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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wave를 이용한 즉석 누룽지의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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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epared puffed instant Nuroong-gi samples using a microwave and investigated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s. The quality of Nuroong-gi prepared using a microwave was compared with that of noodles prepared 
in a steam cooker and pressure cooker in terms of moisture content, color, water binding capacity ratio, viscosity, 
sedimented volume of insoluble solids, turbidity, and sensory evaluation. The moisture content of Nuroong-gi prepared 
in a microwave was similar to that of steam cooker and pressure cooker samples. The color (lightness) of steam 
cooker-prepared noodles was greater than that of noodles cooked using other modes. The water binding capacity 
ratio fell with increasing microwave cooking time. The viscosity of noodles prepared using a microwave was higher 
than that of pressure cooker samples and lower than that of steam cooker noodles. The sedimented volume of 
insoluble solids and turbidity increased with a rise in cooking temperature. Nuroong-gi prepared in a microwave 
scored higher in sensory evaluation tests than did steam cooker or pressure cooker sampl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Nuroong-gi preparation using a microwave is very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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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우리나라의 쌀 수급상황은 미작기술의 발달로 쌀의 증산

을 이루었고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인한 식생활

양상의 변화로 인하여 쌀 소비가 감소되어 다양한 쌀 가공

식품의 개발이 필요하다.(1) 이에 적극적인 쌀 소비 방안으

로 주식 중심인 우리 고유의 식단을 지키고 쌀밥중심의

학교급식, 쌀 가공식품의 개발 보급 등에 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쌀을 이용하여

가공식품으로 활용하는 이용률은 주류용으로 사용되어지

고 있으며 기타 다른 제품의 활용에서 미미한 실정이다(3).

맛있고 편리하면서 가공식품으로서의 다양한 개발 및 이용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쌀 가공품의 다양화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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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원료로 하는 전통식품의 개발에 쌀을 부분적으로라도

이용하는 복합가공식품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할 것이다

(4). 취사도구의 발달로 각 가정에서는 누룽지를 많이 볼

수 없게 된 반면, 외식 산업의 증가로 인해 공급해줄만한

대량 생산이 누룽지 제조공장에 의하여 대신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품화된 누룽지를 많이 찾는 추세이다(5-10). 누룽

지의 구수하면서도 독특한 향미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것이

나 이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자료가 거의 없으며 공장에서

생산되는 누룽지의 품질을 평가한 적도 없다. 다만 생활의

간편화에 맞추어 취반방법이 즉석밥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11)와 취반조건에 따른 복원력이 빠른 누룽지

개발에 관한연구(12)를 바탕으로 누룽지의 고유의 풍미를

지니면서 식감도 우수한 취반조건과 방법을 찾고자 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적 이용성이 우수한

microwave를 이용하여 누룽지 제조공정을 개발하고자 하

였으며, 이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써 microwave 처리시간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제16권 제5호 (2009)670

별 누룽지를 제조한 다음 기존의 증기솥과 압력솥 취반방법

으로 제조한 제품과 시중 유통품과의 품질특성을 비교․조

사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Microwave를 이용하여 즉석 누룽지 제조에 사용한 쌀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생산된 2008년산 쌀(품종:백진주미)과

실험에 필요한 비교제품은 시중에 판매되는 누룽지(가마솥

누룽지, (주)대한식품)를 경기도 성남시 하나로 마트에서

당일 구입하여 외관 선별 후 사용하였다.

누룽지 제조

누룽지 제조는 Fig. 1과 같이 준비된 쌀을 물에 3번 세척

한 후에 3시간 침지시키고 수분 함량이 약 25~30%정도

되게 한 다음 30분 탈수 공정을 거쳤다. 이후 증기, 압력

그리고 microwave를 조건 별로 설정 하여 누룽지 제조에

앞서 전처리을 실시하였다. 처리된 쌀은 지름 7~10 cm의

동그란 판이 부착된 수동식 누룽지 제조 장치(BE-5200,

BAETEL INDUSTRIAL CO., Namhae, Korea)를 이용하여

판 위에 10 g을 정량하여 160~170℃ 온도에서 4분 동안

팽화 시켜 즉석 누룽지를 얻었는데 이때 외관 형태는 한쪽

면은 밥알이 눌려진 형태였고 다른 면은 밥알이 부풀어

팽창된 모양 이었다(Fig. 2). Microwave를 이용하여 처리조

건에 따라 제조한 5종류의 누룽지와 취반방법을 증기솥과

압력솥으로 달리하여 팽화시킨 누룽지 2종류 그리고 시중

에 판매되는 누룽지 1종류 총 8종류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Fig. 1. Flow sheet of instant Nuroong-gi processing.

