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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coarse semolina (CS), medium semolina (MS) and fine semolina (FS) were 
investigated to research method applied in noodles processing of Korean wheat semolina. Large particle (>250 
μm) was over 75% in all semolinas, except for FS, and the particle distribution of MS and durum semolina 
(DS) was similar. Crude protein and crude ash were the highest in DS followed by CS>MS>FS. Crude lipid 
of DS was the lowest among samples and CS, MS and F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L value was high 
in semolina with small particle distribution and starch damage was the lowest in DS followed by FS>MS. 
Amylose content was high in DS (29.80%) and FS (29.08%) with small particle distribution. Water binding 
capacity was the highest in DS, and FS showed the highest water binding capacity among Korean wheat samples. 
Solubility and swelling power were noticeably high in FS with low starch damage and small particle distribution. 
I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FS and MS showed distribution of separated fine particles of flours. 
From these results,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emolina showed many differences by grinding methods. 
FS should be applied in noodles processing through additional examination about characteristic of noodle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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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육류, 과일, 유가공품의 섭취가 증

가하고 주식으로 밥 신 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류 등의 

편의식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의 공 량은 국

민 1인당 2000년 97.9 kg, 2005년 83.2 kg, 2007년 82.8 kg으

로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의 경우 1인당 공 량이 

1990년  이후 재까지 평균 약 33 kg으로 꾸 한 소비를 

보이고 있다(1). 국내 소비되는 의 부분이 수입에 의존

해 2007년 기  우리나라  자 률이 92.5%에 비해 의 

경우 터무니없이 부족한 0.2%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2). 따라서 최근 국내산 의 자 률을 높이기 한 정부의 

노력과 농민 련 단체를 심으로 “우리  살리기 운동”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우리  재배 면 이 2005년 2395 ha에서 

2010년에는 1만2000 ha로 5배 이상 증가하 으며, 한국농어

공사에서는 ‘식량 기’에 응하고 녹색성장산업차원에

서 유휴지를 활용하여,  재배면 을 늘려 2017년에는 자

률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다소비 식품 순 는 2007년 기  기타식품

( 가루)이 164만 톤이며, 다음으로 당류(백설탕) 114만 톤, 

음료류(탄산음료) 105만 톤으로 가루의 경우 제면용이 

부분이며 다음으로 제과제빵용, 가정용 소비를 포함한 요식

업소용, 주조용 등으로 소비되고 있다(3). 제면용의 경우 건

면, 생면, 숙면, 유탕면, 호화건면, 냉동면  스타류 등으로  

구분되며, 가루 제품에 한 소비자의 기호도가 차 높아

지고 각종 가루 가공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4). 그  스타는 가루, 달걀, 소  등의 기본재료를 

물로 반죽하여 만든 이탈리아의 요리로 다른 면류와는 달리 

단백질  루텐 함량이 높은 듀럼 (Triticum aestivum 

L.)을 거칠게 갈아 만든 세모리나(semolina)를 이용하여 제

조한 것으로 강력 보다 스타 생산성과 품질에 좋음이 조

리 후 여러 가지 특성평가의 결과로부터 알려져 있다(5,6).

듀럼 은 양질의 스타 제조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탈리

아, 랑스에서는 부분이 스타 제조에 이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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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 남아메리카 등에서는 듀럼  이외의 다른 

로도 스타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7). 듀럼 과 일반 인 

의 차이 은 입도분포, 단백질함량, 루텐 강도, 손상

분 등으로 인하여 제조된 스타의 조리손실률, 착성, 강

한 조직감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최근 우리 의 소

비확 를 한 기본 연구로서 국산 과 수입 의 국수 품질

에 한 연구(8), 우리  국수의 능 특성과 항산화성(9), 

수입 과 분 혼합비율을 달리한 우리  국수 품질(10) 등

의 제면성 연구와 우리 의 제과제빵 성에 한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11-13). 그러나 우리 의 분쇄과정을 통

해 얻어지는 semolina의 이화학  특성  제면특성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의 정선, 조질한 후 쇄 과

정  첫 번째 제분을 통해 얻어지는 세 가지 semolina와 

듀럼  semolina의 이화학  특성을 살펴 으로써 스타 

제조에 합한 우리  semolina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우리  semolina는 (주)CJ 양산공장으

