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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건조 쌀죽의 재수화 특성에 미치는 동결온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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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Freezing Temperature on the Rehydration Properties
of Freeze-Dried Rice Por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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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study the effect of freezing rate on the quality of freeze-dried rice porridge, freeze-dried rice porridge
products were prepared with rice porridge pre-frozen at three different temperatures of −20, −40, and −70oC. The porridge
properties such as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ies, textural properties, and rehydration rate were determine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images indicated that fewer air cells were obtained with a larger size of freeze-dried rice
porridge frozen at −20oC compared with that frozen at −40 and −70oC. In contrast, quick frozen products at −70oC had
more dense texture with higher mechanical strength, whereas slow frozen products exhibited higher rehydration rates than
those of quick frozen products. In conclusion, the proper choice of pre-freezing temperature plays a decisive role when
preparing freeze-dried rice porridge with optimum quality and convenience.

Keywords: Freeze-dried rice porridge, freezing temperature, freezing rate, rehydration rate, mechanical properties

서 론

최근 식품산업분야에서는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생

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식품가공업이 변화되고 있으며

소비자 기호성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가공식품이 등장하고 있다

(1). 이에 따라 단순한 기호식품이나 영양을 중시한 식품에서 건

강성, 기능성 및 간편성을 추구하는 제품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선한 천연 무공해 식품인 자연식품, 유기식품, 건강증

진식품, 미용식품, 저칼로리 식품의 수요가 늘고 있다. 또한 핵가

족화와 노령화사회가 진행되면서 특정계층을 위한 식품 즉, 노인

/청년/유아/여성용 식품, 우주식품, 레저용 식품, 비상식품 등의 개

발도 시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 관점에서 고급화, 다양화,

저장성과 수송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품제조기술의 발전과 함

께 진공포장식품, 레토르트식품, 무균포장식품 등이 개발되었으

며 식품고유의 품질을 유지하는 냉동식품과 진공동결건조식품 시

장이 확대되고 있다(2).

우리의 전통 음식인 죽은 쌀, 보리, 조 등의 곡류에 다량의 물

을 붓고 오래 끓여서 형태가 부서지고, 전분이 완전히 호화상태

가 될 때까지 무르게 만든 유동상태의 식품이다. 죽은 먹기가 간

편하고, 소화가 잘되기 때문에 별미식, 환자식, 노인식이나 아침

대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죽은 기호도는 높으나

이용이 낮은데 그 이유는 조리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료준비가

번거롭기 때문이다(3,4). 최근에는 깨, 잣 등의 종실류와 호박 등

채소류 및 전복, 인삼, 녹차를 이용한 기능성을 강조한 분말제품

과 액상 죽 형태로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5). 그러나 이들 제

품은 분말을 물에 넣고 다시 끓이거나, 유동상태로 전자레인지로

재가열을 해야 먹을 수 있는 레토르트 식품이 대부분이다.

동결건조식품은 식사 준비기간을 줄이기 위해 재료를 썰기, 깍

둑썰기 또는 액화시킨 후 조리 또는 가공한 후 동결건조를 통하

여 수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가볍고 실온에서도 오랜 저장이 가

능하다. 진공포장 동결건조공정은 모든 정유와 풍미를 가지고 신

선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다공성의 조직을 갖기 때문에 물에 쉽

게 재수화되어 원래의 색깔, 맛, 모양 및 조직감 등을 갖도록 복

원이 가능하다(6). 그러나 조리된 죽의 예비동결온도에 따라 빙

결정의 크기와 수가 변하며 이에 따라 동결건조 후에 제품의 조

직과 다공성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동결건조죽의 복

원속도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수화복원속도는

간편성을 추구하는 동결건조죽 제품의 가장 중요한 품질 요소 중

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결온도에 따른 동결건조 죽의 수화복

원율과 이에 따른 동결건조 죽의 물성을 측정하여 동결건조죽 제

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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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한 쌀(멥쌀)은 전남 무안에 소재하는 지역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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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쌀죽의 제조

쌀 100 g을 수세한 후 5배의 물을 첨가하여 105oC, 1 atm에서

호화시킨 후 약 30분간 뜸을 들인 후 실온에서 냉각하여 죽 시

료로 사용하였다.