수분함량

수분함량은 각 처리구별로 AOAC(13)방법에 준하여 실

시하였다. 항량이 되어진 수기에 시료를 약 5 g를 취하여

열풍건조기(HK-DO250F, 한국종합기기제작소, Hwaseong,

Korea)를 이용하여 건조를 실시하였다. 실험 방법은 105℃

감압 수분 건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시료군 마다 3회

반복하여 측정하여, 항량이 되어질 때까지 건조를 반복한

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Fig. 2. The external appearance of instant Nuroong-gi using microwave.

색 도

누룽지의 색도 측정은 표준백판(L = 97.47, a = -0.02,

b = 1.67)으로보정된 colorimeter(CR-300 Minolta Chromameter,

Minolta Camera Co., Osaka, Japan)를 이용하여 시료군 마다

3회 반복하며 Hunter L, a 및 b 값을 측정하였다.

누룽지의 물 결합능력

물 결합능력은 Medcalf와 Gilles의 방법(14)을 변형하여

즉석 누룽지가루(30~50 mesh) 1 g에 증류수 30 mL를 가한

후 자석 교반기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잘 저어준

다음, 미리 무게를 잰 원심관에 넣고 3000 rpm에서 30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제거하고 침전된 누룽지 가루의

무게를 칭량하여 시료 누룽지가루와의 중량비로 계산하였

으며 쌀가루의 물 결합능력을 대조군으로 삼아 비교하

였다.

점 도

제조된 누룽지의 점도는 Brookfield viscometer(model-DV

Ⅱ, Brookfiled Engineering Labs, New York, USA)와 지름

3.0 cm, 높이 9.5 cm인 원형용기에 제조된 즉석 누룽지가루

(30~50 mesh) 1 g에 증류수 30 mL를 가한 후 35℃에서

spindle No.3을 사용하여 100 rpm에서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침전물 생성량 및 탁도

침전물 생성량은 중량을 대비하여 제조된 누룽지를 40%

첨가하여 온도조건을 30, 60 그리고 90℃에서 15분 추출한

후 원심분리 및 여과시켜 10 mL 눈금 실린더에 넣고 5℃

냉장고에서 36시간 저장한 다음 침전부위의 용량을 mL로

측정하였다. 탁도는 Ha 등(15)의 방법과 같이 590 nm에서

흡광도로 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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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평가

관능검사는 실험 처리구에 따라 색(color), 향기(flavor),

맛(taste), 조직감(texture) 및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 대하여 훈련된 관능요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처리구는 직경 10 cm의 흰색 종이 위에

시료를 제시하여 평가하게 하였다. 각 처리구별 평가항목

에 대하여 아주 좋음 (9점), 좋음 (7점), 보통 (5점), 나쁨

(3점), 아주 나쁨 (1점)의 9점 척도 법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값에 대한 평균치와 표준편차로 결과를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본 실험은 독립적으로 3회 이상 반복 실시하여 실험결과

를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실험군의 유의성을 검증

하기위해 SAS 6.0 for windows program(16)을 이용하여 실

시하였고, p<0.05 수준에서 Duncan의 다중 검정법(DMRT,

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분 함량 및 색도

Microwave를 이용하여 제조한 누룽지의 수분 함량은

Fig. 3과 같이 나타내었으며 취반 조건에 따라 11.33~

11.82%로 시중에 판매되는 누룽지의 수분 함량 13.5% 보다

더 낮은 수분함량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microwave를 이

용하는 처리조건과 증기 및 압력을 이용한 취반조건에 차이

는 발생 하지 않았지만 즉석 누룽지 제조 장치에 의하여

팽화시킴에 따라서 수분이 증발한 것으로 저장적인 측면에

서 볼 때 일반 누룽지 보다 저장기간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된다. 이는 Park 등(17)의 연구결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Microwave를이용하여 제조한누룽지의색도는 Table 1과

같이 증기솥 취반의 명도(L)가 64.70의 값으로 가장 밝은

Cook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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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isture contents of instant Nuroong-gi using steam,
pressure and microwave.

