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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아현미분을 첨가한 국수의 제조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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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germinated brown rice flour o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white wheat flour noodles were
investigated. The insoluble dietary fiber and soluble dietary fiber content of germinated brown rice flour were
5.1% and 4.2%, respectively. Water absorption, development time, and stability of farinogram decreased when
germinated brown rice flour was added to white wheat flour. Brightness (L*) decreased, but redness (a*) increased
in noodles made from germinated brown rice. Volume of cooked noodles did not change upon addition of germi-
nated brown rice flour, but weight of cooked noodles decreased and the turbidity of cooked water increased.
The cutting force of cooked noodles did not change upon addition of germinated rice flour. Addition of 10%
germinated brown rice flour to white wheat flour did not have any effects on flavor, color, taste, appearance,
and overall acceptability in sensor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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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급속한 식품산업의 발달로 우리의 식생활은 보다 풍

요로워지고 식문화 또한 편안해지고 있다. 식생활의 형식이

바뀌어감에 따라 식품에서 면류의 이용은 급격히 높은 비중

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여러 가지 재료

를 첨가한 다양한 국수들이 시판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첨가

물을 혼합한 복합분의 제면특성과 물성특성을 연구할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미에는 미강이 붙어있어 배아를 단단히 지켜주고 배유

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벽함을 유지

하고 있다. 현미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비롯해 지방,

칼슘, 인, 나트륨 및 철 등의 미네랄류,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니코틴산, 판토텐산, 엽산 및 비타민 E 등의

비타민류가 함유되어 있다(1). 하지만 현미는 치밀한 쌀겨층

으로 인하여 외피가 두껍고 질기며 수분의 침투가 어려워

수분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호화가 잘 안되고, 부드러운 음식

에 길들여진 현대인에게는 거친 느낌을 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미의 단점을 보완하여 맛과 영양 및 기능

성을 증가시키고, 관능적인 기호도를 높이는 현미 가공의

한 방안으로 현미에 적정한 수분과 산소, 온도를 주어 현미

의 싹을 틔우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현미를 발아시킬 경

우 다양한 효소의 활성으로 인해 gamma-aminobutyric acid

(GABA), ferulic acid, arabinoxylan, inositol 등의 기능성

성분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Kong과 Lee(3)

는 발아 전과 후의 현미와 미강을 첨가한 밀가루 복합분으로

만들어진 국수의 품질 특성과 GABA 함량 및 항산화 활성의

변화를 조사하여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쌀 소비 증진방안으로 최근 들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발아현미의 이용가능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이를 국수제조에 활용코자 하였으며, 발아현미분 함량을 0,

5, 10, 15, 20%씩 첨가한 반죽으로 만든 국수의 적성에 대해

고찰하였고, 관능평가를 통해 발아현미분 첨가 비율을 찾고

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발아현미로는 국내의 M사에서 시판

하고 있는 발아된 현미(밀양 23호)를 사용하였다. 밀가루는

시판하는 중력분 밀가루(D제분)를 사용하였다. 식염은 순도

99% 이상의 정제염(H소금)을 사용하였다.

발아현미분의 제조

발아현미를 Udy Cyclone Sample Mill(Ud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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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xing ratio of germinated brown rice flour (g)

Ingredient 0

Ratio of germinated brown rice
flour (%) to wheat flour

5 10 15 20

Wheat flour
Brown rice flour
Salt
Water

175
0
2.1
70

166.3
8.8
2.1
70

157.5
17.5
2.1
70

148.8
26.3
2.1
70

140
35
2.1
70

Tecator, Sweden)을 이용하여 0.5 mm의 screen을 통과하도

록 분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일반성분은 AOAC법(4)에 따라 분석하였다. 수분은 105
o
C 상압가열건조법, 회분은 550

o
C 직접회화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 조단백은 자동질소증류장치(B-234, Buchi

Co., Flawil, Switzerland)를 이용한 Kjeldahl법으로 분석하

였다.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 함량은 효소중량법인 Prosky

법(5)을 약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총 식이섬유 함량은 측

정한 불용성 식이섬유 함량과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의 합으

로 하였다.

발아현미분을 첨가한 국수의 제조

국수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기본 배합비는 Table 1과 같

다. 국수는 Lee 등(6)의 방법에 의해 제조하였다. Kitchen-

Aid(Kitchen mixer, KitchenAid Co., St. Joseph, MI, USA)

믹서를 이용하여 원료를 균일하게 교반하였다. 밀가루 175

g에 3% 소금물 70 mL를 넣고 저속으로 30초간 교반하였다.

