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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P(Cyclo His-Pro) 함유 대두가수분해물을 이용한 코팅 쌀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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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ethod for coating rice with a novel substance, SHC [soybean hydrolysate with Cyclo Histidine-Proline
(CHP)], was developed to produce functional rice for food production. The dip coating and spray coating method
was tested to reduce the loss of functionality during the manufacturing of enriched rice. The dip coating method
showed a very low absorption rate (0.079 min-1) of the functional substance compared to control (0.150 min-1),
while the spray-coating method with protective coating materials [a methyl cellulose solution (l%, w/v) contain-
ing 5% (w/v) of the SHC] showed relatively adequate absorption characteristics. A light yellowish stain was
observed in the rice samples processed by the spray-coating method (b value; surface1 0.69, flour 4.91) compared
to raw rice (b value; surface 9.67, flour 4.86). The microscopic appearance of whole kernels and longitudinal
sections revealed that cracks formed in all rice samples, regardless of the coating method. In conclusion, spray
coating is a potential method for producing SHC-fortified rice with excellent physic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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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경제적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질병 치료보다 예방의학 차원의 건강식품에 대

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새로운 식

품 소재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1). 이에 따라 소비

자들은 가계비 중 쌀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다소

비싸더라도 영양이 높고 맛있는 쌀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증

가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쌀의 강화방법이 개발되었는데, 전통적인

쌀 강화의 방법으로는 조리 시 영양소의 혼합 및 parboiled

rice, converted rice, premix rice, coating rice, artificial rice

등이 잘 알려져 있다(2). 이 중 액상 혹은 분말상의 약제 또는

이들의 성형물로 적당히 물질을 피복하는 코팅(coating)은

세척 및 조리 중 첨가된 영양소의 손실을 방지하는데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정 미량 영양소를 갖는 강화쌀 및

다른 전립 곡류를 위한 실제적 응용기술고서도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3-6). 한편 그 동안의 개발된 코팅

쌀에 있어서는 코팅과정 중에 수용액의 코팅제 및 영양소,

색소 등을 사용하는 제조과정 중에 수분이 쌀 내부로 침투되

어 곡립 중 균열이 가거나 쌀의 성상이 거칠어지기도 하였

다. 또한 코팅 물질을 건조하는 건조과정 중에 가열되는 온

도에 의해 쌀의 표면이 손상되어 거칠어지거나 여러 방향으

로 균열이 생겨 분리되어 싸라기를 만드는 등과 같은 형상을

초래하였다. 그로 인하여 취반미의 맛과 섭취상의 조직감은

대부분이 좋지 못하였다. 따라서 쌀에 특정기능성을 부여하

거나 기호성 개선 또는 영양 강화를 목적으로 가공을 진행할

시 원래의 쌀 성상을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많은 연구에 의해 cyclo histidine-proline(Cyclo His-

Pro, CHP)은 제2형 당뇨환자의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인슐

린 기능 개선 소재로서의 가능성이 보고되어 왔다(7,8). CHP

는 장내 그리고 세포내로의 Zn transport mechanism을 조절

함으로써 glucose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9-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쌀의 기능성 소재화 및 새로운 용도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쌀의 기능성 강화 소재로서 CHP 함

유된 대두가수분해물(soybean hydrolysate CHP, SHC)을

이용하여 이들을 쌀에 methylcellulose 폴리머 코팅하는 방

법에 의해 신규 기능성 쌀을 개발하는 동시에 쌀이 본래 가

지고 있는 쌀 성상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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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쌀은 2011년산의 해남쌀(한눈에 반한

쌀, 해남, 전라남도)로 시중에서 구입하여 냉장보관(4
o
C) 하

면서 사용하였다. 한편, 코팅 재료로는 셀룰로오스 유도체인

methylcellulose(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를 사용하였다(6).

CHP 함유 대두가수분해물의 수화 및 흡수 측정

CHP 함유 대두가수분해물의 정미 속으로의 최대 흡수

조건을 조사하기 위해 수용액 중 CHP 함유 대두가수분해물

의 농도(1, 3, 5, 10%, w/v) 및 담금시간(20, 40, 60, 80, 120,

180분)을 달리하여 Kim과 Suh(12)의 방법에 따라 쌀 약 5

g을 수용액 40 mL에 넣어 상온에서 일정시간(∼180분) 동안

흡수시킨 다음 여과지로 표면수를 제거하고 무게 증가량을

측정하였다. 무게의 증가량으로부터 시료 1 g(건량 기준)당

수분함량을 계산하여 수화속도를 구하였다.