로부터 Bǔhler mill(MDDM, Buhler Bros Inc., Uzwil, 

Swiss)에 의해 첫 번째 제분과정을 통해 얻은 coarse sem-

olina(CS), medium semolina(MS), fine semolina(FS)를 제

공받았으며, Durum semolina(Durum semolina, F Divella 

S.p.A., Bari, Italy)는 형유통마트로부터 구입하 다. 실험

에 사용한 모든 재료는  후 5oC 냉장고에 보 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우리  semolina의 이화학  특성

입도분포 측정:  입도분포는 50 mL 증류수에 semolina 

15% 분산액을 제조한 후 LS Particle Size Analyzer(LS230, 

Beckman Inc., Miami,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이

때 LS230 software를 이용하여 입도분포를 입도크기(μm)

에 따른 %함량으로 나타내었다.

일반성분 분석: Semolina의 수분은 시료 2 g을 수분측정

기(MB-45, OHAUS, Greifensee, Swiss)를 이용하여 측정

하 으며, 지방은 semi-soxhlet법, 단백질은 kjeldahl법, 회분

은 건식 회화법을 이용하여 AOAC 방법(14)에 하여 분석

하 다.

색도 측정: Semolina의 색도는 색도계(CM-3400d, Min-

olta, Osaka, Japan)를 이용하여 L*(명도), a*( 색도), b*(황

색도)값으로 표 하 으며 각 시료 당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된 표 색 으로 백색

(L=96.88, a=-0.16, b=-0.29)을 사용하 다.

손상 분 측정:  손상 분 측정은 AACC method 76-33 

(15)에 하 다. 증류수 120 mL에 KI와 H3BO3 3 g을 용해시

킨 후 SDmatic(CHOPIN, Villeneuve-la-Garenne, France) 

용기에 넣고, thiosulfate 한 방울을 떨어트린 다음 손상 분

을 측정하 다.

아 로오스 함량 측정: 아 로오스 함량은 Juliano의 방

법(16)으로 정량하 다. 즉 semolina 100 mg을 95% ethanol 

1 mL와 1 N NaOH 9 mL에 완 히 분산시키고 10분간 항온

수조에서 가열하여 식힌 후 100 mL로 희석시켰다. 이  5 

mL을 취해 1.0 N acetic acid 1 mL로 화시킨 후 요오드 

용액(0.2% I2＋2.0% KI) 2 mL를 넣어 발색시키고 100 mL로 

정용하여 20분 후 6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이때 

아 로오스 함량은 기  시료인 potato amylose의 표 곡선

으로 측정하 다.

물결합력:  Semolina의 물결합력은 Medcalf와 Gilles 방

법(17)을 이용하여 가루 1 g(건량기 )과 증류수 40 mL를 

혼합하여 1시간 동안 교반하고, 30분 동안 3000 rpm으로 원

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제거한 다음 침 된 가루의 무게를 

측정하 으며, 이에 처음 가루 무게를 뺀 후 다시 처음 가루 

무게로 나 어 100을 곱해 물결합력을 계산하 다.

용해도  팽윤력: Semolina의 용해도와 팽윤력은 Schoch

의 방법(18)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가루 0.5 g(건량기 )과 

증류수 15 mL를 혼합한 다음 90oC 항온수조에서 30분 동안 

교반하 다. 이를 즉시 냉각시키고 3000 rpm에서 20분 동안 

원심분리 한 다음 상등액을 105oC 열풍건조기에서 건조한 

고형물의 무게를 측정하 고, 팽윤력은 원심분리 후 침 된 

가루의 무게를 측정하여 다음 식을 이용하여 용해도와 팽윤

력을 계산하 다.

용해도(%)＝
상등액 건조한 고형물의 무게(g)×100

처음 가루 무게(g)

팽윤력(g/g)＝
원심분리 후 무게×100

처음 가루 무게(건량기 )×(100－%용해도)

미세구조 찰(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Semolina 입자의 형태 찰을 하여 시료를 액체질소에 냉

각시킨 후 알루미늄 표본 지지  에 얹고, JEOL 이온 도

기(JFC-1100, Hitachi,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약 150  

정도 도 한 후 주사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

croscopy, S-3500N, Hitachi)을 이용하여 가속 압 15 kV에

서 500배, 3000배의 배율로 입자 형태를 찰하 다.

