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Food Sci Nutr 한국식품 양과학회지

43(8), 1270～1277(2014)  http://dx.doi.org/10.3746/jkfn.2014.43.8.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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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instant rice noodles manufactured with broken rice 
flour as an application of rice-processed products. We examined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common rice 
flour (CRF), broken rice flour (BRF), and CRF mixed with BRF (CBRF). Futhermore, instant rice noodles were manu-
factured with these three types of rice flour, and their quality and sensory characteristics were also investigated. Damaged 
starch content and water-binding capacity of rice flour were highest in BRF. Particle size of rice flou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three types. RVA pasting viscosities of BRF and CBRF were higher than that of CRF. Volume 
after cooking of instant rice noodles increased in rice noodles made with broken rice flour (BRN). Turbidity and 
cooking loss of BRN were higher than those of common rice noodles (CON). For texture properties, CON displayed 
the highest hardness, adhesiveness, and chewiness. In the sensory evaluation, springiness and overall acceptability 
values of CO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other rice noodle types (BRN and CBRN). In conclusion, 
BRN showed increased cooking loss and turbidity with reduced texture and overall acceptability valu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dded amount of CRF may significantly increase the overall quality of instant rice noodles 
prepared with B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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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쌀(rice, Oryza sativa L.)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곡물이며(1),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주식으로 사용되어 온 중요한 식량자원이다. 식생활

이 다양해지고 식품소비방식이 간편해지면서 밥을 주식으

로 섭취하던 예전과 달리 밥 대신 빵이나 면 등 대체식품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어 밥쌀용 쌀 소비는 감소하고 있다(2). 

반면에 의무수입물량의 증가, 대북지원의 중단 등으로 쌀의 

재고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 현재 국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2년 87.0 kg에서 2012년 69.8 kg으로 최

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4), 이에 따라 쌀 

소비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쌀의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쌀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부서지거나 손상된 쌀

알인 쇄미의 생산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립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쇄미 자체 또는 분말로 사용되고 있지만, 

미량만이 식품 소재로 이용되고 있어 이들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쌀 가공제품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5). 쌀 가공제품 

중에서 쌀을 이용한 면류는 국수, 라면 등에 밀가루 대체 

소재로 쌀가루를 일부 첨가하는 수준으로 출발하여 최근에

는 쌀생면 및 인디카 품종을 활용한 베트남 쌀국수 등 다양

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6,7). 이 중에서 즉석면은 생면을 

건조시키거나 주정을 처리하여 장기 보존할 수 있도록 한 

면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한 끼 식사대용으로 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8). 지

금까지 쌀을 이용한 국수의 연구에서 쌀국수를 제조하기 위

해 일부 밀가루를 첨가하거나(9), 분리대두단백(10), 홍삼

(11), 연잎(12) 등의 기능성 물질을 쌀가루와 혼합하였으며 

국내산 일반미 또는 특수미(13)를 사용하였다. 또한 주원료

인 쌀가루의 물리적 성질을 변형시키기 위해 전처리(14,15)

를 하거나 첨가제(16)를 이용한 쌀국수 제조를 통해 쌀의 

가공적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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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제조 조건, 배합비, 공정개선 등(17-19)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쌀 부산물이나 품질에 따른 쌀국수의 가공적성

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쌀 가공 부산물

인 파쇄미에 대한 연구는 탁주 제조(20)와 쇄미 쌀가루의 

품질에 관한 연구(21), 기타 곡물 파쇄립을 이용한 제품 개

발(22)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미 쌀가루와 활용도가 낮은 파쇄미 쌀

가루 및 일반미와 파쇄미 쌀가루 복합분의 이화학적 특성과 

이들 쌀가루를 이용해 즉석 쌀국수를 제조하여 품질과 관능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파쇄미 쌀가루의 이용 가능성을 증대

시키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실험에 사용된 주재료인 쌀은 2012년산 일반미 쌀가루

(DaesunFM Co. Ltd., Hampyeong, Korea)와 2012년산 

파쇄미 쌀가루(DaesunFM Co. Ltd.)를 사용하였다. 쌀국수 

제조에 필요한 부재료로 타피오카 전분(Matsutani chem-

ical industry Co. Ltd., Hyogo, Japan), 초산타피오카 변성

전분(Matsutani chemical industry Co. Ltd.), 옥수수전분

(Ingredion Incorporated, Bridgewater, NJ, USA), 정제염

(Hanju Co., Ulsan, Korea), 탄산수소나트륨(SDBNI Co. 

