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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instant rice noodles made 
from rice flour with different harvest times rice processed products.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ree different 
types of rice flour were investigated, including common rice flour (CRF, harvested in 2012), stored rice flour (SRF, 
harvested in 2008) and CSRF (CRF mixed with SRF). Instant rice noodles were manufactured with the three types 
of rice flour, and their quality and sensory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The water-binding capacity of rice flour 
was highest in CSRF. Regarding setback on RVA pasting viscosity, SRF and CSRF showed higher values than CRF. 
Water absorption after cooking of instant rice noodles was highest in common rice noodles (CON). The volume after 
cooking of instant rice noodles increased in rice noodles with stored rice flour (SRN). Turbidity of rice noodles using 
CSRF (CSRN) was higher value than that of CON. In texture properties, CON displayed the highest hardness, adhesive-
ness, springiness, and chewiness. In the sensory evaluation, overall acceptability values of CO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other rice noodles (SRN and CSRN). It was concluded that rice noodles with stored rice flour 
have increased turbidity with reduced texture and overall preference. This study suggests that addition of CRF may 
result in significantly increased overall quality of instant rice noodles prepared by S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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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쌀(rice, Oryza sativa L.)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주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식량자원이다(1). 

식품의 소비패턴 변화로 밥을 주식으로 섭취하던 예전과 달

리 밥 대신 빵이나 면 등 대체식품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어 

밥을 짓기 위한 쌀 소비는 감소하고 있다(2). 반면에 의무수

입물량의 증가, 대북지원의 중단 등으로 쌀의 재고량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3). 현재 국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2년 87.0 kg에서 2012년 69.8 kg으로 최근 10년간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4), 이에 따라 쌀 소비를 위한 대

책 문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쌀의 소비 감소로 

남아도는 쌀은 장기간 공공 비축용으로 저장하여 정부미라

는 이름으로 공급되는데 쌀을 장기간 저장하면 영양 성분이 

변화되고 밥의 조직감이 변하는 등 품질이 저하된다. 따라서 

장기 저장된 쌀은 밥을 짓기 위한 쌀만으로는 소비하기 어렵

다(5). 지금까지 수확 후 저장한 쌀에 대한 연구는 저장쌀의 

품질에 관한 연구(6-9), 저장쌀의 식미 및 물성 변화에 대한 

연구(10,11)가 대부분이다. 한편 쌀 소비 증가 및 재고량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에서는 

가공용 쌀 품종의 육성과 쌀 소비 형태의 다양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쌀 및 쌀 가공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쌀 가공품 개발에 대한 

관심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12). 쌀 가공제품 중에서 쌀을 

이용한 면류는 국수, 라면 등에 밀가루 대체 소재로 쌀가루

를 일부 첨가하는 수준으로 출발하여 최근에는 쌀생면 및 

인디카 품종을 활용한 베트남 쌀국수 등으로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13,14). 이 중 즉석면은 생면을 건조하거나 

주정을 처리하여 장기 보존할 수 있도록 한 면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15).

본 연구에서는 일반미 쌀가루와 수확 후 장기간 저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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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가 낮은 저장 쌀가루 및 일반미와 저장 쌀가루 복합분

의 이화학적 특성 및 이들 쌀가루를 이용하여 즉석 쌀국수를 

제조하여 품질과 관능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정부미 쌀가루

의 이용 가능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주재료인 쌀은 2012년산 일반미 쌀가루(DaesunFM Co. 

Ltd., Hampyeong, Korea)와 2008년산 정부미 쌀가루

(DaesunFM Co. Ltd.)를 사용하였다. 쌀국수 제조에 필요한 

부재료로 옥수수 전분(Ingredion Incorporated, Bridge-

water, NJ, USA), 초산타피오카 변성전분(Matsutani Chem-

ical Industry Co. Ltd., Hyogo, Japan), 타피오카 전분

(Matsutani Chemical Industry Co. Ltd.), 탄산수소나트륨

(SDBNI Co. Ltd., Hwaseong, Korea), 정제염(Hanju Co., 

Ulsan, Korea)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쌀국수 제조

쌀국수 제조 장치(Hwanhi Co., Gwangju, Korea)를 이용

하여 Choi 등(16)의 방법으로 즉석 쌀국수를 제조하였다. 