통계처리

본 실험의 모든 결과는 SPSS를 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항목에 따라 백분율과 평균±표 편차(SD)를 

구하고, 각 군 간의 평균차이에 한 유의성 검정을 해 

one-way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후 각 구간의 유의

성 차이를 검증하기 해 p<0.05 수 에서 Duncan's mul-

tiple range test로 비교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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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unter color value of semolina 

Sample1)
Hunter color value

2)

L a b

DS
CS
MS
FS

66.51±0.12c3)
65.55±0.07d
67.74±0.35b
68.80±0.01a

-2.27±0.05c
-0.64±0.03a
-0.66±0.03a
-0.91±0.03b

19.89±0.06a
11.87±0.04b
11.86±0.01b
11.17±0.10c

1)See the Table 1.
2)L: lightness from 100 for perfect white to zero of black. a: 
+ redness, - greenness. b: + yellowness, - blueness.
3)Mean±SD (n＝6). 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each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Particle diameter (um)

0 500 1000 1500 2000

V
o
lu

m
e
 (

%
)

0

2

4

6

8

10

12

14

Particle diameter (μm)

Fig. 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semolina. ━: durum 
semolina, ……: coarse semolina,  : medium semolina, ‥: fine 
semolina.

결과  고찰

Semolina의 입도분포

Semolina의 입도분포 측정 결과는 Fig. 1과 같다. Durum 

semolina(DS)의 경우 250 μm 이상의 비교  큰 입자가 체

의 76.24%를 차지하며, 250～74 μm가 10.19%, 74 μm 이하가 

13.55%를 나타내었다. 한 제분과정  세 단계로 나 어 

분획된 CS, MS, FS의 경우 250 μm 이상의 큰 입자가 각각 

85.52%, 76.37%, 68.70% 순으로 나타나 FS를 제외하고 실험

에 사용한 semolina 모두에서 250 μm 이상이 75%를 웃도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250～74 μm의 경우 CS가 2.11%, MS가 

9.52%, FS가 12.73%를 나타내었다. 74 μm 이하의 비교  

작은 입자는 FS가 18.64%로 다른 세몰리나에 비해 작은 입

도의 분포를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분에 의한 가

루의 입도분포 차는 이를 이용한 2차 가공품의 제조 시 수분

을 흡수할 수 있는 표면 에 향을 주어 반죽의 물리  특

성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19). 우리나라에서 일반 으

로 사용하는 제면용 가루는 호주산 표  흰 (Australian 

standard white: ASW)로 95 μm 이하의 작은 입자가 90% 

이상을 차지한다(20). 그러나 듀럼 의 경우 단단한 경도를 

가지며, 다른 에 비해 단백질 함량  루텐 함량이 높아 

듀럼  semolina를 이용한 스타의 경우 생산성과 품질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본 실험 결과 MS의 경우 DS

와 가강 유사한 입도분포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성분

Table 1은 semolina의 일반성분을 측정한 결과이다. 수분

은 DS가 9.76%로 가장 낮게 나타나 원료 의 형태학  특

성으로 생각되며, 우리  semolina의 경우 CS, MS, FS가 

각각 13.82%, 13.78%, 13.74%로 유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 조단백질과 조회분은 DS에서 각각 14.59%와 0.72%로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고, 우리  semolina 경우 조단백질

Table 1. Proximate composition of semolina           (%)

Sample1)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lipid Crude ash

DS
CS
MS
FS

 9.76±0.08b2)
13.82±0.07a
13.78±0.03a
13.74±0.03a

14.59±0.06a
11.05±0.13b
10.87±0.10bc
10.75±0.02c

0.96±0.02c
1.17±0.05a
1.15±0.03a
1.17±0.02a

0.72±0.02a
0.37±0.03b
0.41±0.01bc
0.42±0.03c

1)
DS: durum semolina, CS: coarse semolina, MS: medium sem-
olina, FS: fine semolina.
2)
Mean±SD (n＝3). 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each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과 조회분 모두에서 CS, MS, FS 순으로 감소하 다. 조지방

의 경우 DS가 0.96%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CS, MS, FS에

서는 각각 1.17%, 1.15%, 1.17%로 유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Watson 등(22)은 milling 정도가 높을수록, Weaver 

등(23)은 귀리와 보리의 제분과정  압착과 분쇄 후 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반성분의 분리와 유실이 일어난