Ltd., Hwaseong, Korea)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쌀국수 제조

즉석 쌀국수는 시험 생산용 쌀국수 제조 장치(Hwanhi 

Co., Gwangju, Korea)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실험에 사

용한 반죽은 쌀가루 60%, 타피오카 전분 16%, 옥수수 전분 

17.8%, 초산타피오카 변성전분 4%, 탄산수소나트륨 1.2% 

및 소금 1%로 배합하여, 원재료 35%(w/w)의 물을 첨가하

면서 10분간 반죽하였다. 각각의 반죽은 압출 성형기를 통

하여 증숙과 동시에 면대를 형성하였고, 압출성형은 스크루 

회전 속도를 700∼750 rpm, 증숙온도를 80∼85°C로 설정

하여 실시하였다. 토출부에는 1.2 mm 규격의 원형 토출구

멍을 장착하여 면대를 성형하였으며, 각각의 원재료 투입 

후의 일정량의 면은 실험 시료에서 제외시켜 이전 원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압출 성형된 면은 송풍냉각을 

통하여 냉각시키고 면의 무게가 130 g이 되도록 일정량 절

단하였다. 즉석 국수로 처리하기 위하여 24시간 동안 실온

에서 자연건조 및 숙성을 한 후 75% 주정에 2회 침지하고 

폴리에틸렌 백에 밀봉하여 4°C에 저장하면서 실험에 사용

하였다. 이때 쌀가루는 일반미 쌀가루(CRF), 파쇄미 쌀가루

(BRF) 및 일반미 쌀가루와 파쇄미 쌀가루를 50%(w/w)의 

비율로 혼합한 쌀가루(CBRF)를 이용하였다.

쌀가루의 특성 분석

쌀가루의 수분함량은 수분측정기(MB45 moisture ana-

lyzer, Ohaus Co., Zurich, Switzerland)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아밀로오스 함량은 Choi 등(23)의 방법으로 6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수분결합능력(water bind-

ing capacity, WBC)은 Lee와 Shin(24)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입도는 쌀가루를 증류수에 분산시켜 particle 

size analyzer(CILAS 1190, CILAS, Orleans, Franc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손상전분은 손상전분측정기(SD Matic, 

Chopin Technologies, Villeneuve-la-Garenne, France)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요오드 흡수율(Absorp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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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표시하였다. 색도는 색차계(CR-400, Konica Minolta, 

Osaka, Japan)를 사용하여 직경 3 cm, 높이 1 cm의 용기에 

담아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 값으로 나타내었다. 쌀

가루의 호화점도 특성은 신속점도계(RVA Super-4, New-

port Scientific, Sydney, Australi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으며, 최종 현탁액의 수분함량이 14%가 되도록 시료에 따라 

양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처음 1분 동안 50°C까지 가열한 

다음 95°C까지 상승시키고 95°C에서 2.5분 동안 유지한 

후 50°C까지 냉각하여 2분 동안 유지하면서 점도를 측정하

였다. RVA viscogram으로부터 호화개시온도(pasting tem-

perature: PT), 최고점도(pasting viscosity: PV), 최저점

도(hot paste viscosity: HPV), 최종점도(final viscosity: 

FV), breakdown(BD, PV-HPV), setback(SB, FV-HPV)

을 측정하여 Rapid Visco Unit(RVU)으로 나타내었다.

쌀국수의 조리특성

즉석 쌀국수의 조리특성은 Yang과 Kim(2)의 방법을 변

형하여 측정하였다. 즉석 쌀국수 20 g을 300 mL 끓는 물에 

넣어 3분간 복원 후 흐르는 물로 30초간 헹구고 3분간 탈수

한 다음 조리 후 중량을 측정하였다. 조리한 즉석 쌀국수의 

부피는 200 mL mess-cylinder에 100 mL의 증류수를 채

운 후 탈수한 즉석 쌀국수를 담가 증가하는 물의 부피로 측

정하였다. 조리한 즉석 쌀국수의 수분흡수율은 조리 전 국수 

중량에 대한 조리 전후의 국수 중량 차의 백분율로 나타내었

다(25). 조리손실률은 즉석 쌀국수를 삶은 국수물을 비커에 

담아 105°C 건조오븐에서 건조시켜 증가한 무게를 용출 고

형분으로 정의하고 쌀국수의 중량에 대한 용출 고형분의 백

분율로부터 구하였다(2). 조리수의 탁도는 쌀국수를 익혀낸 

물을 실온에서 냉각한 후 Spectrophotometer(V-650, 

Jas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6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2).