수화속도는 다음의 Becker(13)의 확산 방정식을 이용하

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m－mo＝ko √t [1]

여기서 mo는 시료의 초기 수분함량(g of water /g of dry

matter), m은 일정시간 침지시킨 후의 수분함량(g of water

/g of dry matter)이다.

쌀 입자의 코팅

CHP 함유 대두가수분해물의 코팅은 methylcellulose(1%,

w/v)를 이용하고, 원료 쌀을 고분자-CHP 함유 대두가수분

해물(5%, w/v) 용액으로 코팅하여 실시하였다. 쌀 30 g당

6 mL의 용액을 매회 증가시키면서 첨가하였으며, 이때 코팅

쌀은 유리봉으로 저어 용액에 균일하게 분배되도록 하고 덩

어리를 부숴주었다. 이를 열풍으로 10∼15분간 건조하여 코

팅 쌀로 하였다.

CHP 함유 대두가수분해물 코팅 쌀의 수화 및 흡수 측정

코팅 쌀의 온도에 따른 흡수 조건을 조사하기 위해 코팅

쌀에 반응온도(30∼50
o
C) 및 담금시간(20, 40, 60, 80, 120,

180분)을 달리하여 Kim과 Suh(12)의 방법에 따라 코팅 쌀

약 5 g을 40 mL의 증류수에 넣어 일정온도에서 일정시간(∼

180분) 동안 흡수시킨 다음 여과지로 표면수를 제거하고 무

게 증가량을 측정하였다. 무게의 증가량으로부터 시료 1 g

(건량 기준)당 수분함량을 계산하여 수화속도를 구하였다.

수화속도는 다음의 Becker(13)의 확산 방정식([1] 방정식

참조)을 이용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쌀 입자의 형태 분석

쌀알의 형태는 Supereyes microscope camera 및 PC에

연결한 image analysis system(Supereyes B003+, Shenz-

hen Tak and assistive Technology Co., ShenZhen, China)

으로 분석하였으며, 면적, 길이, 직경 동 각종 형태변수를 구

하였고, fractal 차원 D는 면적 및 길이 둘레 값으로부터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14). 즉 logSn과 logXn을 도시하

여 얻어지는 직선의 기울기(2/D)로부터 D값을 구하였다.

Sn
1/2 α Xn

1/D [2]

여기서 Sn은 면적(mm2), Xn은 둘레(mm), D는 fractal 차원

(－)이다.

한편 쌀의 표면적과 부피는 쌀 입자를 타원체로 가정하고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하였다(15).

S＝2πb2＋2π(ab/e) sin-1 e [3]

V＝(4/3)πab2 [4]

여기서 a는 시료의 장반경(cm), b는 시료의 단반경(cm), e는

-b2이다.

쌀 입자의 표면분석

코팅 쌀의 표면 구조의 변화를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s, SEM, JSM-6701E, JEOL, Tokyo,

Japan)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건조시료를 ion coater에서

금으로 진공증착(100 Å)시킨 다음, 전압 10 kV로 쌀의 종실

표면, 종실의 종단표면을 각각 250배, 1,000배로 확대 촬영하

였다.

색도 측정

코팅 쌀의 표면 및 쌀가루의 색도는 hunter scale L(명도,

lightness), a(적색도, redness), b(황색도, yellowness) color

system을 가지고 있는 색채 색차계(Minolta CR-300, Min-

olta Camera Co., Tokyo, Japan)를 사용하였는데, 색도의 색

좌표 값은 L=97.06, a=0.06, b=1.84인 표준 백색판 위에 놓고

측정하였다. 측정값을 통해 ΔE(total color difference; 총 색

차)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ΔE＝√(Lsample－Lstandard)
2＋(asample－astandard)

2＋(bsample－bstandard)
2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SPSS 12.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모든 측정 항목에 대한 평균

(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산출하였다.

실험군 간의 유의성은 ANOVA test 후 구체적인 사후 검증

은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실시하

였다. 원료 쌀과 코팅 쌀 간의 유의성은 독립표본 t-test를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성으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CHP 함유 대두가수분해물의 수화 및 흡수 코팅

원료 쌀을 시료로 CHP 함유 대두가수분해물의 흡수실험

을 실시하여 흡수 코팅(dip coating)의 가능성을 조사하였으

며, 그 결과는 Fig. 1과 같다. CHP 함유 대두가수분해물은

전형적인 hyperbolic한 수화양상을 보였고, 수화정도(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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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ydration patterns of rices under the solution con-
taining different concentration of CHP enriched soy hydro-
lysate (SHC). Each point are mean±SD (three replicates).