최적의 수분흡수를 위해서 다시 30초간 교반하였다. 교반

후 믹서날에 붙어있는 반죽을 떼어 내서 믹서볼에 넣은 후

저속으로 1분 그리고 고속으로 1분간 연속적으로 교반하였

다. 물에 젖은 거즈를 믹서 볼 위에 덮고 5분간 방치한 후

반죽을 3분간 고속으로 교반하였다. 밀가루 입자에 물이 균

일하게 흡수되도록 실온에서 20분간 비닐팩에서 방치시켰

다. 면대는 소형 국수기계(At1as Electric Pasta Machine Co.,

Campdarsego, Italy)를 이용하여 두 개의 롤러(지름 25 mm)

사이에서 rotation speed 50에서 3번 통과시킨 다음 rotation

speed 70에서 4번 연속적으로 지름을 2.54, 2.18, 1.81, 1.45

mm로 점차적으로 줄여가며, 반죽을 반으로 접어서 같은 방

향으로 통과시켜서 국수로 제조하였다. 복합분 국수는 밀가

루 국수만 사용하여 제조하는 방법(6)과 같은 방법으로 국수

를 만들었으며, 혼합비율은 소금물을 뺀 전체 중량을 175

g으로 하여 밀가루에 발아현미분을 5, 10, 15, 20% 혼합하였

다. 제조한 국수는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실온에서 12시간

동안 자연 건조하였다(7,8).

발아현미 첨가 복합분의 Farinograph 측정

Farinograph(M8101, Brabender Co., Duisburg, Germany)

측정은 AACC방법(9)에 따라 각 시료 300 g(14%, 건량기준)

를 사용하고 bowl의 온도가 30±0.2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혼합하는 동안 커브의 중앙이 500±20 B.U(Brabender Units)
에 도달할 때까지 흡수량을 조절하였다. Farinogram으로

부터 흡수율(water absorption), 반죽형성시간(development

time), 반죽 안정도(stability), 약화도(weekness) 등을 측정

하였다(10).

발아현미 첨가 국수의 색도 측정

분쇄한 발아현미를 첨가하여 제조한 국수의 색도는 Min-

olta Chromameter 300(Minolta Camera Co., Ltd, Osaka,

Japan)을 사용하여 시료의 L*(백색도) 값, a*(적색도) 값, b*

(황색도) 값을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L
*
값은 완

전한 흰색은 100, 그리고 검은색은 0으로 평가하며, 시료의

흰 정도를 표시한다. a*값과 b*값이 증가하면 적색과 황색이

각각 증가되는 것을 나타낸다.

조리면의 무게, 부피 측정

끓는 물 300 mL에 건조된 국수 10 g을 넣어서 3분간 삶았

다. 국수를 삶은 물은 국물의 탁도 측정을 위해서 수거한

뒤 국수를 30초간 찬물에 헹구어냈다. 체에 밭쳐서 2분간

물 빼기를 한 뒤 무게를 측정하였다(8). 무게를 측정한 뒤

500 mL mass cylinder에 300 mL의 증류수를 정확히 채워

넣은 후 국수를 넣고 늘어난 부피를 측정하였다(8). 탁도는

실온으로 식힌 국물을 Spectrophotometer(X-ma 1000, Hu-

mancorp, Seoul, Korea)를 이용해서 675 nm에서 측정하였

다. Blank는 증류수를 이용하였다.

건면과 조리면의 cutting force 측정

국수의 texture 측정은 Rheometer(NRM-2010J, Fudoh,

Tokyo, Japan)로 익힌 국수의 cutting force를 측정하였다.

조리면의 cutting force는 건면을 3분간 삶은 후 익힌 국수

4 가닥으로 10 mv에서 3번 측정하였다. Cutting force 검사

후 결과의 통계처리는 SAS를 이용하여 t-test를 하였다.

관능검사

관능검사 요원은 강릉원주대학교 식품과학과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의 목적과 채점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삶은 국수의 향미(flavor), 색(color), 맛(taste), 외관(appear-

ance) 및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를 조사하였

다. 조리면의 관능검사는 건면을 1 L의 끓는 물에 40 g(건조

중량)을 넣고 3분간 삶은 다음, 즉시 1분간 찬물에 담가 식힌

후 2분 이내에 관능검사를 시작하도록 임의의 세 자리 숫자

를 기록한 은박접시에 담아 제시하였다. 소스 없이 삶은 면

그대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채점기준은 5점법으로, 매

우 좋다(5점), 좋다(4점), 보통이다(3점), 나쁘다(2점), 매우

나쁘다(1점)로 하였으며, 각 처리구는 자유배치로 하였다.

관능검사 후 결과의 통계처리는 SAS을 사용하여 p<0.05 수

준에서 Duncan의 다중 검정법을 이용하여 시료간의 유의성

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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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ximate composition of germinated brown rice
flour (%)

Crude
protein

Crude
fat

Ash
Dietary fiber

Insoluble Soluble Total

9.4±3.31) 4.1±1.4 1.6±0.5 5.1±2.2 4.2±1.3 9.4±3.2
1)
Mean±SD.