기계적 조직감

즉석 쌀국수의 조직감은 Texture Analyzer(TA-XT-2, 

Stable Micro Systems, Surrey, UK)를 사용하여 Texture 

Profile Analysis(TPA) test를 실시하였다. 조리한 국수는 

네 가닥을 평행하게 배열시켜 2 cm로 자른 후 랩으로 감싸 

수분증발을 방지하면서 15분 이내에 측정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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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different type of rice flour
          Rice flour1) CRF BRF CB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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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7±0.46a2)

 22.12±1.44a

183.67±6.03a

 20.89±0.15a

 91.82±0.53b

  3.47±0.31b 

 14.12±0.38a

 23.83±0.19a

214.67±7.23a

 19.03±0.49c

 92.81±0.05a

  4.05±0.03a 

 13.57±0.31a

 21.76±3.43a

152.00±25.24b

 20.26±0.13b

 91.88±0.44b 
  3.50±0.26b

Color value
L
a
b

 93.18±0.02a

 -0.08±0.01a

  2.98±0.01c

 92.41±0.06c

 -0.25±0.02c

  3.91±0.04a

 92.65±0.00b

 -0.20±0.01b

  3.58±0.01b

1)CRF: common rice flour 100%, harvested in 2012, BRF: broken rice flour 100%, harvested in 2012, CBRF: common rice flour
50%+broken rice flour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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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A는 국수가닥을 plate에 올려놓고 직경 25 mm의 plung-

er를 사용하여 압착실험 하였으며, 측정 조건은 pre-test 

speed 2.0 mm/sec, test speed 0.5 mm/sec, post-test 

speed 0.5 mm/sec, strain 75%로 하였다. 측정은 10회 반

복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미세구조

즉석 쌀국수의 미세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S2380, Hi-

tachi, Tokyo, Japan)을 사용하여 검경하였다. 각각의 쌀국

수는 -70°C에서 동결하여 동결건조기(Freeze Dryer, Ilsin 

lab Co., Seoul, Korea)에서 48시간 동안 건조한 것을 gold- 

palladium으로 ion sputter(C1010 Hitachi)를 이용하여 도

금한 후 가속전압 20 kV에서 표면과 절단면의 미세구조를 

각각 500배, 1,000배의 배율로 관찰하였다.

관능평가

즉석 쌀국수의 관능평가는 정량적 묘사분석과 기호도 평

가로 분류하여 실시하였다. 묘사분석은 평가방법을 인지하

도록 세부항목에 대한 용어설명을 충분히 훈련시킨 단국대

학교 식품영양학과 학부생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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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성(adhesiveness), 응집성(cohesiveness), 탄력성

(springiness), 씹힘성(chewiness) 등을 9점 척도를 사용하

여 특성 강도가 가장 낮은 것을 1점으로 하고 특성 강도가 

가장 강한 것을 9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 즉석 쌀국수 

시료는 조리특성의 조리방법과 동일하게 조리하였으며, 조

리한 국수는 일정량씩 흰색 컵에 물에 잠기도록 담아 시료로 

제공하였다. 1회에 1개 시료를 차례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2회 반복 실시하였다. 

즉석 쌀국수의 기호도 평가는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생 20명과 한국식품연구원 20대 직장인 1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으며, 전반적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색, 냄새, 맛, 경도, 탄력성에 관하여 9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점이 ‘매우 싫다’에서 9점은 ‘매우 좋다’로 표시하도록 하였

다. 각 즉석 쌀국수 시료는 조리특성의 조리방법과 동일하게 

조리하였으며 조리한 국수는 일정량씩 흰색 컵에 육수에 잠

기도록 담아 시료로 제공하였다.