흰쌀죽의 동결 중 내부온도변화

쌀죽 100 g을 plastic tray(60×70×30 mm)에 담은 후, HOBO®

U12 4-external channel outdoor/Industrial data logger(Onset

Computer Corporation, Bourne, MA, USA)를 이용하여 내부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Stainless steel probe를 용기의 온도 중심점 위

치에 고정시키고 수분증발과 표면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

기의 주위를 밀봉하였다. 그 후 쌀죽을 −20, −40, −70oC의 냉동

고에 넣어 동결시키면서 시료의 온도변화를 매 10초 마다 24시

간 동안 측정하여 동결곡선을 구하였다. 이때 동결속도는 시료

의 온도가 최대 빙결정 형성 구간(본 실험의 경우 −1- −5oC)

을 통과하는 시간으로 결정하였다.

동결건조

흰쌀죽을 −20, −40, −70oC의 냉동고에 넣어 24시간 동안 시료

를 동결한 후 진공 동결 건조기(Samwon, Seoul, Korea)를 이용하

여 건조하였다. 냉동건조기 chamber 내의 진공도는 0.1-4 torr, trap

의 온도는 −50oC였다. 건조가 끝난 시료는 적당량의 실리카 겔

과 함께 이중의 폴리에틸렌 백을 사용하여 밀봉하여 보관하였다.

동결건조 쌀죽의 미세구조 관찰

동결온도 조건에 따른 동결건조한 쌀죽의 미세구조를 관찰하

기 위하여 납/백금 코팅한 후 전자주사현미경(FE-SEM, Hitachi S-

4800, Hitachi Ltd., Tokyo, Japan)을 사용하여 1.0 kV에서 200배율

로 관찰하였다.

동결건조 쌀죽의 물성 및 재수화 동결건조 쌀죽의 조직감 측정

동결온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Block 형(크기: 55×64×28 mm)의

동결건조 쌀죽의 물성(강도, 경도 및 항복응력)과 50oC의 물에서

60분간 수화복원시킨 동결건조 쌀죽의 조직특성(응집성, 탄력성

및 씹힘성)을 Rheometer(Compac-100, Sun Scientific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10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는 SPSS WIN 18.0 program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하고 one way ANOVA-test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Rheometer

의 측정조건은 sample height는 23.0 mm, sample width는 42.0

mm, sample depth는 23.0 mm, critical diameter는 0.01 cm, load

cell은 10.0 kg, table speed 60.0 mm/min로 하였다.

수화복원율

동결 온도 조건에 따라 동결된 흰죽을 동결건조하여 블록형태

의 죽을 제조하였다. 동결건조 죽의 수화복원율은 죽의 취식에

적절한 온도인 50oC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블록형의 동결

건조죽을 50oC, 100 mL 물에 침지하여 일정시간 재수화시킨 후

200 mesh 망을 이용하여 수분 제거 후 흡습한 죽의 무게를 측정

하여 결정하였다. 즉, 일정시간 재수화 시킨 후의 시료 무게에서

건조 후 무게를 뺀 값을 g당 흡수량으로 환산하여 다음 식에 따

라 백분율로 나타냈다.

복원율(%)=
 (복원 후 시료무게−복원 전 시료 무게) 

×100
                    복원 전 시료 무게

결과 및 고찰

동결 온도에 따른 흰쌀죽의 내부온도변화

동결은 식품으로부터 열을 제거하여 식품 내의 수분을 액체상

태에서 고체상태로 상변화를 일으키는 단위조작으로 동결속도에

따라 빙결정의 크기, 조직특성 및 식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흰쌀죽을 동결하는데 있어서 동결온도에 따라 흰쌀죽의 동

결속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흰쌀죽을 −20, −40, −70oC에서 동결하

면서 각 시료의 중심부의 온도변화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1

에 나타내었다. 동결온도에 따라 흰쌀죽의 동결속도는 크게 영향

을 받았는데, 동결온도가 낮을수록 동결속도가 증가하였다. 시료

의 온도가 최초 빙결점에 도달한 후 최대 빙결정 형성 구간(−1-

−5oC)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동결온도가 −20oC인 경우는

11시간, −40oC인 경우는 72분, −70oC인 경우는 10분이었다. 일

반적으로 식품의 동결과정 중 최대 빙결정 형성 구간을 30분 이

내에 통과할 경우를 급속동결이라 하며, 그 이상은 완만동결이라

고 하는데, 흰쌀죽의 동결은 −70oC에서 동결한 경우 급속동결이

라 할 수 있고, −20oC와 −40oC의 경우는 완만동결 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oC에서 동결한 경우, 식품의 동결곡선의 특징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동결이 시작된 후 5.5시간 후에 과

Fig. 1. Temperature change of rice porridge during freezing
frozen at different temperatures.

