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llulose 분말을 이용한 칼로리 식품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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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국질병통제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비

만은 방 가능한 사망원인  첫 번째 원인으로 

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1970년 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비만에 한 우려는 최근에 격하게 심각

해지고 있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성인 비만율

은 약 57% 정도 증가하 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상의 근본 인 원인

으로써 식품으로부터 칼로리 섭취의 증가를 지

하 다. CDC보고에 따르면 1971년부터 2000년까

지 미국 남성들의 평균 에 지 섭취량은 2,450에

서 2,618 kcal/day로 증가하 고 여성들의 경우 

1,542에서 1,877kcal/day로 증가하 다. 3,500 kcal

의 에 지가 연소되지 않을 때 마다 1 pound (453 

g)의 체 이 불어난다. 불행하게도, 미국인들은 에

지 섭취 증가에 비해 에 지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FDA는 권고안을 마련

을 해 Obesity Working Group을 신설하 다. 

OWG는 2004년 3월 12일 근본 으로 체 조 이 

칼로리 균형에 따라 가능하다는 내용의 최종보고

서를 제출하 다. 크로퍼드 FDA 차장(Deputy 

Commissioner)은 “OWG의 권고안에 따라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다. 칼로리 계산에 한 간

단한 메시지를 가지는 진 이고, 과학 인, 소비

자에게 친근한 program을 통해 범 한 비만 퇴

치 노력들이 고안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100 

kcal/day의 에 지 섭취감소 로그램은 부분의 

사람들의 체 증가를 막아 다는 내용의 Hill 등에 

의한 최근의 연구는 FDA의 교육 로그램인 "Calories 

Count"를 지지하고 있다. 

Ⅱ. 본론

1. 식이섬유, 체중조절 그리고 건강

  미국인에게 칼로리 섭취균형에 해 가르쳐  

수 있는 비교  쉬운 방법은 많은 식이섬유를 섭

취하는 것이다. 수분이 많고 식이섬유가 많은 과

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은 체 조 을 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권장되어 왔다. 

  국내․외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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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조 에 있어 식이섬유의 특별한 역할은 미 

농무성 노화 련 인간 양 연구센터 (USDA 

Human Nutrition Research on aging) 연구 에 

의해 평가되었다. 연구원들은 많은 건강한 사람들

의 공복감, 포만감, 에 지 섭취, 육체 구성에 

하여 식이섬유의 효과를 연구한 논문들을 분석하

다. 그들은 다수의 연구에서 식이섬유의 증가가 

식후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공복감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기존에 발표된 연구들을 통합

해 볼 때 normal diet에 2일 이상 14 g/day의 부

가 인 식이섬유를 섭취한 건강한 실험군이 10% 

에 지 섭취 감소와 3.8개월 동안 1.9 kg의 체 감

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의 체

감량은 100 kcal/day 정도의 칼로리 섭취감소로 

인한 양과 같으며 이는 Hill의 주장에 부합되는 결

과 다. 놀랍게도 같은 기간 동안의 비만한 사람

의 체 감량은 앞선 결과보다 높은 2.4 kg으로 나

타났다. 

  에 지 흡수와 체 에 있어 이러한 결과들은 그 

식이섬유가 고식이섬유 식품의 형태 는 식이섬

유 보충제로 섭취 되었든 간에 모두 발생하 다. 

유사하게도 식이섬유의 수용성 는 비수용성 형

태 모두에서 같은 효과가 발견되었다. 더 최근의 

연구들을 노화 련 인간 양 연구센터의 연구를 

계속 으로 지지하고 있다. 식이섭취로써 한 

기간 동안의 보다 많은 식이섬유의 섭취는 칼로리 

섭취와 체 을 감소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 

  미국인들은 그들의 음식으로부터 충분한 식이섬

유를 섭취하고 있지 못한다. 평균 식이섬유 섭취

량은 약 15 g/day이다. 이 양은 American Heart 

Association and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의해 권장된 25~38 g/day 섭취량에 미

치지 못한다. 노화 련 인간 양 연구센터 연구

원들은 “식이섬유를 25 g/day 보다 낮게 섭취하는 

사람에 있어 섭취를 증가시키려는 노력들은 최근

의 높은 국가  비만율을 감소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라고 기술하 다. 불행히도 탄수화물-