통계처리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PSS 17.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ANOVA 분산분석을 실시했으며, 각 

측정 평균값의 유의성(P<0.05)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쌀가루의 특성

쌀국수 제조를 위해 사용된 쌀가루의 이화학적 특성을 분

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쌀가루의 수분함량은 13.57∼

14.12%이었으며 모든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아밀로오스 함량은 21.76~23.83%로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빵, 국수 제조에 쌀가루의 아밀로오

스 함량이 22% 이상이어야 한다고 보고한 Han 등(26)의 

연구와 일치하여 쌀국수를 제조하는 가공용으로 사용하기

에 적합한 아밀로오스 함량이었다. 수분결합능력은 시료와 

수분과의 친화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쌀가루에 함유된 전분

의 비결정형 부분으로 침투되거나 표면에 흡착되는 수분의 

양과 비례한다(27). 쌀가루 시료 중 BRF의 수분결합능력이 

가장 높았으며 BRF와 CRF를 혼합한 CBRF의 수분결합능

력은 CRF, BRF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쌀가루의 수분결합

능력이 크면 쌀가루 입자 내에 물을 많이 흡수하여 가열과정

에서 열전달을 도와줄 수 있으며 이는 반죽형성이나 가공 

및 조리특성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28). 따라

서 파쇄미 쌀가루는 쌀국수 제조를 위한 반죽형성이나 쌀국

수의 조리 중 품질이 일반미 쌀가루만으로 제조한 쌀국수와 

비교하여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쌀가루의 평균 

입도는 19.03∼20.89 μm이었으며, CRF가 20.89 μm로 유

의적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모든 원료 쌀가루의 평균 입도

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paste 특성과 

gel consistency 등 쌀가루의 이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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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VA pasting properties of different type of rice flour

Rice flour1) PT (°C)2) Viscosity (RVU) 
PV HPV FV Breakdown Setback

CRF
BRF

CBRF

86.82±0.46c3)

89.08±0.36a

87.93±0.25b

142.14±2.73a

112.50±2.17c

126.28±2.77b

106.61±2.27a

 78.94±2.50c

 90.89±2.12b

197.17±2.65a

174.86±4.06c

186.08±1.99b

35.53±0.63a

33.56±1.42a

35.39±0.97a

90.56±0.47b

95.92±1.83a

95.19±0.13a

1)CRF: common rice flour 100%, harvested in 2012, BRF: broken rice flour 100%, harvested in 2012, CBRF: common rice flour 
50%+broken rice flour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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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로써 최종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29). Lee와 Shin(30)은 습식제분한 쌀가루의 입

자크기가 작을수록 물결합력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입자크기가 작은 BRF의 수분결합능력이 가장 높아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쌀가루 중의 손상된 전분입자는 

손상되지 않은 전분입자보다 요오드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전분 현탁액의 요오드 흡수율은 손상전분입자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31). 요오드 흡수율은 BRF가 92.81%로 유의적으

로 가장 높았으며 CBRF는 BRF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손

상전분 함량은 BRF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CRF의 손

상전분 함량은 BRF보다 낮았다. BRF와 CRF를 혼합한 혼합 

쌀가루 CBRF는 BRF의 손상전분 함량보다 낮아 CRF의 혼

합으로 인해 손상전분 함량이 감소하였다. 전분의 손상 정도

는 전분 구조, 수분함량, 제분기 형태 및 속도 등에 의해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5), BRF는 쌀의 가공 과정

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원인에 의해 전분의 손상 

정도가 큰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Chiang과 Yeh(32)는 전분

의 손상 정도와 수분흡수력이 양의 상관관계(R2=0.93)가 있

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손상전분 함량이 높은 쌀가루는 수분

흡수가 커서 반죽형성 및 쌀국수의 조리품질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여겨진다.

쌀가루의 색도

쌀가루의 색도 측정 결과(Table 1), 명도(L)는 CRF가 유

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BRF의 L값은 유의적으로 가장 낮

았다. 이는 BRF는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므로 도정 부산물 

등이 혼입되어 L값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CBRF는 

BRF보다 L값이 높아 BRF와 CRF의 혼합으로 L값이 증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BRF가 유의적

으로 가장 높았으며 CRF가 가장 낮았다. CBRF의 b값은 

BRF보다 낮아 CRF의 혼합으로 b값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

다. 

RVA 호화 점도특성

RVA로 측정한 쌀가루의 호화점도 변화는 Table 2와 같

다. 호화개시온도(PT)는 BRF가 89.08°C로 유의적으로 가

장 높았으며 CRF가 86.82°C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다. 