Table 1. Absorption rates of rices under the solution contain-
ing different concentration of CHP enriched soy hydrolysate
(SHC)

Concentration Hydration rate constant (k, min-1)

Control (0%)

SHC (1%)

SHC (3%)

SHC (5%)

SHC (10%)

0.150±0.041a
0.089±0.006b
0.087±0.011b
0.079±0.035b
0.047±0.001c

Each values are mean±SD (three replicates). Different letters
at each measurement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p<0.05).

Fig. 2. Grain morphologies of raw (A, B) and coated rices
(C, D).

Table 2. Color value of raw and coated rices

　
Surface Flour

Raw rice Coated rice Raw rice Coated rice

L1)

a2)

b3)

ΔE4)

72.52±2.445)
-0.90±0.08
9.67±0.82
25.77±2.52

77.96±0.90*
-0.79±0.04*
10.69±0.56
21.06±0.87*

91.76±0.52
-0.43±0.05
4.86±0.47
6.13±0.36

91.43±0.54
-0.59±0.07*
4.91±0.33
6.45±0.41

1)Degree of whiteness (white +100 ↔ 0 black).
2)
Degree of redness (red +100 ↔ -80 green).
3)Degree of yellowness (yellow +70 ↔ -80 blue).
4)ΔE (total color difference)=
√(Lsample－Lstandard)

2＋(asample－astandard)
2＋(bsample－bstandard)

2

5)
Each values are mean±SD (three replicates).
*Means with symbol a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raw rice
by independent t-test at p<0.05.

속도)는 1∼10% 농도 범위에서 무첨가구와 비교하여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Fig. 1로부터 흡수속도를 구한 결

과,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료 쌀을 증류수에 넣은

것의 흡수속도는 0.150 min-1의 수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Kim 등(16)과 Her 등(1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결

과에 따르면 흡수속도의 농도 의존성이 나타났는데 CHP 함

유 대두가수분해물의 농도 증가에 따라 흡수저해를 나타내

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흡수 코팅만으로는 CHP 함유

대두가수분해물의 흡수가 어렵고 따라서 효능 및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세척이나 조리 중의 손실도

예측되므로 이하에서는 methylcellulose 폴리머 분무코팅

(spray coating)을 검토하였다.

코팅 쌀의 외형적 특성

CHP 함유 대두가수분해물의 흡수 극대화 및 세척이나

조리 중 흡수 성분의 유리 및 손실 방지를 위해 methyl-

cellulose 폴리머 분무코팅을 시도하고 코팅 쌀을 제조하였

으며, 이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원료 쌀 및 CHP 함유 대두가수분해물 코팅 쌀 입자의

형태를 살펴본 결과는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원료 쌀의

경우 윤기가 나며 색깔은 투명하고 옅은 담황색을 나타내었

다. 반면에 코팅 쌀은 CHP 함유 대두가수분해물의 코팅에

의하여 불투명하며 유백색을 띄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원

료 쌀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균열(cracking) 현상이 나타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코팅 쌀의 표면과 쌀가루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먼저 코팅 쌀의 표면의 색도 측정 결과를 보면,

밝은 정도를 나타내는 L값에서 원료 쌀과 코팅 쌀의 값은

각각 72.52와 77.96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

0.05).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에서도 원료 쌀에서 -0.90이었

음에 비해 코팅 쌀에서는 -0.79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높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p<0.05). 반면에 황색도를 나

타내는 b값은 원료 쌀과 코팅 쌀에서 각각 9.67과 10.69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총 색차(total color difference, ΔE)에서는 원료 쌀에 비하여

코팅 쌀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p<

0.05). 코팅 쌀가루의 색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L값은 원료

쌀가루과 코팅 쌀가루에서 각각 91.76과 91.43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값에서는 원료 쌀가루에서 -0.43

이었음에 비해 코팅 쌀가루에서는 -0.59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아졌다(p<0.05). 반면에 b값은 원료 쌀가루과 코팅

쌀가루에서 각각 4.86과 4.91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ΔE에서도 원료 쌀가루에 비하여 코팅 쌀가루에서

약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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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ometric characteristics of raw and coated rices

　 Raw rice Coated rice

Major axis length (mm), 2a
Minor axis length (mm), 2b
a/b
Surface area (mm

2
), S

Volume (mm
3
), V

S/V

5.37±0.111)
2.94±0.17
1.83±0.10
42.71±0.57
23.12±1.60
1.78±0.01

6.02±0.29*
3.31±0.01*
1.82±0.09
55.21±0.57*
35.23±0.41*
1.57±0.00*

1)Each values are mean±SD (three replicates).
*
Means with symbol a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raw rice
by independent t-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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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ractal dimensions of (A) raw and (B) coated 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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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Hydration patterns and (B) relationship between water absorption and square root of absorption time of raw and
coated rices. Each point are mean±SD (three replicates). *Means with symbol a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raw rice by independent
t-test at p<0.05.