Fig. 2. Appearance of freeze dried rice porridge frozen at
different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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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점에 도달하면서 얼음의 결정화가 시작되었으며, 이 때 발생

하는 열에 의해 온도가 상승하여 0oC보다 약간 낮은 최초빙결점

에 도달 한 후 동결이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면서

동결시작 17시간 후에 품온이 −20oC에 도달하였다.

동결건조 흰쌀죽의 미세구조

동결 온도에 따라 동결건조 흰쌀죽의 외관은 Fig. 2에 보인 바

와 같이 완만동결인 −20oC에서 동결하여 제조한 동결건조죽의

외관이 부드럽고 균일한 데에 비해 동결온도가 낮은 −40oC와

−70oC의 경우는 외관이 거칠고 쌀알의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났

으며, 이러한 경향은 동결온도가 낮아질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

났다.

동결건조 쌀죽의 미세구조를 전자주사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는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결건조 쌀죽의 입자의 크기와

공극률은 동결온도조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동결온도가 낮

을수록 공극의 크기가 작고 치밀한 조직을 갖는데, 이는 동결속

도가 커질수록 빙결정의 크기가 작아지고 빙결정의 수가 증가하

기 때문인데, 급속동결의 경우(−70oC) 빙결정의 크기는 비교적 적

은 291-333 µm 수준이었으며, 동결속도가 느린 −20oC에서는 빙

결정의 크기가 1333-2000 µm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품 내부의 얼

음 형성을 위한 동결의 상태는 건조 특성, 건조물의 품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급속동결을 하면 빙결정 형성대를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보다 작은 크기의 수많은 얼음입자가 생성되는

데 비해 완만동결의 경우는 크고 소수의 얼음입자를 생성한다(7).

따라서 −20oC에서 동결하여 동결건조한 쌀죽의 빙결정이 커지

고, 동결 건조 시 커진 빙결정들이 승화되어 입자와 입자사이의

공극이 크게 나타났다.

동결건조 쌀죽 및 수화복원된 동결건조 쌀죽의 물성

동결온도에 따른 동결건조 쌀죽 block의 물성을 레오메터를 사

용하여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동결건조 쌀죽의 강도와

경도 및 항복응력은 −20oC에서 동결한 제품이 가장 낮았으며, 동

결온도가 낮아질수록, 즉 동결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이

는 SEM을 통한 미세구조의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결속

도가 빨라질수록 공극의 크기가 작아지고 조직이 치밀해지기 때

문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쌀죽을 −20oC에서 동결하여 만든 동

결건조 block 제품의 보관, 유통 중에 충격에 의해 부서지는 현

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스충진에 의한 완충포장과 같은 적절

한 포장방법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결건조 쌀죽을 50oC의 물에 60분 동안 복원한 후에 레오메

터를 사용하여 각 제품의 조직감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

았다. −20oC에 동결하여 제조한 죽은 탄력성, 응집성, 씹힘성이

−40, −70oC에서 동결하여 제조한 죽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20oC에 동결하여 제조한 죽이 −40, −70oC에서 동결하여