다고 하 다. 한 Kennedy 등(24)은 제분 횟수 증가에 따

라, Shuey와 Gilles(25)는 사용한 제분기에 따라서 단백질, 지

방, 회분  아 로오스 함량이 감소한다고 하 다. 따라서 

우리  가공  첫 번째 제분과정을 거쳐 semolina의 제조 

시 여러 단계의 sieve 과정을 거쳐 fine semolina를 얻게 되므

로 이 과정  일반성분의 유실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색도

Table 2는 semolina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로 L값은 FS에

서 68.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MS, DS, CS 

순(67.74, 66.51, 65.55)으로 작은 입도의 분포가 많을수록 낮

게 나타났다. 이는 Kum 등(26)과 Park 등(27)의 보고에서와 

같이 미세입도 분포율이 높은 가루일수록 백색도는 증가하

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a값은 CS와 MS에서 각각 -0.64, 

-0.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DS에서 -2.27로 낮게 나타났

다. b값은 DS가 19.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DS에서 b값이 

월등히 높았던 것은 듀럼  자체의 특유의 노란색의 성분 

때문으로 생각된다.

손상 분, 아 로오스 함량  물결합력

손상 분 함량은 DS가 1.07%로 가장 낮게 나타내었으며, 

우리  semolina의 경우 FS 1.74% 제외하고 CS와 M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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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amaged starch, amylose content and water binding capacity of semolina (%)

Sample
1)

DS CS MS FS

Damaged starch 
Amylose 
Water binding capacity 

 1.07±0.09d2)
29.80±0.24a
72.82±3.04a

21.24±0.17a
26.45±0.13d
58.93±1.75b

 5.98±0.11b
28.65±0.16c
59.14±1.21b

 1.74±0.13c
29.08±0.40b
61.51±1.40b

1)See the Table 1.
2)Mean±SD (n＝6). 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each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4. Solubility and swelling power of semolina

Sample1)

DS CS MS FS

Solubility (%)
Swelling power (g/g)

 5.35±0.12a2)
11.00±0.15b

5.45±0.10b
8.93±0.80c

 5.74±0.16b
10.32±0.25b

10.98±0.96b
12.55±0.16a

1)See the Table 1.
2)Mean±SD (n＝6). 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each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각각 21.24%, 5.98%로 높게 나타났다(Table 3). 손상 분의 

경우 의 구조 인 형태, 낮은 tempering 수분함량, 분쇄압

력, 제분기의 형태  속도 등에 따라서 좌우되며(28), 손상 

분에 의한 높은 수분흡수력과 α-amylase에 한 민감성

은 반죽물성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29,30). Dodd(31)는 

손상을 받은 분은 손상을 받지 않은 것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 가루 반죽의 경우에는 물흡

수력, 이산화탄소가스 발생력, 반죽의 물성, 색깔  조직감 

등에 향을 받게 된다고 하 다. 본 실험결과 CS에서 비교

 높은 손상 분 함량을 나타내 반죽과정  수분흡수율의 

증가와 반죽의 호화과정  계면의 불안정성을 래하여 최

종 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겉보기 아 로오스 함량의 경우 비교  작은 입도의 분포

를 많이 가지는 DS와 FS에서 각각 29.80%와 29.08%를 나타

내었으며, 큰 입도분포를 많이 가지는 CS에서 가장 낮은 아

로오스 함량을 나타내었다. 일반 인 겉보기 아 로오스 

함량 증가는 제분과정을 통해 미세입자 분포를 나타내 sem-

olina 내부의 분입자로부터 많이 빠져나와 알칼리에 의해 

쉽게 호화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Baek과 

Shin(32)  Lee 등(33)의 습식제분 가루의 이화학  특성

에서 수침을 통한 제분 시 미세입자를 많이 가지며, 수침하지  

않은 보다 아 로오스 함량이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물결합력은 분입자의 표면에 흡착되거나 내부로 침투

되는 물의 양을 측정한 것으로 DS에서 72.82%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FS(61.51%), MS(59.14%), CS(58.93%) 순으로 

감소하 다(Table 3). 일반 인 물결합력은 곡류 가공 시 수

침시간의 증가, 입도가 작을수록, 분의 손상도가 높을수

록, 수침과정에서 분표면과 내부에 결합된 지방의 유실이 

클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Chiang과 Yeh(35)