고단백 식이에 한 커져가는 심은 탄수화물의 

섭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탄수화물

이 체 증가에 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단당류

와 분의 부분 형태와 달리 식이섬유는 인체 

내에서 소화 흡수되진 않는다. 단지 수용성 식이

섬유만이 장에서 발효를 통해 상당량의 에 지

로 사용된다. 평균 으로 모든 식이섬유의 약 

40%가 발효되는데 이들 부분은 수용성 식이섬

유다. 결과 으로 식이섬유는 식품의 에 지 농도

를 낮추는 반면 포만감은 증 시키고 공복감은 감

소시킨다. 게다가 식이섬유는 액의 도를 증가

시켜서 음식물의 이동과 소장에서의 흡수를 방해

하며 지방과 분의 소화  glucose의 으로

의 이동을 늦춘다. 체 인 통합해 볼 때 healthy 

diet의 하나로써 자연 으로 식이섬유가 많은 식

품 는 식이섬유 보충제 섭취에 의한 보다 증가

된 식이섬유의 섭취는 칼로리 감소에 의한 진

인 체 감소를 이끈다. 한 증가된 식이섬유 섭

취는 결장암을 포함하여 특정한 형태의 암 험률

을 낮추는데 련이 있다. 이것은 장에서 유익

균의 발효에 의한 단쇄 지방산의 형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단된다. 특히 butyrate 같은 단쇄 지방산

은 결장세포의 주요한 에 지원이며 세포의 성장

과 분화를 진한다. 최근의 연구에서 분말 셀룰

로오스 보충제 같은 식이섬유는 결장암 방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의 국민건강․ 양조사 (NHANES)에 따르면 식

이섬유 섭취가 염증  심장질환 지표물질인 C-reaction 

protein의 농도와 반비례 하는 것으로 밝 졌

다. 보다 많은 식이섬유의 섭취는 미국 보건에 유

용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2. Defining fiber

  FDA는 최근에 식이섬유에 한 공식 인 정의

를 규정하려 하고 있다. 기능성의 에서 수용

성인지 비수용성인지로써 식이섬유를 규정하는 것

이 유용하다. 비수용성 식이섬유는  식물의 세포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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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er Cellulose Hemicellulose Liginin Ash
Total 

dietary fibera

Powdered cellulose 97 2 0.4 0.1 99

Soy hull fiber 77 15 3.0 2.0 92

Oat hull fiber 70 22 3.0 2.0 90

Wheat fiber 74 25 0.5 3.0 97

Table 1. Composition of cellulose-based fiber (% dry basis).

으로부터 추출된다. 반면 수용성 식이섬유는 간

층이나 분리된 세포벽 사이의 공간에서 많이 발견

된다. 

  비수용성 식이섬유는 cellulose hemicellulose, 

lignin으로 구성되어있다. Cellulose는 소화되지 않

는 β-1,4 결합으로 연결된 glucose 분자로 이루어

진 고분자이고 hemicellulose는 많은 여러 가지 당

으로 만들어진 가지가 있는 다당체이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β-glucan, pectin, gum, 몇몇의 

hemicellulose와 같은 복합다당체로 이루어져 있다. 

Cellulose와 부분의 hemicellulose 그리고 lignin

은 물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강력한 수소 결합력

에 의해 회합하여 있는 반결정성 고분자이다. 따

라서 액에서 의해 용해되지 않으며 장내 균총에 

의한 발효가 거의 없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친수성, 비결정성이고 액

에 의해 쉽게 수화되며 용해된 후 성의 탁액 

는 겔을 형성한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균

총에 의해 범 하게 발효된다. 

  식이섬유의 수용성, 비수용성 형태 모두 식품원

료로 사용 가능하다. 식품원료로 사용하기 한 

비수용성 식이섬유의 정제는 alkali 추출에 의한 

lignin의 제거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식물 세포

벽에 견고성을 주는 lignin은 방향족 알코올이 교

차 결합된 복합 고분자이다. 만약 추출과정  리

그닌이 불충분하게 제거되었다면 식이섬유는 보다 

더 단단하고 깨지기 쉬우며 산화에 의해 쉽게 탈

색될 수 있다. 식품에 사용될 백색의 식이섬유로 

만들기 해 비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산화수소로 

표백 처리된다. 

  게다가 lignin의 제거는 다공성의, 많은 양의 수

분을 흡수하는 비수용성 식이섬유의 제조를 가능

 한다. 일반 으로 lignin이 많이 없어질수록 식

이섬유의 공극률과 보수성은 증가한다. 

  많은 나무들, 두, oat의 껍질과  기 같은 

식물성 재료들은 비수용성 식이섬유원으로 사용된

다. 나무는 약 50% 정도로 가장 많은 양의 

cellulose를 함유하고 있다. 한 lignin도 많아서 

엄격한 추출과정을 거쳐야 한다. Kraft pulping 

process (sulfate process)로 잘 알려진 공정에 의

해 α-cellulose로 알려진 매우 다공성의 순수한 비

수용성 cellulose를 생산한다. 나무는 한 잔류농

약의 험이 없고 GMO 상이 아니다.