원재료의 35%(w/w)의 물을 첨가하면서 쌀가루 60%, 타피

오카 전분 16%, 옥수수 전분 17.8%, 초산타피오카 변성전

분 4%, 탄산수소나트륨 1.2% 및 소금 1%로 배합하여 10분

간 반죽하였다. 각각의 반죽은 압출성형기(Hwanhi Co.)를 

통하여 증숙하면서 면대를 형성하였고, 증숙온도 80~85°C, 

스크루 회전 속도는 700~750 rpm으로 압출성형 조건을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면대를 성형하기 위해 토출부에 1.2 

mm 규격의 원형 토출구멍을 장착하였다. 압출성형된 면은 

송풍 냉각하고, 130 g으로 일정량 절단하였다. 절단한 면은 

즉석 국수로 처리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실온에서 자연건조 

및 숙성 후 주정 처리하였으며, 폴리에틸렌 백에 밀봉하여 

4°C에 저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쌀가루의 이화학적 특성

적외선 수분측정기(MB45 moisture analyzer, Ohaus 

Co., Zurich, Switzerland)를 사용하여 쌀가루의 수분 함량

을 측정하였다. 색도는 직경 3 cm, 높이 1 cm의 용기에 담아 

색차계(CR-400, Konica Minolta, Osaka, Japan)를 사용하

여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 값을 측정하였다. 아밀로

오스 함량은 비색법에 의하여 정량하여 620 nm에서 흡광도

(spectrophotometer, Model V-650, Jasco, Tokyo, Ja-

pan)를 측정하였다(17). 요오드 흡수율은 측정값이 높을수

록 전분손상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손상전분측정기

(SD Matic, Chopin Technologies, Villeneuve la Gare-

nne, France)를 이용하여 요오드 흡수율(absorption of the 

iodine, AI%)을 AACC 76-31에 근거하여 환산한 값으로 

표시하였다. Particle size analyzer(CILAS 1190, CILAS, 

Orleans, France)를 이용하여 쌀가루를 증류수에 분산시키

면서 평균 입도를 측정하였다. 수분결합능력(water binding 

capacity, WBC)은 Lee와 Shin(1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

정하였다. 호화점도 특성은 신속점도계(RVA Super-4, 

Newport Scientific, Sydney, Australia)를 이용하여 RVA 

viscogram으로부터 호화개시온도(pasting temperature, 

PT), 최고점도(pasting viscosity, PV), 최저점도(hot paste 

viscosity, HPV), 최종점도(final viscosity, FV), break-

down(BD; PV-HPV), setback(SB; FV-HPV)을 측정하여 

rapid visco unit(RVU)으로 나타내었다. 초기 1분 동안은 

50°C로 가열 후 95°C까지 상승시키고 2.5분 동안 유지한 

다음 50°C까지 냉각하여 2분 동안 유지하면서 점도를 측정

하였다. 

조리관능 특성

즉석 쌀국수의 조리 특성은 Yang과 Kim(2)의 방법을 변

형하여 측정하였다. 즉석 쌀국수 20 g을 끓는 물에서 복원 

후 탈수하여 조리한 다음 중량을 측정하였다. 수분흡수율은 

조리 전 국수 중량에 대한 조리 전후의 국수 중량 차의 백분

율로 나타내었다(19). 부피는 탈수한 즉석 쌀국수를 담가 

증가하는 물의 부피로 측정하였다. 조리수의 탁도는 spec-

trophotometer(V-650, Jasco)를 이용하여 쌀국수를 익혀

낸 물을 실온에서 냉각한 후 6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조리손실률은 쌀국수의 중량에 대한 용출 고형분의 

백분율로부터 구하였다(2). 