제조한 죽보다 높은 복원력을 나타냄에 따라 죽의 탄력성, 응집

성, 씹힘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흰쌀죽의 수화복원력

−20, −40, −70oC의 온도에 각각 동결한 후 동결건조한 흰쌀죽

을 50oC의 물에 침지 후 일정 시간 꺼내어 표면의 물기만을 제

거한 후 무게 증가량을 측정하여 결정한 수화복원력은 Fig. 4의

결과와 같았다. 50oC의 온도에서 3분 동안 수화시킨 후 흰쌀죽

의 복원력은 동결온도에 따라 −20oC는 636%, −40oC는 324%,

−70oC는 208%로 나타났으며, 15분 동안 수화시킨 후에는 −20,

−40, −70oC에서 동결한 동결건조 흰쌀죽의 복원력은 각각 887,

714, 387%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흰쌀죽의 수화복원력은

−20oC로 동결하는 것이 −40oC나 −70oC에서 동결한 것 보다 복

원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시간 수화시켰을 때에는

−20oC가 −40oC보다 수화속도는 느리지만 최종 복원력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동결건조식품들은 동결과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freeze-dried rice porridge

block frozen at different temperatures

Freezing
temp.

Mechanical properties

Strength
(gf/cm2)

Hardness
(gf/cm2)

Yield
(gf/cm2)

-20oC 9492.0±3003.4bc1) 38706.7±11782.6c 1870.0±892.9b

-40oC 9610.1±1581.1b 55826.3±10374.2b 1168.9±1003.4c

-70oC 11772.4±1208.3a 61816.1±13845.3a 1942.0±1344.9a

1)Each value is the mean of ten replicates with the standard deviation.
Any two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Table 2. Textural properties of rehydrated freeze-dried rice

porridge frozen at different temperatures

Freezing
temp.

Textural properties

Springiness
(%)

Cohesiveness 
(%)

Chewiness
(gf)

-20oC 117.3±13.7a1) 115.3±15.2a 120.4±53.5a

-40oC 090.1±3.6b 076.7±11.1b 107.4±58.8ab

-70oC 073.4±12.7c 065.5±24.4bc 070.7±55.6bc

1)Each value is the mean of ten replicates with the standard deviation.
Any two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s of rice porridge frozen at different temperatures (magnification: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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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중 동결온도에 따른 동결속도 및 빙결정의 형성, 건조과정에

서의 수분이 승화되어 생긴 공극의 구조에 의해 복원하는 정도

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8). Yoo 등(9)은 아가리쿠스의 건조과

정 중 고온 건조시 공극의 크기가 매우 커지면서 자연 건조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안에 빠른 수화복원력을 나타내었지만 지속적

으로 복원시켰을 때는 자연 건조하는 것이 더 좋은 복원력을 나

타내었다. 또한 Kim 등(10)은 즉석쌀밥의 경우 90oC의 열풍온도

에서 건조한 것이 −50oC에서 급속 동결시킨 후 동결건조한 밥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복원율을 나타내었다. Song 등(11)의 결

과에서는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열풍건조한 라면은 작

은 공극으로 이루어진 반면 동결건조한 라면은 수많은 큰 공극

을 가지고 있어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복원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결론적으로 흰쌀죽은 동결온도가 낮을수록 빙결정 생성속도

가 빠르고 빙결정이 작아져, 동결건조 후 흰쌀죽의 내부의 공극

의 크기가 작아졌다. 이로 인해 식품 내부의 공극이 작아지면서

물이 식품 내로 침투 및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져 −40, −70oC에

서 동결하여 제조한 동결건조 쌀죽의 수화복원력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빠른 수화복원력을 위해서는 동결속도

가 낮은 온도(−20oC)에서 동결한 후 동결건조를 행하는 것이 바

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동결건조 쌀죽의 품질특성에 미치는 동결속도의 영향을 조사

하기 위하여 쌀죽을 −20, −40, −70oC의 동결 온도에서 동결시킨

후 동결건조시킨 제품을 제조하여 이들 제품의 미세구조, 물리적

강도, 조직감 및 재수화율을 조사하였다. 전자주사현미경을 통한

이들 제품의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과 완만동결(−20oC)시킨 것이

급속동결(−70oC)에 비해 공극의 크기가 크고 그 수가 적었다. 반

면에 급속동결시킨 제품은 보다 조직이 치밀하고 물리적인 강도

가 유의적(p<0.05)으로 큰 값을 나타냈다. 수화복원율은 −20oC에

서 동결시킨 제품이 −40, −70oC에서 동결시킨 제품보다 높았다.

따라서 품질이 우수하고 사용이 간편한 동결건조 쌀죽을 제조하

기 위해서는 최적의 동결 온도의 선택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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