*NG : Nuroong-gi(on the market), SC : steam cooker, PC : pressure cooker, MW
: microwave

Table 1. Comparison of colors of instant Nuroong-gi using steam,
pressure and microwave

Cooking conditions
Factors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

Nuroong-gi1) 56.74±1.24 6.45±0.34 18.15±0.87

Steam cooker 64.70±4.48 -0.39±0.17 8.85±1.21

Pressure cooker 46.57±1.19 7.32±0.51 15.36±0.40

Microwave 20sec 56.69±0.71 6.89±0.35 21.86±0.86

Microwave 40sec 56.71±1.20 6.81±0.28 20.03±0.53

Microwave 60sec 55.70±0.94 6.31±0.16 19.51±0.56

Microwave 80sec 56.28±1.11 6.10±0.17 19.19±0.28

Microwave 100sec 55.89±0.21 6.14±0.16 18.77±0.67
1)On the market.

색을 나타내었으며, 압력솥 취반은 46.57로 가장낮게 나타

났다. Microwave를 이용한 누룽지 제품의 명도는 55.70~

56.74로 microwave처리조건별 차이가 인식되지 않았으며,

시중 유통품의 56.74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적색도(a)와 황

색도(b)에서도 증기솥, 압력솥 그리고 microwave처리에 따

라 명도(L)에서의 변화경향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명도(L), 적색도(a) 그리고 황색도(b)에서 색도 결과는 다른

처리 조건보다 microwave처리한 즉석누룽지가 시중 유통

품인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물 결합 능력 및 점도

Microwave를 이용하여 제조한 누룽지의 물 결합능력은

Table 2에서와 같이 쌀가루의 물 결합능력 2.8보다 상당히

높은 물 결합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반방법별

물 결합능력은 증기솥 취반이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압력솥 취반이 6.69로 그 다음의 순이었고

microwave취반은 취반시간별로 6.32~6.68로 가장 낮게 나

타났으나, 취반방법별 모두시중 유통품의 5.93보다는 높게

Table 2. Comparison of water binding capacity of instant Nuroong-gi
using steam, pressure and microwave

Cooking conditions WBC1)ratios

Nuroong-gi2) 5.93±0.24(2.7)3)

Steam cooker 7.12±0.19(2.6)

Pressure cooker 6.69±0.17(2.7)

Microwave 20sec 6.68±0.28(2.6)

Microwave 40sec 6.54±0.24(2.7)

Microwave 60sec 6.53±0.21(2.7)

Microwave 80sec 6.44±0.22(2.6)

Microwave 100sec 6.32±0.31(2.7)
1)Water binding capacity.
2)On the market.
3)Water binding capacity of ric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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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었다. 취반방법에 따라서 증기솥 취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microwave를 이용하여 제조한 누룽지의

물 결합능력은 처리구에 따라 6.32~6.69로 큰 차이는 발생

하지 않았지만 microwave처리 시간이 증가 할수록 물 결합

능력이 다소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증기솥의 경우 취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분에 의하여 수분보유 능력이 증가하

고 microwave는 취반 중 수분건조가 이루어져물 결합능력

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쌀가루 대비 누룽

지의 물 결합능력 증가율은 Seo 등(12)의 연구에서 누룽지

제조에 사용된 쌀가루와 비교하여 증기솥 취반 누룽지가

2.5배증가하고 압력솥 취반 누룽지가 2.3배 물 결합능력이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Microwave를 이용

하여 제조한 누룽지의 점도 측정은 Fig. 4와 같이 시중 판매

되는 누룽지가 257.90, 증기솥 취반 누룽지가 534.40, 압력

솥 취반 누룽지가 172.30 그리고 microwave를 이용하여

제조한 누룽지가 152.40~410.30으로 나타나 증기솥 취반

누룽지의 점도가 가장 높았고 압력솥 취반 누룽지의 점도가

가장 낮았다. 또한 microwave를 이용하여 제조한 누룽지

처리시간이 증가 할수록 누룽지의 점도가 낮아졌다. 이는

Cha(18)의 연구에서 수분의 차이가 점도의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 즉, 수분첨가량을 줄일 때에는 높은 점도를

낮춰주어야 가능할 것이고 호화전에 가수분해 시켜서 그

영향을 조사하여 호화시킨 쌀가루의 dextrose equivalent(DE)

값이 증가하다가 이후 서서히 증가하였으며 물을 첨가한

쌀가루 분산액을 호화시켰을 때 점도는 너무 높아 측정이

불가능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도 취반

방법 및 조건의 변화에 따라 점도는 달라지며 물 결합능력과

점도의 변화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이는 물 결합능력

에 따라서 누룽지의 점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침전물 생성량 및 탁도

누룽지를 온도조건 별로 추출하고 원심분리 시킨 후 여

Cooking conditions*

NG SC PC MW20 MW40 MW60 MW80 MW100

Viscosity (cps)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Fig. 4. The viscosity (cps) of instant Nuroong-gi using steam,
pressure and microwave.