미세구조 관찰

미세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S2380, Hitachi, Tokyo, 

Japan)을 사용하여 검경하였다. 각각의 쌀국수는 -70°C에

서 동결건조 한 것을 gold-palladium으로 ion sputter 

(C1010 Hitachi)를 이용하여 도금한 후, 표면과 절단면의 

미세구조를 각각 500배, 1,000배의 배율로 관찰하였다.

조직감 측정

Texture analyzer(TA-XT-2, Stable Micro Systems, 

Surrey, UK)를 사용하여 texture profile analysis(TPA) 

test로 즉석 쌀국수의 조직감을 측정하였다. 먼저 조리한 국

수 가닥을 15 mm 길이로 세절하여 네 가닥을 평행하게 배열

시킨 후, 수분증발을 방지하면서 15분 이내에 측정을 완료

하였다. 국수가닥을 plate에 올려놓고 직경 25 mm cylinder 

probe를 이용하여 strain 75%로 압착 실험하였으며, 측정 

조건은 pre-test speed 2.0 mm/s, test speed 0.5 mm/s, 

post-test speed 0.5 mm/s로 10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구

하였다. 

관능평가

정량적 묘사분석과 기호도 평가로 분류하여 즉석 쌀국수

의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묘사분석은 단국대학교 식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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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different stored rice flour
Rice flour1) CRF  SRF CSRF

Moisture (%)
Amylose (%)
Water binding capacity (%)
Particle size (μm)
Absorption of iodine (%)
Damaged starch (%)

 13.67±0.46b2)

 22.12±1.44ab

183.67±6.03b

 20.89±0.15c

 91.82±0.53a 
  3.47±0.31a 

 14.65±0.36a

 24.44±1.04a

169.00±8.54b

 22.47±0.11a

 90.84±0.23b 
  2.93±0.12b 

 14.31±0.34ab

 20.29±1.46b

221.00±19.00a

 22.13±0.17b

 90.80±0.42b 
  2.91±0.22b

Color value
L
a
b

 93.18±0.02a

 -0.08±0.01a

  2.98±0.01c

 92.94±0.53a

 -0.21±0.01b

  3.48±0.10a

 93.00±0.02a

 -0.29±0.02c

  3.30±0.01b

1)CRF, common rice flour 100%, harvested in 2012, data of the CRF physicochemical properties were obtained from the previous
report by Choi et al. (16) for comparative study of instant rice noodles using broken rice flour; SRF, stored rice flour 100%, 
harvested in 2008; CSRF, common rice flour 50%+stored rice flour 50%.

2)Means with each row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양학과 학부생 8명을 대상으로 평가방법을 인지하도록 세부

항목에 대한 용어설명을 충분히 훈련한 후 실시하였다. 평가

항목은 색(color), 냄새(odor), 맛(taste), 경도(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응집성(cohesiveness), 탄력성

(springiness), 씹힘성(chewiness) 등을 9점 척도법으로 평

가하도록 하였다. 기호도 평가는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생 20명, 한국식품연구원 20대 직장인 1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으며, 전반적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색, 냄새, 맛, 경도, 탄력성에 관하여 9점 척도법으로 실시하

였다.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SPSS 17.0(SPSS Inc., Chicago, IL, USA)

을 이용하여 ANOVA 분산분석을 실시했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여 각 측정 평균값의 유의성

(P<0.05)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쌀가루의 특성

쌀국수 제조를 위해 사용된 쌀가루의 이화학적 특성을 분

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쌀가루의 수분 함량은 13.67 

~14.65%였으며, 모든 시료 간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아밀

로오스 함량은 20.29~24.44%로 이는 빵, 국수 제조에 쌀가

루의 아밀로오스 함량이 22% 이상이어야 한다고 보고한 

Han 등(20)의 연구와 유사하여 쌀국수를 제조하는 가공용

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아밀로오스 함량이었다. 수분결합

능력은 쌀가루에 함유된 전분의 비결정형 부분으로 침투되

거나 표면으로 흡착되는 수분의 양과 비례한다(21). 또한 

가루 입자의 표면적과 관련되어 조리 특성을 설명하므로 가

공적성에 관련된다(22,23). 쌀가루 시료 중 일반미 쌀가루 

CRF와 저장 쌀가루 SRF의 수분결합능력은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으며, CRF와 SRF를 혼합한 CSRF의 수분결합능력