3. aDetermined by AACC Approved method 

32-05

  Cellulose 분말은 순수한 cellulose를 다양한 입

자크기로 마쇄함으로써 생산된다. Cellulose 분말은 

많은 양의 cellulose를 가지고 hemicellulose, lignin, ash

가 은 비수용성 식이섬유의 가장 순수한 형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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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Typical value Component Typical value

Calories (kcal/g) 0 Ash (5, 800℃) 0.1

Total dietary fiber

 (% dry basis)
>99

a
Moisture (%) 3-5

Total fat (%) 0 Sodium (ppm) 300-700

Cholesterol (%) 0 Calcium (ppm) 100

Proteinv(%) 0 Iron (ppm) 100

Table 2. Typical nutritional profile of powdered cellulose.

고 AACC (2000)에 의한 분석에 의해 건조 량

기 으로 99%이상의 비수용성 식이섬유를 함유한

다. 따라서 cellulose분말은 식품에 칼로리를 부여

하지 않으며 이는 식품의 에 지 함량을 감소시키

는 가장 효과 인 식이섬유라 생각된다. 분말 

cellulose 형 인 성분조성을 Table 2에 나타내

었다. 식물 세포벽내의 cellulose처럼 cellulose 분

말은 긴 섬유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는 큰 내부공극 부피와 량 비 큰 표면  비율

을 제공한다. Blanie 기기를 사용한 기투과성 연

구에서 8,000 cm2/g의 내부, 외부 량 비 표면

비율을 나타내었다. 친수성 glucose 고분자처럼 

cellulose 분말은 다른 식이섬유에 비해 높은 보수

성을 지닌다. 

4. aAll insoluble

  각 식이섬유의 보수성의 범 는 입자크기에 따

라 다양하다. 입자크기가 클수록 내부 공극의 증

가로 인해 많은 수분을 함유할 수 있다. 따라서 

cellulose 분말의 보수성은 입자크기에 따라 조

될 수 있다. Cellulose 분말로 음식을 제조할 때는 

다른 식이섬유 보다 많은 수분이 필요할 것이다. 

보다 많은 수분의 첨가는 가격을 감소시킬 뿐 아

니라 제품내의 탄수화물 총량이 cellulose 분말을 

첨가하지 않을 때보다 감소하기 때문에 요하다. 

그러므로 셀룰로오스 분말의 첨가는 식품  식이

섬유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량기 으로 탄수화

물의 체 gram 수와 칼로리를 낮춘다. 이것이 바

로 미국인의 체 감량을 도와주는 healthy diet 이다. 

 

5. Cellulose 분말의 응용

  순수한 glucose 고분자로써 cellulose 분말은 매

우 다양하고 폭넓게 유통되는 가루를 주된 원료

로 사용하는 식품에 있어 당과 분의 상당한 부

분을 처할 효과 인 물질로 단된다. 그것의 

다공성 섬유구조는 높은 보수성을 나타내고 물리

 형태를 유지하기 해 열에 안정한 구조물 역

할을 한다. 게다다 cellulose 분말은 무취, 무색, 무

열량 이다. 한 이것은 알맞은 조직감 발 을 

해 넓은 범 의 입자크기로 제조가 가능하다. 

  탄수화물, 식이섬유, 그리고 cellulose 분말로 제

조된 flour-based product의 열량이 Table 3에 기

본 배합과 비교되어 있다. 기본 배합에 한 양

학  정보들은 ESHA 연구센터에 의해 분석되었

다. Cellulose 분말과 함께 소맥단백과 두 분리

소맥단백과 같은 다양한 단백원들로 소맥분을 

체하 다. 따라서 모든 배합들은 기본배합보다 높

은 수 의 단백질을 함유하는 cellulose 분말로 

비되었다. 모든 경우에서 cellulose 분말의 첨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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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erving

 size (g)

Carbohydrate (g) Dietary fiber (g) Total calories (kcal)

Cellulose Standard Cellulose Standard Cellulose Standard

Bread 28 7.5 14 2.0 0.6 62 76

Hamburger bun 53 18.5 27 5.5 1.4 120 152

Pizza crust 28 7.0 15 2.0 0.7 45 77

Bagel 68 20.7 36 5.4 1.6 115 187

Flour tortilla 36 10.6 20 6.6 1.2 61 115

Pasta (dry) 28 10.0 23 2.0 1.4 71 115

Table 3. Total carbohydrate, dietary fiber and caloric content of selected foods prepared with 

powdered cellulose compared to standard formulations.

식이섬유 함량을 증가시켰고 체 탄수화물과 열

량을 낮추었다. 