또 길이, 폭 등 형태적 특성을 Supereyes microscope

camera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원료 쌀의 길이와

폭은 각각 5.37 및 2.94 mm이었으나 코팅 쌀은 각각 6.02

및 3.31 mm로 원료 쌀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

다. 원료 쌀 및 코팅 쌀의 길이와 두께 비(a/b)는 1.83과 1.82

로 백미에 대해 보고된 값과 비슷하였다(16). Kim 등(16)은

일반적으로 백미의 길이와 두께 비율은 1.62∼1.91(평균

1.73) 범위라고 하였다. 원료 쌀의 넓이는 42.71 mm
2
로 나타

났으며, 코팅 쌀의 경우에는 55.21 mm2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원료 쌀의 부피는

23.12 mm
3
로 일반적인 백미 17.4 mm

3
의 보고된 값보다는

다소 높았으며, 코팅 쌀은 35.23 mm3로 원료 쌀보다 유의적

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부피에 대한 면적의 비(S/V)

는 원료 쌀 및 코팅 쌀에서 각각 1.78과 1.57로 나타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원료 쌀에서의 S/V 수치는

Her 등(17)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Fig. 3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부정형 형태의 정량화

지표 차원으로 사용되는 fractal dimension을 계산한 결과,

원료 쌀 및 코팅 쌀 시료의 값은 각각 1.03과 1.23으로 코팅

쌀에서 약간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해석기하학의 일종인

fractal은 자연계의 무질서한 혼돈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사

용되며(18) 자연현상이나 형태의 복잡성을 규명하는데 적용

되었는데, 곰팡이 균사의 경우 1.20 정도의 낮은 fractal 차원

은 균사의 형태가 단순하고 가지의 수가 적은 길쭉한 형태의

균사를 의미한다(19). 따라서 각 시료들의 낮은 fractal di-

mension은 그 형태가 단순한 타원형임을 나타내며, 특히 시

료들 간의 차이가 없어 코팅에 의해 형태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코팅 쌀의 수화 양상 및 수화 속도

상온에서의 원료 쌀과 코팅 쌀의 수화 양상을 조사한 결과

는 Fig. 4와 같다. Fig. 4(A)의 결과를 보면, 원료 쌀의 경우

침지 시간의 증가에 따라 수화의 폭이 커지는 hyperbolic한

수화 양상을 보였으나, 코팅 쌀의 경우에서는 침지시간 5분

(data not shown)에서부터 saturation 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 코팅 쌀은 원료 쌀보다 다소 높은 수분흡수를 보여 m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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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temperature [(A) 30
o
C, (B) 40

o
C, (C) 50

o
C]

on hydration patterns of raw and coated rices. Each point are
mean±SD (three replicates). *Means with symbol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with raw rice by Independent t-test at p<0.05.

Fig. 6.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Whole kernel images of
(A) raw and (B) coated rices, longitudinal section images of (C)
raw and (D) coated rices.

ylcellulose 폴리머 코팅에 의한 수화 양상의 변화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쌀을 물에 침지한 경우 내부로의 수분이동이 Becker

(13)의 확산 법칙에 따른다면 쌀의 수분증가는 m＝mo＝ko

에서와 같이 침지 시간의 평방근에 비례하게 된다. 이를 알

아보기 위해 침지 시간의 평방근에 대한 각 시료의 수분 흡

수량을 조사하였다. Fig. 4(B)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원

료 쌀의 경우 침지 시간이 짧은 범위에서의 흡수량과 침지시

간의 평방근은 직선관계를 보여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직선의 기울기로보터 초기 흡수 단계에서의 수화속