은 CRF, SRF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쌀가루의 수분결합능

력이 크면 쌀가루 입자 내에 물을 많이 흡수하여 가열과정에

서 열전달을 도와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24). 따라서 SRF

와 CRF를 혼합하여 제조한 쌀국수는 가공적성 및 조리 중 

품질 즉, 반죽형성 과정에서 수분결합력이 높아 쌀국수의 

조리 후 부피가 비교적 크며, 경도, 씹힘성과 같은 조직감 

특성이 낮아 SRF 또는 CRF 쌀가루만으로 제조한 쌀국수와 

비교하여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쌀가루의 평균 

입도는 20.89~22.47 μm였으며, SRF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고 CSRF, CRF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CSRF는 SRF와 

CRF의 혼합으로 SRF보다 평균 입도가 낮은 것으로 여겨진

다. 쌀가루 중의 손상된 전분 입자는 손상되지 않은 전분 

입자보다 요오드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요오드 흡수율은 손

상전분에 비례한다고 보고되었다(25). 요오드 흡수율은 

CRF가 91.82%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SRF와 CSRF

는 CRF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손상전분 함량은 CRF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SRF와 CSRF의 손상전분 함량

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전분의 손상 정도는 

전분 구조, 수분 함량, 제분기 형태 및 속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6), SRF는 수확 후 쌀의 저장 

과정에서 수분 함량 및 전분 구조 등의 변화로 인해 CRF의 

손상전분과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Kum

과 Lee(27)는 쌀 제분 시 입자크기가 미세할수록 전분손상

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여 CRF의 입자크기가 손상전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Chiang과 Yeh(28)는 전분 

손상 정도와 수분흡수력이 양의 상관관계(R2=0.93)가 있다

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쌀가루의 손상전분 함량이 수분흡수

력에 영향을 미쳐 반죽형성 및 쌀국수의 최종 조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쌀가루의 색도

쌀가루의 색도 측정 결과(Table 1) 명도(L)는 모든 시료

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SRF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CSRF, CRF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쌀을 저장하면 저장기간 동안 지방의 산패와 

갈변반응 등으로 인하여 색이 변질된다고 보고한 Zhou 등

(2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CSRF의 b값은 SR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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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VA pasting properties of different stored rice flour

Rice flour1) PT2) (°C)
Viscosity (RVU) 

PV HPV FV Breakdown Setback
CRF
SRF

CSRF

 86.82±0.46b3)

88.12±0.03a

88.03±0.03a

142.14±2.73b

155.14±2.55a

145.58±0.87b

106.61±2.27c

125.17±1.46a

113.81±2.58b

197.17±2.65c

247.31±3.80a

219.92±0.84b

35.53±0.63a

29.97±1.68b

31.78±1.87b

 90.56±0.47c

122.14±2.64a

106.11±2.17b

1)Samples are the same as Table 1.
2)PT: pasting temperature (°C), PV: peak viscosity, HPV: hot paste viscosity, FV: final viscosity, breakdown: PV－HPV, setback: 

FV－HPV.
3)Means with each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3. Cooking qualities of instant rice noodles manufactured with different stored rice

Rice noodles1) Weight of cooked 
noodle (g)

Water absorption
(%)

Cooking loss
(%) Volume (mL) Turbidity

CON
SRN

CSRN

 29.48±0.28a2)

30.05±0.33a

27.17±0.36b

43.54±2.28a

45.02±1.25a

34.10±2.20b

26.33±1.15a

27.00±1.73a

24.67±0.58a

5.75±0.13b

5.98±0.17ab

6.33±0.30a

2.26±0.04b

2.23±0.00b

3.01±0.00a

1)CON, rice noodles with common rice flour, data of the CON cooking qualities were obtained from the previous report by Choi
et al. (16) for comparative study of instant rice noodles using broken rice flour; SRN, rice noodles with stored rice flour; CSRN,
rice noodles with mixed (common rice flour+stored rice flour) rice flour.