는 곡류가공에서 손상 분 함량이 높을수록 물결합력은 증

가하여 양의 상 계를 나타내며, 제분 시 시료의 수분함량

과는 음의 상 계를 나타낸다고 하 다. 본 실험에서 손상

분 함량이 높은 CS에서 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비교  물결합력이 낮게 나타났고, 입도 크기가 작은 DS와 

FS에서 물결합력이 증가하 다. 이는 미세입도의 증가로 결

정구조가 괴되어 비결정구조로 되어 물 분자와 단

면 이 커져 분의 수산기와 물분자간에 수소결합이 쉽게 

형성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용해도  팽윤력

용해도  팽윤력은 90oC에서 측정하여 그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FS에서 용해도와 팽윤력이 각각 10.98%, 

12.55 g/g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비교  큰 입자

의 분포를 많이 가지는 CS에서 용해도와 팽윤력이 각각 

5.45%와 8.93 g/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용해도와 팽윤력의 

변화는 입도분포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Wong과 

Lelievere(36)는  분이 가루에 비해 팽윤  용해도가 

큰 것은 가루에 함유되어있는 분외의 다른 성분 즉,  

분의 팽윤을 억제하는 단백질, 지방, 세포벽 물질 들이 제

거되었기 때문이라고 하 다. 한, Leach 등(37)은 온도에 

따른 팽윤양상은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팽윤력이 크고 비슷

한 입도크기에서는 입자내의 결정성이 클수록 팽윤이 낮다

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하 다.

미세구조 찰

3000배의 배율로 semolina의 미세구조를 찰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가장 작은 입도분포를 가지는 FS의 경우 가루 

표면에서 분입자의 형태 로 여져 나간 자국을 찰할 

수 있고, FS와 MS의 경우 가루로부터 깨끗하고 뚜렷한 작은 

분입자가 열되지 않고 분 입자형태를 유지하면서 가

루 표면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분립들을 찰할 수 있었

다. 한 손상 분의 함량이 비교  높고, 큰 입도분포를 많

이 가지는 CS의 경우 분립 사이의 섬유질과 같은 단백질

체들이 잔존하고 있는 것을 찰할 수 있으며, 떨어져 나온 

분립들 한 거칠고 날카로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risaka 등(38)은 의 제분 시 건식제분에 비해 습식제분에

서 작은 입도분포를 가지며, 건식제분 한 turbo mill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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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anning electron micro photographs of semolina (×3000).  DS: durum semolina, CS: coarse semolina, MS: medium 
semolina, FS: fine semolina.

분입자들이 뭉쳐져 보이고 습식제분에서는 분입자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여 본 실험의 결과를 

뒷받침하여 다.

요   약

우리  semolina의 면류가공 산업 장에 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분과정  발생하는 coarse semolina 

(CS), medium semolina(MS), fine semolina(FS)의 이화학

 특성을 비교 분석하 다. 실험에 사용한 semolina 모두가 

FS를 제외하고는 250 μm 이상의 큰 입자가 약 75% 이상을 

차지하 고, MS의 경우 durum semolina(DS)와 가장 유사

한 입도분포를 나타내었다. 조단백, 조회분은 DS가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고, 우리  semolina는 CS, MS, FS 순으로 

감소하 다. 조지방은 DS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CS, MS, 

FS는 유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L값은 작은 입도분포

를 많이 가질수록 높게 나타났고, 손상 분은 DS와 FS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CS에서 가장 높은 손상 분을 나타내었

다. 아 로오스 함량 한 비교  작은 입도분포를 가지는 

DS와 FS에서 각각 29.80%과 29.08%로 높게 나타났으며, 

물결합력은 DS가 가장 높았고, 우리  semolina의 경우 FS

에서 높게 나타났다. 용해도와 팽윤력에서도 낮은 손상 분

과 작은 입도분포를 가지는 FS에서 높게 나타났다. 미세구

조 찰시 FS와 MS에서 가루로부터 깨끗하고 뚜렷한 작은 

분입자가 열되지 않고 분 입자형태를 유지하면서 가

루 표면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분립들을 찰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제분에 의한 semolina의 이화학  

특성변화가 많이 일어남을 알 수 있으며, 부가 인 제면특성 

검사를 통해 FS의 면류가공 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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