도상수 ko를 구하였으며, 원료 쌀의 ko는 0.15 min
-1/2

을 나타

내었다. 반면에 코팅 쌀의 경우 흡수량과 침지시간의 평방근

은 직선관계를 보였으나 매우 낮은 수화속도를 보였다. 아울

러 두 시료 모두에서 침지 시간 0일 때의 초기 수분 증가가

이론 값 0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였다. Song 등(20)도 이러

한 현상을 보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수분 증가와 침지

시간의 평방근의 관계로부터 절편 값이 0이 아닌 결과를 나

타내는 현상은 다른 곡류에서도 알려져 있다. 이것은 외부층

이 다공 조직을 이루고 있어 초기에 모세관 흡수로 쉽게 포

화되는 것에 기인한다(13,21). 따라서 침지 시간 0에서의 절

편 값은 과피를 포화시키는데 필요한 수분함량의 척도로서

초기 수분 흡수가 빨리 일어나는 사실을 의미한다. 하지만

코팅 쌀은 침지 시간 0에서의 절편 값은 이론 값 0에서보다

매우 높은 값을 나타냄으로써 코팅에 의하여 쌀 외층의 다공

성이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서로 다른 온도 (30∼50°C) 범위에서 코팅 쌀의 수화

양상을 조사한 결과는 Fig. 5과 같다. 원료 쌀의 경우 수화온

도의 증가에 따라 수화의 증가폭이 커져서 일반적 경향과 잘

일치하였다. 코팅 쌀은 원료 쌀과는 다르게 매우 빠른 시간

내에 saturation 되는 수분 흡수양상을 보였으며, 침지 온도

50oC에서는 수화의 폭이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코팅 쌀의 표면 및 내부구조 관찰

CHP 함유 대두가수분해물을 코팅한 쌀의 표면과 종단면

을 전자현미경으로 각각 250배, 1,000배로 확대하였을 때의

모습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원료 쌀의 종실 표면에서는 균

열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종단면으로 절단하여 표면을

확대한 결과 종실표면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미세한 균열 현

상이 관찰되었다. Kim 등(22)도 이러한 결과를 보고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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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원료 쌀의 이러한 균열 현상은 벼의 건조과정과 도

정 시에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코팅 쌀의 종실

표면은 코팅과정에 의한 균열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관찰되

었으며, CHP 함유 대두가수분해물의 methylcellulose 폴리

머 분무코팅이 비교적 고르게 된 것으로 관찰이 되었다. 코

팅 쌀을 종단면으로 절단하여 표면을 확대한 결과에서도 균

열 현상이 선명히 관찰되었다. 이는 코팅과정 중의 마찰과

건조과정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코팅과정 중의 코팅 쌀의 전분입자가 호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코팅 쌀을 종단면으로 절단

하여 그 내부구조를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관찰하였다. 원료

쌀의 종단면의 경우 다각형 형태의 전분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전분 입자의 표면은 매우 매끄러우며 각 면이

들어간 형태를 보였다. 쌀의 전분은 일반적으로 배유세포

안에 복합 전분립으로 존재하며, 크기가 2∼9 μm의 범위에

있고 모양은 다각형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23). 코팅 쌀은

작은 입자들이 서로 뭉쳐서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분입자들의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본 실험의 결과로

보아 종단면의 뚜렷한 형태상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코팅과정에서의 코팅 쌀의 전분입자 배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쌀의 기능성 소재화 및 새로운 용도 개발 연구의 일환으

로, 제2형 당뇨환자의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인슐린 기능

개선 소재로 알려져 있는 cyclo histidine-proline(CHP) 함유

대두가수분해물(SHC)을 쌀에 함유시켜 신규 기능성 쌀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흡수 및 분무 코팅에 의해

쌀의 가공 중 첨가 기능성 성분인 CHP 함유된 대두가수분해

물의 소실을 억제하는 기능성 성분 강화 코팅 쌀의 제조공정

을 검토하였다. 흡수 코팅법은 CHP 함유 대두가수분해물의

농도 증가에 따라 흡수저해가 일어나 흡수율이 낮게 나타나

므로 적합하지 못하였다. 반면 methylcellulose 폴리머를 사

용한 분무 코팅에 의하여 제조된 코팅 쌀은 다소의 균열 발

생 및 미황색화가 관찰되었으나 외관 형태의 큰 변화는 관찰

되지 않았다. 특히, 수화양상 및 수화속도가 원료 쌀에 비하

여 높게 나타났으며, 코팅과정 중의 건조에 의한 호화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5%(w/v)의 CHP 함유 대두가수분

해물을 함유한 1%(w/v) methylcellulose 폴리머를 보호제

로 사용하여 분무 코팅한 후 건조하여 CHP 함유 대두가수분

해물을 기능성 성분으로 하는 기능성 코팅 쌀을 제조하는

공정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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