2)Means with each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CRF의 혼합으로 SRF보다 감소한 것으로 여겨지며, CRF는 

b값이 가장 낮아 수확 후 저장한 쌀보다 황색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VA 호화점도 특성

호화 특성은 쌀을 포함하는 전분 식품의 가공 특성을 평가

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30). RVA로 측정한 쌀가루의 

호화점도 측정 결과(Table 2) 호화개시온도(PT)는 SRF와 

CSRF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CRF가 86.82°C로 유

의적으로 가장 낮았다. PT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면 전분 

입자는 부풀기 시작하며, 점도가 상승하기 시작한다고 알려

져 있다(31). 이로부터 SRF는 다른 쌀가루에 비하여 PT가 

상승하여 호화가 지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RF는 

같은 온도에서 호화되기 쉬울 것으로 사료된다. 최고점도

(PV)는 SRF가 CRF보다 유의적으로 높았고, CSRF는 CRF

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장기 저장된 쌀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산 정부미의 호화점도가 높고, 

수입산 정부미의 호화점도가 가장 낮다고 발표한 Han과 

Koh(5)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최저점도(HPV)는 고온으로 

가열이 계속될 때 전분 입자가 붕괴되어 감소하는 점도로

(32), SRF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고, CSRF, CRF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Han 등(20)은 HPV가 아밀로오스 용출율 및 

용출 아밀로오스와 잔존 입자 간의 경쟁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최종점도(FV)는 가열이 중지되고 

cooling이 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점도로, 이때 아밀로오

스와 같은 전분 분자들이 다시 재결합하여 점도가 증가한다

(31). FV는 SRF가 CRF보다 높았으며, 이는 쌀가루의 아밀

로오스 함량이 높아 재결합할 수 있는 전분 분자의 증가로 

인해 점도가 증가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PV와 HPV의 차이

로 가공 중의 안정도를 나타내는 breakdown(BD)은 CRF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SRF와 CSRF는 유의적인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쌀의 저장기간에 따른 쌀가루의 

호화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9) 쌀의 저장 중에는 전분의 구

조가 점점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호화전분의 breakdown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노화 정도를 

반영하는 setback(SB)은 SRF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특

성을 보였으며 CSRF, CRF 순으로 높게 나타나 SRF의 노화

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CSRF는 SRF와 

CRF의 혼합으로 인해 SRF보다 SB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SB가 감소하면 전분의 노화가 지연되어 조리면이 굳

어지는 현상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19), 

이에 따라 SRF 및 SRF와 CRF를 1:1 비율로 혼합한 CSRF

를 이용한 쌀국수는 CRF만으로 제조한 쌀국수와 비교하여 

조리면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됨을 예측할 수 있다. 

쌀국수의 조리 특성

즉석 쌀국수의 조리 후 중량, 수분흡수율, 부피, 조리손실

률, 조리수의 탁도는 Table 3과 같다. 조리손실률과 조리 

후 중량 및 부피 증가는 국수의 조리품질을 나타내는 주요 

인자이다(2). 조리 후 중량은 저장 쌀가루로 제조한 쌀국수 

SRN이 30.05 g으로 가장 높았으나, 일반미 쌀가루로 제조

한 쌀국수 CON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저장 

쌀가루와 일반미 쌀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한 쌀국수 CSRN

은 조리 후 수분흡수로 인한 중량 증가가 CON, SRN보다 

낮아 면의 조직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석 

쌀국수의 조리 후 수분흡수율은 제품의 복원력에 영향을 미

치는데(33), 수분흡수가 적으면 국수의 조직감이 단단하고 

거칠어지며 수분흡수가 지나칠 경우에는 부드러워지고 탄

력성이 감소되어 국수의 질감을 저하시킨다고 보고되었다

(34,35). 수분흡수율은 CSRN이 유의적으로 낮아 C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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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xture of cooked instant rice noodles manufactured with different stored rice
Rice noodles1) Hardness (g) Adhesiveness Springiness Cohesiveness Chewiness