Table 3. Farinogram characteristics of germinated brown
rice flour dough

Brown rice
flour (%)

Water
absorption
(%)

Development
time (min)

Stability
(min)

Weakness
(BU)

0 (control)
5
10
15
20

72.7
71.6
69.9
67.2
66.5

4.9
1.7
1.8
1.9
2.0

11.5
6.3
6.6
7.7
8.0

30
30
40
50
60

Table 4. Hunter colorimetric values of dough sheet containing
different ratio of the germinated brown rice

Brown rice flour (%) L
*

a
*

b
*

0 (control)1)

5
10
15
20

81.0±0.4ab
82.2±30.7a
82.0±27.6a
80.6±26.4b
80.3±25.2b

-1.1±0.1a
-0.5±0.5b
-0.3±0.5bc
-0.3±0.5c
-0.3±0.5c

19.3±0.5
20.1±7.3
19.7±6.6
19.0±6.3
18.9±6.0

1)
Mean±SD. Value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within column.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분석

발아현미분의 일반성분은 Table 2와 같다. 발아현미분은

조단백질 9.4%, 조지방 4.1%, 조회분 1.6%를 함유하였다.

발아현미의 불용성 식이섬유 함량은 5.1%이었다. 불용성 식

이섬유는 식품의 수분보유 능력을 향상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면 적성에 있어 보수력, 노화지연에 효과가

있다. 수용성 식이섬유의 함량은 4.2%를 나타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식품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다.

총 식이섬유 함량은 9.4%로 나타났다. 발아현미의 총 식이섬

유 함량이 높게 나타나 식이섬유 급원으로서의 이용가능성

이 클 것으로 기대되었다.

발아현미 첨가 국수의 Farinograph 측정

밀가루에 발아현미분을 0, 5, 10, 15% 및 20% 각각 첨가하

였을 때의 Farinogram의 특성 값을 나타낸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흡수율은 대조구(100% 밀가루)에서 72.7%로 나

타났다. 5, 10, 15% 및 20% 발아현미분을 첨가한 반죽은

71.6%, 69.9%, 67.2% 및 66.5%로 대조구(100% 밀가루)보다

흡수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반죽의 형성은 밀가루에 35% 이상의 수분과 물리적 힘을

가하면 수화 및 gluten 형성과정을 거쳐 응집성의 점탄성 물

질(coherent viscoelastic mass)이 되는 것을 말한다. 반죽의

수분함량은 작업의 편의성이나 최종 국수 제품의 부피와 조

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밀가루의 흡수율은 국수의 생산

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이다. 밀가루의 흡수율은 Farinograph

의 측정에서 반죽의 일정 굳기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수분

함량에 의하여 측정된다. 밀가루의 흡수율은 여러 인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주로 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수화능

력도 높아지며, 밀가루의 입도와 손상전분(damage starch)

의 함량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11). 발아현미분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흡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발아현미분의

첨가량이 많아짐에 따라 대조구(100% 밀가루)보다는 글루

텐 함량이 낮은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죽형성시간은 대조구(100% 밀가루)에서 4.9분, 20% 발

아현미분 첨가 반죽에서는 2.0분으로 빨라졌다. 반죽의 안정

성이 클수록 그만큼 반죽 시간이 길어지므로 혼합이 충분하

고 글루텐이 잘 형성되어 국수의 부피가 좋아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2).

안정도는 발아현미분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결

과를 보였다. 밀가루 반죽은 혼합과정 중 글루텐 발달로 점

탄성이 생기면서 반죽이 안정을 갖게 되는데, 발아현미분의

첨가량을 증가할 경우 밀단백질의 감소로 인하여 안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반죽에 대하여 저항성

이 큰 밀가루, 즉 안정도가 좋은 밀가루는 낮은 약화도를

갖고, 약화도가 클수록 힘이 적은 밀가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약화도는 대조구(100% 밀가루)에서 30 B.U.이었다. 발아

현미분 20% 첨가 시에는 60 B.U.로 약화도가 증가하여 글루

텐 구조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수면대의 색도 측정

제조한 국수의 색도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발아현미를

첨가한 생면의 색도를 보면 대조군의 L*값은 81.0을 보였지

만 발아현미의 배합비율이 늘어감에 따라 82.2, 82.0, 80.6,

80.3으로 점점 낮아졌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대조군

이 -1.14를 보였지만 배합비가 늘어감에 따라 -0.5, -0.3,

-0.3, -0.3으로 변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보였다. 황색도인 b
*

값은 대조군이 19.3을 보였지만 배합비가 늘어감에 따라

20.1, 19.7, 19.0, 18.9로 점점 감소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조리면의 무게, 부피, 탁도

