고아미와 영호진미 파우더 모두 코팅 전의 입자

에 비해 둥근 형태를 보이고 있고, 영호진미의 라벤더 코팅에

서 티트리 코팅에 비해 입자크기가 큰 것이 많이 관찰되고

있다. 고아미의 경우 영호진미 보다 더 둥근 모양의 입자가

관찰되고 있고, 실제 촉감을 비교하였을 때도 촉감의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탈크를 주성분

으로 하는 베이비파우더를 곡물 중에서 과민반응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진 쌀 분말을 이용하여 베이비파우더를 개발하고

자 수행되었다. 쌀을 이용한 베이비파우더는 분쇄과정에서 2

차에 걸친 분쇄를 요구하고 있고, 비록 활성은 크지 않지만

항산화활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곡물

분말의 특성상 수분을 쉽게 흡수하여 서로 뭉치는 단점을 가

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에센셜 오일과 실리콘 오일

코팅 기술을 적용하여 곡물가루를 기반으로 한 파우더를 개발

하였고, 3종류의 대표적인 쌀 품종을 대상으로 한 비교에서

색택, 수분흡수율, 전분손상도, 입자의 균일도 등의 특성에서

고아미가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보

듯이 각진 입자에 의한 거친 피부 촉감도 코팅에 의해 개선이

가능하였고, 정유에 의한 생리활성도 같이 기대가 되는 제품

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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