CON
SRN

CSRN

 3,817.57±634.88a2)

3,810.07±429.71a

3,168.28±336.23b

-500.63±244.08b

-457.95±133.83b

-280.84±59.07a

0.90±0.03a

0.85±0.03b

0.88±0.02a

0.65±0.05a

0.65±0.02a

0.54±0.03b

2,061.95±430.32a

2,104.35±292.99a

1,649.79±365.35b

1)Samples are the same as Table 3.
2)Means with each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A

B

Fig. 1.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surface (A) and cross section (B) of instant rice noodles manufactured with different 
stored rice. Samples are the same as Table 3.

SRN보다 조리 중 수분흡수가 느렸다. 이는 혼합 쌀가루 

CSRF의 수분흡수능력이 CRF나 SRF보다 높아 쌀국수의 조

리 중 수분흡수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추측과 반대되었다. 

조리 후 부피는 수확 후 저장한 쌀을 이용한 SRN, CSRN이 

CON보다 높았으며, Juliano(36)는 수확 후 저장한 쌀이 조

리과정 중에 수분흡수 및 부피 팽창이 크다고 하여 쌀가루의 

수분흡수에 따른 팽윤의 정도가 조리 중 쌀국수의 부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리손실률은 쌀국수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조리수의 탁도에

서 CSRN은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탁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CSRN의 경우 수분흡수에 따른 조리 후 중량이 낮아 조리수

로의 용출 고형분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CRF

와 SRF의 혼합 첨가로 인해 전분결합이 증가하여 용출되는 

전분의 양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일반미 쌀가루

로 제조한 쌀국수와 비교하여 수확 후 저장한 쌀을 이용하여 

국수를 제조할 경우 조리 후 부피 변화가 증가하였으며, 일반

미와 저장 쌀가루를 혼합하여 쌀국수를 제조할 경우 탁도와 

같은 조리품질이 저하되므로 일반미 쌀가루의 첨가량을 조

절하여 쌀국수를 제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기계적 조직감

즉석 쌀국수의 조직감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조리

한 국수의 조직감은 국수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를 결정

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37). 경도는 CON이 가장 높았

으며, CSRN은 CON, SRN보다 유의적으로 낮아 CRF와 

SRF의 혼합 첨가로 인해 국수 표면의 견고성이 감소하였다. 

부착성은 저장한 쌀만으로 제조한 SRN이 CON보다 낮았으

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확 후 저장한 쌀과 

일반미를 혼합하여 제조한 CSRN의 부착성은 SRN보다 유

의적으로 낮았다. Hormdok과 Noomhorm(34)은 저장한 쌀

가루로 제조한 쌀국수의 조직감은 저장하지 않은 쌀가루로 

제조한 쌀국수에 비해 부착성이 낮아 상업적인 국수 제조에 

더 적합하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CSRN은 CRF와 

SRF의 혼합이 부착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탄력

성은 SRN이 CON보다 유의적으로 낮았고, CSRN은 CON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씹힘성은 CON이 유의적으로 높아 

상대적으로 끈기가 있는 조직감을 갖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CSRN은 CON, SRN보다 씹힘성이 낮았다. 이상으로부터 

CON은 경도, 부착성, 탄력성 및 씹힘성이 유의적으로 높아 

떡과 같이 단단하고 쫄깃거리는 쌀국수 식감을 가지는 것으

로 판단된다. SRN은 CON보다 탄력성이 낮았으며, 혼합 쌀

가루로 제조한 CSRN은 CON보다 경도, 부착성 및 씹힘성이 

낮았으나 탄력성이 유사한 조직감 특성을 나타내었다.