6. Breads

  Cellulose 분말과 부가 인 물의 첨가는 sponge- 

and-dough과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형 인 빵 

배합에서 가루의 일부분을 체하기 해 사용

될 수 있다. 그 결과 빵은 기존보다 체 탄수화

물이 약 46% 감소하 고, 칼로리의 20%가 감소 

그리고 3배 이상의 식이섬유를 함유하 다. 단백

질 함량은 2g에서 6.5 g/serving으로 증가하 다. 

Hamburger buns는 총 탄수화물이 31%, 칼로리가 

25% 감소되었고 거의 4배 이상의 식이섬유가 많

은 bun을 만들기 해 sponge-and-dough process

와 유사한 공정에 의해 비되었다. 유럽풍의 고

 빵류에 속하는 bagel, focaccias, pizza crust도 

식이섬유 함량을 높이고 체 열량과 탄수화물을 

낮추는데 cellulose 분말이 사용되었다. 4.9% 

cellulose 분말로 제조된 pizza crust는 총 탄수화물

의 50%와 칼로리의 40%가 감소되었고 거의 3배

의 식이섬유가 증가되었다. Cellulose 분말로 제조

된 bagel은 역시 체 탄수화물과 칼로리 함량에

서 유사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7. Flour tortillas

  Flour tortilla는 샌드 치 빵을 체하는데 있어 

인기가 높다. Tortillas의 건강한 이미지는 

cellulose 분말의 소맥분 체에 의해 증진될 수 

있다. 그 결과 tortilla는 50%의 탄수화물  칼로

리가 감소하 고 다섯 배의 식이섬유 그리고 두 

배의 단백질이 증가하 다. 게다가 cellulose 분말

은 보수성을 증가시키고, 유연성을 향상, 보존기간 

연장 그리고 지방을 체하는 기능이 있다. 

8. Dry pasta

  높은 탄수화물 함량에 한 걱정은 pasta의 소

비를 감소시켰다. Semolina 분말의 5.2%를 

cellulose 분말로 체함으로써 50% 탄수화물과 

28%의 칼로리를 감소시켰고 1.7배의 식이섬유가 

증가시켰다. 부가 인 소맥단백의 추가로 인해 기

본배합의 3g에 비해 8g의 단백질을 공 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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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지향  제품이 되었다.

  상기 제품들은 구용성, 조직감, 풍미, 탄수화물, 

식이섬유, 열량의 에서 알맞은 품질을 가지는 

제품으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특성들을 증가 는 

감소시키기 한 다른 배합들이 가능하다. 

Ⅲ. 결 론

  "a calorie a calorie"는 모든 섭취된 칼로리는 

균형을 유지하고 체 의 증가 는 감소를 피하기 

해 모두 연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

다. 열역학은 칼로리가 식이의 구성에 계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불행히도 매일 완벽한 에 지 균

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과

도한 섭취한 날의 에 지를 상쇄하기 해 은 

에 지를 섭취하기 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많은 식이섬유의 섭취는 이 모든 결과를 달성하

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과일, 야채, whole- 

grain foods에 의한 인한 고식이섬유 식사는 아주 

비싸며 한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비만에 미치

는 향은 음식 값에 반비례 한다”고 말한 바 있

다. 낮은 가격의 식품들은 높은 함량의 지방과 당 

그리고 낮은 함량의 식이섬유로 인해 칼로리가 높

기 쉽다. 

  Howarth등에 의한 연구는 모든 식이섬유가 몸

에 이롭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식이섬유

의 섭취가 고식이섬유 성분으로 보충된 식품으로

부터 기인하던, 는 자연 으로 많은 식이섬유를 

함유한 식품에서 기인하던지 간에 이는 식품의 에

지 도를 낮추고 포만감을 증가시킨다. 가공식

품에 식이섬유 보충제의 사용은 식이로 많은 식이

섬유를 공 하기 한 편의성 있고 가격 으로 효

과 인 방법이다. 순수한 cellulose 분말은 어떠한 

식용 가능한 원료보다도 높은 함량의 식이섬유를 

함유한다. 

  과일, 야채와 같이 에 지가 희석된 식품은 수

분이 많고 높은 보수성을 가진 cellulose 분말도 

보다 많은 수분을 식품으로 가져옴으로써 가장 비

용 효과 인 원료  하나로 단되며 식품의 

energy 도를 낮춘다. 부가 인 물, 단백질과 함

께 cellulose 분말에 의한 소맥분 체는 새롭고 

높은 품질의 건강지향 인 가루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가격 효과 인 방법이다. Cellulose 분말

에 의해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증가시키고 칼로리

와 탄수화물 함량이 낮추어진 식품은 healthy diet

로써 자연  고식이섬유인 과일, 채소, whole- 

grain foods를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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