CBRF의 PT는 BRF보다 낮아 BRF와 CRF의 혼합으로 PT

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T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

하면 전분입자는 부풀기 시작하며 점도가 상승하기 시작한

다고 알려져 있다(33). 이로부터 BRF는 다른 쌀가루에 비하

여 PT가 상승하여 호화가 지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CRF는 같은 온도에서 호화되기 쉬울 것으로 사료된다. 

최고점도(PV)는 BRF가 CRF보다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이

는 호화된 불완전미(파쇄미) 쌀가루가 완전미 쌀가루의 점

도에 비해 낮았다고 보고한 Kwak 등(34)의 연구와 유사하

였다. 또한 Kim(35)은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팽윤이 일찍 일

어나 빠른 점도변화로 인해 최고점도가 감소한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BRF의 입자크기가 쌀가루 시료 중 가장 

작아 최고점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생각된다. BRF, CBRF

의 최저점도(HPV), 최종점도(FV)는 CRF보다 낮으나 노화 

정도를 반영하는 setback(SB)은 높은 특성을 보여 CRF보

다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SB가 감소하

면 전분의 노화가 지연되어 조리면이 굳어지는 현상을 경감

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25), 이에 따라 BRF 및 

BRF와 CRF를 1:1 비율로 혼합한 CBRF를 이용한 쌀국수는 

CRF로 제조한 쌀국수와 비교하여 조리면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됨을 예측할 수 있다. 

쌀국수의 조리특성

즉석 쌀국수의 조리 후 중량, 수분흡수율, 부피, 조리손실

률, 조리수의 탁도는 Table 3과 같다. 조리손실률과 조리 후 

중량 및 부피증가는 국수의 조리품질을 나타내는 주요 인자

이다(2). 조리 후 중량은 파쇄미 쌀가루로 제조한 BRN이 

29.54 g으로 가장 높았으나 일반미 쌀가루로 제조한 CON

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일반미와 파쇄미 혼합 

쌀가루로 제조한 CBRN은 조리 후 수분흡수로 인한 중량 

증가가 CON, BRN보다 낮아 면의 조직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석 쌀국수의 조리 후 수분흡수율은 제품

의 복원력에 영향을 미치는데(12), 수분흡수가 적으면 국수

의 조직감이 단단하고 거칠어지며 수분흡수가 지나칠 경우

에는 부드럽고 끈적끈적한 식감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

(36). 수분흡수율은 CON과 BRN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고 

CBRN이 낮아 CON과 BRN보다 조리 중 수분흡수가 느렸

다. 이는 혼합 쌀가루 CBRF의 수분흡수능력이 CRF나 BRF

보다 낮아 쌀국수의 조리 중 수분흡수 정도가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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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oking qualities of instant rice noodles manufactured with broken rice flour

Rice noodles1) Weight of cooked 
noodle (g) Water absorption (%) Cooking loss (%) Volume (mL) Turbidity

CON
BRN

CBRN

29.48±0.28a2)

29.54±0.26a

26.44±0.10b

43.54±2.28a

45.19±0.94a

29.38±0.93b

5.75±0.13b

5.68±0.09b

6.16±0.18a

26.33±1.15b

31.00±1.73a

23.67±1.15b

2.26±0.04b

2.02±0.02c

2.38±0.03a

1)CON: rice noodles with common rice flour, BRN: rice noodles with broken rice flour, CBRN: rice noodles with mixed (common
rice flour+broken rice flour) rice fl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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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Texture of cooked instant rice noodles manufactured with broken rice flour
Rice noodles1) Hardness (g) Adhesiveness Springiness Cohesiveness Chewiness

CON
BRN

CBRN

 3,817.57±634.88a2)

3,042.37±372.62b

3,052.27±641.45b

-500.63±244.08b

-158.37±115.01a

-252.64±165.56a

0.90±0.03a

0.88±0.03a

0.88±0.02a

0.65±0.05a

0.65±0.04a

0.57±0.04b

2,061.95±430.32a

1,733.54±181.43b

1,489.39±302.38b

1)CON: rice noodles with common rice flour, BRN: rice noodles with broken rice flour, CBRN: rice noodles with mixed (common
rice flour+broken rice flour) rice fl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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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된다. 조리 후 부피는 BRN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아 손