*NG : Nuroong-gi(on the market), SC : steam cooker, PC : pressure cooker, MW
: microwave

과시킨 누룽지 액의 침전물 생성량과 탁도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누룽지의 주요 품질지표의 하나인 누룽지액의

침전물(15)은 취반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추출온도

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90℃에서 추출

한 침전물은 증기솥 취반과 압력솥 취반 누룽지가 시중판매

누룽지와 microwave를 이용한 누룽지보다 발생량이 많았

다. 이는 Ha 등(15)의 연구에서 추출온도와 추출시간이 증

가할수록 생성되는 침전물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

와 유사하였다. 침전물 생성의 특성은 추출 즉시 수용성

형태로 존재하였던고형분의 일부가 냉각된 상태로 되면서

불용성 물질화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높은 온도에서의

침전물 증가는 가열처리로 일부 성분들이 변성되면서 분자

구조가 응집되는 형태로 되거나 소수성기가 분자표면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18). 한편 탁도에서도 추

출온도가 높을수록 취반시간에 상관없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탁도는 낮은 온도보다 높은 온도

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증기솥 취반과 압력솥 취반 누룽지가

microwave를 이용한 누룽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침전물 생성과 유사한 것으로 탁도는 수용성 물질의

농도에서 주로 영향을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Kim 등(19)의

보리에효소처리를 할 경우효소처리 시간이길수록보리차

의 탁도는 감소하지만 전분의 가수분해정도를 나타내는

포도당 당량(DE)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많이 볶을수록 전분질 용출이 적고 수용성

성분이 증가하여 탁도가 감소하다가불용성의 열분해 중간

산물들이 용출되므로탁도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15).

Table 3. Changes in sedimented volume and turbidity of
Nuroong-gi as affected by temperature conditions

Cooking
conditions

Sedimented volume (mL) Turdibity

30℃ 60℃ 90℃ 30℃ 60℃ 90℃

Nuroong-gi1) NM2) 0.08±0.01 0.18±0.03 0.080±0.01 0.151±0.02 0.241±0.01

Steam cooker NM 0.10±0.03 0.24±0.01 0.143±0.03 0.182±0.03 0.246±0.01

Pressure cooker NM 0.10±0.01 0.25±0.02 0.127±0.03 0.184±0.01 0.265±0.02

Microwave 20sec NM 0.08±0.02 0.17±0.03 0.050±0.01 0.174±0.01 0.233±0.01

Microwave 40sec NM 0.08±0.01 0.18±0.03 0.085±0.02 0.165±0.02 0.221±0.01

Microwave 60sec NM 0.05±0.02 0.15±0.03 0.102±0.01 0.184±0.01 0.224±0.01

Microwave 80sec NM 0.05±0.02 0.15±0.02 0.094±0.02 0.174±0.01 0.189±0.01

Microwave 100sec NM 0.03±0.02 0.15±0.01 0.105±0.01 0.188±0.01 0.197±0.01
1)On the market.
2)NM : not measurable.

관능특성

취반방법을 다르게 하여 팽화시킨 즉석 누룽지 8종류에

대해 관능특성 차이를 관능검사원들에 의해서 기호도 조사

한 것을 분산 분석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증기솥 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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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제조한 누룽지의 경우 색, 향기, 맛, 조직감 및

전체적인 기호도에 대하여 관능특성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Park 등(17)의 연구에서 찜솥 취반조건에서 관능특성

치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 경

우 증기솥으로 누룽지 제조방법에 있어서 쌀의 침지시간이

본 연구보다짧은 조건으로 제조되어 나타난것이라고 판단

된다. Microwave를 이용하여 처리한 누룽지의 경우는 여러

항목을 비교하여 볼 때 증기솥과 압력솥의 취반조건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누룽지의 색도 측정결과와 관능검사 항목

중에서 유의성을 보인 색에 있어서 증기솥이나 압력솥 보다

는 microwave처리한 누룽지 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너무 진하거나 연하지 않은 밝기의 색을 선호하