발아현미분을 5～20% 첨가하여 국수를 제조하면서 측정

한 조리면의 부피증가율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조리면의

부피증가율은 대조군이 370 mL, 5～20%는 360～370 mL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조리 후 중량은 대조군이 31.0

g이었으나 발아현미분의 배합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발아현미 수분흡착능이 밀가루에 비

해 적으며, gluten 함량의 감소로 조직 결합력 또한 낮아진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14). 국수를 삶고 난 후의 국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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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Volume, weight, turbidity and cutting force of cooked noodles containing different ratios of the germinated brown
rice flour

Ratio of germinated brown rice flour (%) to wheat flour

0 (control) 5 10 15 20

Volume of cooked noodle
Weight of cooked noodle
Turbidity (absorbance)
Cooked noodle cutting force (g)

370.5±185.0a1)
31.0±0.5a
0.1±0.0c
12.8±0.1b

370.9±182.6a
25.3±2.3b
0.5±0.0ab
13.7±0.2a

365.8±177.5a
25.5±1.0b
0.5±0.0ab
13.2±0.3a

364.5±174.5a
26.0±0.5b
0.5±0.0ab
12.6±0.4b

360.7±170.1a
26.5±0.5b
0.6±0.0a
11.4±0.1c

1)Mean±SD. Value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within a row.

Table 6. Sensory evaluation of cooked noodles from germinated brown rice flour

Parameters
Ratio of germinated brown rice flour (%) to wheat flour

0 (Control) 5 10 15 20

Flavor
Color
Taste
Appearance
Overall acceptability

3.6±1.1a1)
4.6±0.9a
3.2±1.0a
4.8±0.5a
4.0±0.3a

3.8±1.1a
4.4±1.1a
3.0±0.9a
4.6±0.9a
4.2±0.6a

3.6±1.3a
4.0±0.7ab
3.4±1.7a
4.0±0.7a
3.8±0.5ab

2.8±0.8a
3.4±1.1abc
3.6±0.9a
3.8±0.8a
3.4±0.2b

2.4±0.9a
2.8±0.5bc
4.0±1.5a
2.0±1.0b
2.6±0.3c

1)
Mean±SD. Value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within a row.

탁도를 검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발아현미의 배합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면과 조리면의 cutting force 측정

발아현미분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조리면의 cutting force

를 측정한 결과는 약간의 감소는 보였으나 큰 차이는 나타내

지 않았으며(Table 5), 관능적인 맛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Table 6). Oh 등(15)은 Instron Universal Testing

Machine을 사용했을 때 삶은 국수 세 가닥의 절단강도는

국수발의 관능적 경도와 압착저항과 회복률은 관능적 씹힘

성과 정의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Nagao 등(16)은

일본 국수의 경우 부드러움과 탄력성이 결합된 느낌을 평가

하는 관능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기계적 측정법의 이용 가능

성은 부정적으로 보았다.

관능검사

대조구와 발아현미분 5～20%를 혼합하여 제조한 국수의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향미, 색, 맛, 외관, 전체적인 기호도를

검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았다. 관능검사의 결과를 보면

발아현미분 첨가량이 많을수록 갈색이 짙어지고 향의 기호

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맛의 경우 발아현미분을

첨가한 국수의 맛과 밀가루 국수의 맛과는 큰 차이가 없었으

나 외관에 대한 기호도는 발아현미분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아현미분을 10%까

지 첨가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호도면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Lee와 Jung(17)은 발아시키지 않은 현미분을

20% 첨가한 국수가 가장 높은 관능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요 약

발아현미 가루 첨가가 국수제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성을 파악하고 기호성을 고려한 최적의 배합비율을 조사

하였다. 발아현미의 불용성 식이섬유 함량은 5.1%, 수용성

식이섬유의 함량은 4.2%이었다. 발아현미분을 첨가한 반죽

의 Farinogram 흡수율(water absorption)은 대조구(100%

밀가루)보다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고, 반죽형성시간(devel-

opment time)은 대조구보다 빨랐다. 안정도(stability)의 경

우는 발아현미분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약화도(weakness)는 증가하여 글루텐 구조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아현미분을 첨가한 국수의 색

도는 실험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여 L
*
값은 낮고, a

*
값은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대조군에 비하여 발아현미분

은 도정되지 않은 껍질층의 혼입양이 많은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발아현미분을 5～20% 첨

가하여 제조한 조리면의 부피증가율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조리 후 중량 역시 감소하였으나 국물의 탁도는

대조군에 비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리면의 cutting

force는 발아현미분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약간의 감소는

보였으나 큰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발아현미분을 첨가하

여 관능검사를 실험한 결과, 발아현미분을 10% 첨가하였을

경우 향, 색, 맛, 모양 및 전체적인 기호도에서 대조구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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