상전분 함량의 특성에 따라 수분흡수 정도가 큰 것으로 사료

된다. 조리손실률은 CBRN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아 조리 

시 조리수로의 전분용출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높은 

조리손실률은 조리수의 높은 탁도와 국수의 끈적끈적한 식

감을 유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되었으며(36), 이

러한 쌀국수의 조리 중 품질지표는 CBRN의 조리 후 국수의 

조직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리수의 탁도는 

국수를 조리하는 동안 고형분이 손실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37) CBRN의 탁도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고 CON, 

BRN 순으로 높았다. BRN은 완전립인 일반미 쌀가루로 제

조한 CON 쌀국수와 달리 불완전한 파쇄미 쌀가루로 제조하

여 전분 등의 용출이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CBRN의 

경우 CRF와 BRF의 혼합 제조로 인해 전분결합이 상승하여 

조리 중 국수 겉표면에 호화된 전분의 용해 정도가 커서(38) 

용출되는 전분의 양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CBRN

의 조리 중 용출 고형분의 증가는 CON과 비교하여 조리 

후 중량과 부피변화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일반미 쌀가루로 제조한 쌀국수와 비교하여 파쇄미 

쌀가루만으로 국수를 제조할 경우 조리 후 부피변화가 증가

하였으며, 일반미와 파쇄미 쌀가루를 혼합하여 쌀국수를 제

조할 경우 조리손실률과 탁도 등의 조리품질이 저하되므로 

일반미 쌀가루의 첨가량을 조절하여 쌀국수를 제조하는 것

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기계적 조직감

즉석 쌀국수의 기계적 조직감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조리한 국수의 조직감은 국수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

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14). 경도는 CON이 유

의적으로 가장 높아 파쇄미 쌀가루를 이용한 쌀국수보다 국

수 표면의 단단함이 높았으며 BRN과 CBRN의 경도는 유의

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는 CBRN의 조리 중 수분흡수가 

CON, BRN보다 낮아 경도가 비교적 높을 것이라는 추측과 

반대되었다. 부착성은 CON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파쇄미 쌀가루만으로 제조한 BRN과 파쇄미 쌀가루와 일반

미 쌀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한 CBRN은 CON보다 유의적으

로 부착성이 낮았다. 탄력성은 모든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

이가 없어 일반미 쌀가루와 파쇄미 쌀가루를 이용한 쌀국수

가 유사한 탄력성을 나타내었다. 씹힘성은 CON이 유의적으

로 높아 상대적으로 끈기가 있는 조직감을 갖는 것으로 여겨

졌으며, 파쇄미 쌀가루를 이용한 BRN과 CBRN은 CON보다 

씹힘성이 낮았다. 이상으로부터 일반미 쌀가루만으로 제조

한 CON은 경도, 부착성, 탄력성 및 씹힘성이 유의적으로 

높아 떡과 같이 단단하고 쫄깃한 쌀국수 식감을 가지는 것으

로 판단된다. 파쇄미 쌀가루만으로 제조한 BRN과 파쇄미와 

일반미 쌀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한 CBRN은 CON보다 경도, 

부착성 및 씹힘성이 낮았으나 탄력성이 유사한 조직감 특성

을 나타내었다.

미세구조

즉석 쌀국수의 표면(A)과 단면(B)의 미세구조는 Fig. 1과 

같다. CON의 표면 미세구조는 비교적 부드럽고 완만하게 

덩어리진 형태를 띠었으며, BRN은 CON에 비하여 표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하며 약간의 기공이 존재하였다. 이렇게 표

면에 존재하는 작은 기공이나 균열은 조리 중 수분 침투를 

용이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39), 이는 BRN의 수분흡수

율 및 조리 후 부피가 CON에 비하여 높은 것과 일치하였다. 

CRF와 BRF를 혼합하여 제조한 CBRN의 표면 미세구조는 

CON과 유사한 형태를 띠지만 표면에 쌀가루 알갱이들이 

잔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표면에 

잔류된 알갱이들이 조리 중 용출되어 조리손실률과 탁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리특성에서 조리손실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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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surface (A) and cross section (B) of instant rice noodles manufactured with broken rice 
flour. CON, rice noodles with common rice flour; BRN, rice noodles with broken rice flour; CBRN, rice noodles with mixed 
(common rice flour+broken rice flour) rice flour. 