며 적절한 황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Park

등(17)의 연구에서 압력솥 취반 누룽지 색을 가장 선호하고

황색을 선호 하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Microwave를 이용할 경우에서도 초기 20초에서 100초

까지 처리한 누룽지를 비교 하였을 때 microwave처리를

많이 하는 경우는 조직감이나 향기, 색도의 기호도가 낮아

지고 microwave처리를 20~40초로 적게 하는 경우가 관능특

성치가 높게 나타났다(Table 4). 이는 누룽지의 특유의 색과

향 그리고 조직감이 전체적인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라고 판단된다. 취반방법을 달리하여 제조한 누룽지에 대

한 관능특성 차이결과는 기존의 증기솥이나 압력솥의 취반

방법으로 제조된 누룽지보다 microwave을 20~40초 이용하

여 제조한 누룽지가 식품산업에 이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진다.

Table 4. Sensory evaluation of instant Nuroong-gi using steam,
pressure and microwave

Cooking
conditions

Sensory evaluation

Color Flavor Taste Texture Acceptability

Nuroong-gi1) 6.3±2.11A 4.3±1.56BC 5.9±1.85A 5.7±1.41AB 5.7±1.82AB

Steam cooker 3.1±1.10B 3.8±0.91C 2.2±1.03B 2.2±1.31C 2.5±1.08C

Pressure cooker 2.7±1.33B 4.8±2.09BC 5.4±2.17A 6.3±1.49AB 4.6±1.89B

Microwave 20sec 6.7±1.25
A

5.5±1.64
AB

4.9±1.59
A

6.2±1.31
AB

5.9±0.99
AB

Microwave 40sec 5.9±1.72
A

6.1±2.02
A

6.0±1.49
A

6.9±1.37
A

6.6±1.34
A

Microwave 60sec 6.0±1.49
A

5.0±1.69
ABC

5.5±2.17
A

6.4±1.83
AB

5.8±1.98
AB

Microwave 80sec 6.1±1.28
A

4.6±1.57
BC

4.8±1.87
A

5.3±1.63
B

5.4±1.42
AB

Microwave 100sec 5.7±1.15
A

4.2±1.61
BC

5.6±1.50
A

5.5±1.71
AB

5.4±1.42
AB

1)
On the market.

요 약

누룽지의 품질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증기솥 취반, 압

력솥 취반 그리고 microwave를 이용하여 처리조건에 따라

제조한 누룽지를 평가 비교하였다. Microwave를 이용하여

제조된 누룽지는 수분함량, 색도측정, 물 결합능력, 점도측

정, 침전물 생성량 및 탁도 측정, 관능평가를 분석한 결과

수분함량은 microwave을 이용하는 처리조건과 증기 및 압

력을 이용한 취반조건에 차이는 발생 하지 않았다. 색도의

경우 증기솥 취반의 명도(L)가 64.70의 값으로 가장 밝은

색을 나타내었으며 압력솥 취반은 값은 46.57로 나타나 가

장낮게 나타내었다. Microwave를 이용한 누룽지 및 시중에

판매되는 누룽지의 명도(L)는 55.70~56.74로 나타나

microwave처리시간별로 차이는 발생 하지 않았다. 물 결합

능력은 microwave처리 시간이 증가 할수록 물 결합능력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취반 중 수분건조가 이루어져 물

결합능력이 다소 낮아 졌다. 점도는 증기솥 취반누룽지의

점도가 가장 높았고 압력솥 취반누룽지의 점도가 가장낮았

으며 microwave를 이용하여 제조한 누룽지가 처리시간이

증가 할수록누룽지의 점도가 낮아져수분첨가량과 수분보

유량에 따라 변화하며 물 결합능력과 같이 수분건조에 의하

여 품질의 변화가 나타났다. 침전물 생성량과 탁도는 취반

조건에 상관없이 추출온도가 증가할수록 생성되는 침전물

의 발생과 탁도가 증가하였고 추출 시 수용성 형태로 존재

한 성분들이 가열처리로 취반방법에 따라 품질의 변화가

나타났다. 관능평가에서는 증기 및 압력을 이용한 취반방

법보다 microwave을 이용하여 제조된 누룽지가 더 좋았다.

그러므로 microwave을 이용하여 제조한 누룽지가 기존에

제조되는 방식보다 식품산업에 이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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