미세구조

즉석 쌀국수의 표면(A)과 단면(B)의 미세구조는 Fig.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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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Quantitative descriptive analysis (QDA) of instant rice noodles manufactured with different stored rice
Rice noodles1) Color Odor Taste Hardness Adhesiveness Cohesiveness Springiness Chewiness

CON
SRN

CSRN

5.75±1.73a2)

6.38±1.02a

5.63±1.71a

6.25±1.53a

4.63±1.86b

5.25±1.89ab

5.75±1.57a

4.38±1.86b

5.31±1.89ab

4.06±1.39a

4.56±1.15a

3.56±1.59a

5.50±1.32b

5.00±1.21b

6.81±1.47a

4.94±1.61a

4.88±1.26a

5.81±2.01a

6.25±1.48a

5.31±1.35a

3.94±1.88b

5.88±1.36a

5.06±1.34ab

4.19±1.56b

1)Samples are the same as Table 3.
2)Means with each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6. Sensory evaluation of instant rice noodles manufactured with different stored rice

Rice noodles1) Color Od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Hardness Springiness
CON
SRN

CSRN

 5.13±1.38a2)

4.53±1.28a

5.10±1.71a

5.13±1.41a

5.57±1.07a

5.60±1.50a

5.17±1.05a

5.20±1.32a

5.57±1.68a

5.50±1.25a

4.83±1.42a

5.47±1.98a

5.00±1.39a

4.03±1.50b

4.73±1.98ab

5.57±1.48a

4.77±1.52ab

4.67±1.90b

1)Samples are the same as Table 3.
2)Means with each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같다. CON의 표면 미세구조는 비교적 부드럽고 완만하게 

덩어리진 형태를 띠었다. CRF와 SRF를 혼합하여 제조한 

CSRN의 표면 미세구조는 CON과 유사한 형태를 띠지만, 

울퉁불퉁한 표면에 쌀가루 알갱이들이 잔류해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표면에 잔류된 알갱이들이 

조리 중 용출되어 조리손실률과 탁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리 특성에서 탁도 측정 결과와 같은 경향이었

다. CON의 단면은 SRN, CSRN보다 기공이 균일하게 분포

되어 있는 형태를 띠었으며, SRN은 CON보다 기공이 불균

일하게 흩어져 있고 단면이 거칠었다. 수확 후 저장한 쌀과 

일반미를 혼합하여 제조한 CSRN은 저장한 쌀만으로 제조

한 SRN보다 단면이 부드러우며 기공이 작아진 형태로 관찰

되어, 이러한 구조는 쌀국수의 조리 중 수분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으로부터 수확 후 저장한 쌀을 

이용하여 즉석 쌀국수를 제조할 때 저장하지 않은 일반미 

쌀가루의 첨가가 쌀국수 단면의 구조를 완만하게 하고 기공

의 균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관능 특성

조리한 즉석 쌀국수의 정량적 묘사분석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색은 모든 시료에서 유의차가 없어 수확 시기 원료

쌀에 따른 외관 색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냄새는 CON

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아 쌀 향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CSRN

의 냄새는 SRN보다 높아 수확 후 저장한 쌀만으로 제조한 

쌀국수와 비교하여 쌀 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맛은 CON이 5.75로 SRN보다 유의적으로 높아 쌀 맛이 높

게 인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CSRN은 SRN보다 쌀 맛이 

높게 평가되어 수확 후 저장한 쌀만으로 제조한 쌀국수보다 

일반미의 혼합으로 쌀 특유의 맛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조리한 국수의 조직감에서 경도는 쌀국수 시료 간에 유의적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부착성은 CSRN에서 유의적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CSRN의 부착성이 CON보다 낮은 

기계적 조직감 결과와는 반대되었다. 이는 CSRN의 경우 일

반미와 저장쌀의 혼합 제조로 인해 전분결합이 상승하여 쌀

국수의 조리 중 전분용출의 증가가 끈적끈적한 식감을 유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조리 특성에서 CSRN의 탁도가 