Table 5. Quantitative descriptive analysis (QDA) of instant rice noodles manufactured with broken rice flour
Rice noodles1) Color Odor Taste Hardness Adhesiveness Cohesiveness Springiness Chewiness

CON
BRN

CBRN

 5.75±1.73a2)

6.44±1.41a

6.00±1.10a

6.25±1.53a

4.81±1.88b

5.50±1.55ab

5.75±1.57ab

4.94±1.88b

6.56±1.55a

4.06±1.39b

5.50±1.21a

3.38±2.16b

5.50±1.32b

5.13±1.67b

7.13±1.20a

4.94±1.61b

5.25±1.65ab

6.31±1.58a

6.25±1.48a

4.63±1.71b

3.31±1.70c

5.88±1.36a

4.25±1.57b

3.75±1.61b

1)CON: rice noodles with common rice flour, BRN: rice noodles with broken rice flour, CBRN: rice noodles with mixed (common
rice flour+broken rice flour) rice fl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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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도 측정 결과와 같은 경향이었다. 쌀국수의 단면 미세구조 

분석 결과 CON은 BRN 및 CBRN보다 기공이 균일한 형태

를 띠었고, 파쇄미 쌀가루로 제조한 BRN은 CON보다 단면

이 거칠었다. 파쇄미와 일반미 쌀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한 

CBRN은 단일 파쇄미 쌀가루로 제조한 BRN보다 부드러우

며 기공이 작아지고 균일해진 형태로 관찰되었다. 이상으로

부터 파쇄미 쌀가루를 이용하여 즉석 쌀국수를 제조할 때 

일반미의 첨가가 쌀국수 단면의 완만한 구조와 기공의 균일

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관능특성

조리한 즉석 쌀국수의 정량적 묘사분석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색은 모든 시료에서 유의차가 없어 파쇄미 쌀가루 

첨가에 따른 외관 색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냄새는 

CON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아 쌀 향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CBRN의 냄새는 BRN보다 높아 파쇄미 쌀가루만으로 제조

한 쌀국수와 비교하여 쌀 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맛은 CON이 5.75로 BRN보다 유의적으로 높아 쌀 맛이 높

게 인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CBRN은 BRN보다 쌀 맛이 

높게 평가되어 파쇄미와 일반미 쌀가루의 혼합으로 쌀 특유

의 맛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조리한 국수의 조직감은 

국수를 씹으면서 입안에서 느껴지는 국수의 저항으로 인식

된다(26). CBRN의 경도는 CON과 BRN보다 낮았는데, 이

는 일반미와 파쇄미 쌀가루의 혼합으로 인해 조리 중 용출 

고형분이 많아지면서 전분용출이 증가하여 쌀국수 표면의 

단단함이 감소한 것으로 여겨진다. 부착성은 CON과 BRN

은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CBRN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CBRN의 부착성이 CON보다 낮은 기계적 조직감 결과와는 

반대되었다. 이는 CBRN의 경우 일반미와 파쇄미 쌀가루의 

혼합이 쌀국수의 조리 중 전분용출을 증가시켜 무르고 끈적

끈적한 식감을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탄력성은 CON이 

6.25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파쇄미 쌀가루를 첨가한 

BRN, CBRN의 탄력성은 CON보다 낮아 기계적 조직감 측

정에서 쌀국수 시료 간에 유의차가 없는 결과와는 상이하였

다. 씹힘성은 CON이 5.88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파

쇄미 쌀가루를 첨가한 즉석 쌀국수 BRN과 CBRN의 씹힘성

은 CON보다 낮아 탄력성과 유사한 조직감 특성을 나타내었

다. Jang 등(40)은 국수는 얇고 발이 가는 외형상 특징 때문

에 기기적 시험이 용이하지 않아 국수표면의 성질이나 씹는 

과정 중에 느껴지는 특성은 기계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국수의 경우 기기적 시험과 관능적 

측정 결과와 잘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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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nsory evaluation of instant rice noodles manufactured with broken rice flour

Rice noodles1) Color Od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Hardness Springiness
CON
BRN

CBRN

 5.13±1.38a2)

4.63±1.54a

4.57±1.83a

5.13±1.41a

5.37±1.38a

5.47±1.28a

5.17±1.05a

5.13±1.38a

5.43±1.41a

5.50±1.25a

4.67±1.81a

4.80±1.88a

5.00±1.39a

3.97±1.30b

3.70±1.78b

5.57±1.48a

4.57±1.61b

3.87±1.96b

1)CON: rice noodles with common rice flour, BRN: rice noodles with broken rice flour, CBRN: rice noodles with mixed (common
rice flour+broken rice flour) rice fl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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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며, 본 연구에서 기계적 조직감과 묘사분석이 상이한 것은 