가장 높은 결과와 일치하였다. 탄력성은 CON이 6.25로 유

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씹힘성은 CON이 5.88로 유의적으

로 가장 높았다. 수확 후 저장한 쌀을 첨가한 즉석 쌀국수 

SRN과 CSRN의 씹힘성은 CON보다 낮아 면발의 탄력과 끈

기가 CON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Jang 등(38)은 국

수는 얇고 발이 가는 외형상 특징 때문에 기기적 시험이 용

이하지 않아 국수표면의 성질이나 씹는 과정 중에 느껴지는 

특성은 기계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따라

서 국수의 경우 기기적 시험과 관능적 측정 결과가 잘 일치

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기계적 조직감과 묘사분석이 상이한 것은 국수류 특유의 외

형상 특징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조리한 즉석 쌀국수의 기호도 평가는 Table 6과 같다. 

색과 냄새, 맛의 기호도는 쌀국수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다. 경도는 CON이 5.50으로 가장 높았으며, 모든 

시료 간에 유의차는 없어 경도에 따른 기호도의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탄력성은 CON이 5.00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SRN과 CSRN은 CON보다 탄력성이 낮게 나타났

다. 따라서 일반미 쌀가루만으로 제조한 쌀국수와 비교하여 

수확 후 저장한 쌀을 이용한 쌀국수에서 탄력성의 기호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계적 조직감 및 묘사

분석의 탄력성 측정 결과와 일치하였다. 전반적 기호도는 

CON이 5.57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고, SRN, CSRN 순으

로 전반적 기호도가 높았다. 국수는 삶는 동안 손실이 적어 

단단한 조직을 유지하고 삶은 후 끈적이거나 쉽게 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으며(39), 본 연구에서 경도, 

부착성, 탄력성 및 씹힘성과 같은 쌀국수의 조직감 특성이 

최종 전반적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수확 후 저장한 쌀을 첨가한 SRN과 저장쌀과 일반미를 혼합

하여 제조한 CSRN은 일반미 쌀가루만으로 제조한 C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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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색, 맛, 냄새는 유사하였으나, 전분용출의 증가로 

인한 탁도 증가, 탄력성 및 씹힘성 등 조직감의 감소로 전반

적 기호도가 비교적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수확 후 장기간 저장되는 저장쌀의 쌀국수 분야로의 이용을 

증대시키고 쌀국수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일반

미 쌀가루, 수확 후 저장한 쌀을 이용한 저장 쌀가루, 일반미

와 저장 쌀가루를 혼합한 혼합 쌀가루의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이들 쌀가루를 60% 첨가한 즉석 쌀국수를 제조하

였으며, 쌀국수의 조리품질과 관능적 품질 특성을 비교하였

다. 원료 쌀가루의 수분결합능력은 저장 쌀가루와 일반미 

혼합 쌀가루가 가장 높았으며, 호화점도에서 setback은 저

장 쌀가루와 저장 쌀가루 및 일반미 혼합 쌀가루가 유의적으

로 가장 높았다. 쌀국수의 조리 후 수분흡수율은 대조구로 

사용한 일반미 쌀국수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수확 

후 저장한 쌀을 이용한 쌀국수는 대조구보다 조리 후 부피가 

증가하였다. 일반미와 수확 후 저장한 쌀을 혼합하여 제조한 

쌀국수는 조리수의 탁도가 대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계

적 조직감에서 저장쌀만으로 제조한 쌀국수와 저장쌀 및 일

반미를 혼합하여 제조한 쌀국수는 대조구보다 경도, 부착성, 

탄력성 및 씹힘성이 낮은 조직감 특성을 나타내었다. 관능평

가에서 전반적 기호도는 일반미 쌀가루만으로 제조한 대조

구가 5.57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

로부터 수확 후 저장한 쌀을 이용한 쌀국수는 일반미 쌀가루

를 첨가함으로써 품질 개선을 기대하였으나 관능 특성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수확 후 저장한 쌀을 이용하여 

즉석 쌀국수를 제조할 때 조리품질 및 조직감 향상을 위하여 

일반미 쌀가루의 혼합량을 조절하는 것이 수확 후 저장쌀을 

이용한 쌀국수 제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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