국수류 특유의 외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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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료 간에 유의차는 없어 경도에 따른 기호도의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 탄력성은 CON이 5.00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

았으며 BRN과 CBRN은 CON보다 탄력성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미 쌀가루만으로 제조한 쌀국수보다 파쇄미 쌀

가루를 이용한 쌀국수에서 탄력성의 기호도가 낮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계적 조직감의 탄력성 측정 결과

와 일치하였다. 전반적 기호도는 CON이 5.57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고, BRN, CBRN 순으로 전반적 기호도가 높았다. 

국수는 삶는 동안 손실이 적어 단단한 조직을 유지하며 삶은 

후 끈적이거나 쉽게 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으며(41), 본 연구에서 경도, 부착성, 탄력성 및 씹힘성과 

같은 쌀국수의 조직감 특성이 최종 전반적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파쇄미 쌀가루를 첨가한 BRN과 

파쇄미와 일반미 쌀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한 CBRN은 일반

미 쌀가루만으로 제조한 CON과 비교하여 색, 맛, 냄새는 

유사하였으나 수분흡수와 전분용출의 증가로 인한 탄력성 

및 씹힘성의 감소로 전반적 기호도가 비교적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쌀국수 분야에서 쌀의 도정 부산물인 파쇄미의 이용을 증대

시키고 쌀국수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일반미 쌀

가루, 파쇄미 쌀가루, 일반미와 파쇄미 혼합 쌀가루의 이화

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이들 쌀가루를 60% 첨가한 즉석 쌀국

수를 제조하였으며, 쌀국수의 조리품질과 관능적 품질특성

을 비교하였다. 원료 쌀가루의 손상전분 함량과 수분결합능

력은 파쇄미 쌀가루가 가장 높았으며, 호화점도에서 set-

back은 파쇄미 쌀가루와 일반미 및 파쇄미 혼합 쌀가루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다. 쌀국수의 조리 후 수분흡수율은 

대조구로 사용한 일반미 쌀국수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

며 파쇄미 쌀가루로 제조한 쌀국수는 대조구보다 조리 후 

부피가 증가하였다. 파쇄미와 일반미 쌀가루를 혼합하여 제

조한 쌀국수는 조리손실률과 조리수의 탁도가 대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계적 조직감에서 파쇄미 쌀국수와 파쇄미 

및 일반미 혼합 쌀국수는 대조구보다 경도, 부착성 및 씹힘

성이 낮은 조직감 특성을 나타내었다. 정량적 묘사분석에서 

탄력성, 씹힘성은 대조구가 5점 이상을 나타내어 파쇄미 쌀

국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쫄깃한 조직감을 가지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전반적 기호도는 일반미 쌀가루만으로 제조

한 대조구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

로부터 파쇄미와 일반미 혼합 쌀가루로 제조한 쌀국수는 조

직감과 전반적 기호도에서 파쇄미 단일 쌀가루로 제조한 쌀

국수와 유의차가 없어 일반미 쌀가루를 첨가함으로써 품질

개선을 기대하였으나 관능특성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따라

서 파쇄미 쌀가루를 이용하여 즉석 쌀국수를 제조할 때 조리

품질 및 조직감 향상을 위하여 일반미 쌀가루의 혼합량을 

조절하는 것이 파쇄미 쌀가루를 이용한 쌀국수 제조에 바람

직하다고 생각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고부가 식품기술개발사업에 의

해 이루어진 것으로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Child NW. 2004.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rice. In Rice: 
Chemistry and Technology. Champagne ET, ed. American 
Association of Cereal Chemists, Inc, St. Paul, MN, USA. 
p 1-23.

2. Yang HS, Kim CS. 2010. Quality characteristics of rice noo-
dles in Korean market. J Korean Soc Food Sci Nutr 39: 
737-744.

3. Kim MR. 2011. The status of Korea's rice industry and rice 
processing industry. Food Industry and Nutrition 16: 22-26.

4. Statistics Korea. 2013. Agricultural database 2012. http:// 
kostat.go.kr/portal /korea/kor_nw/2/7/10/index.board?bmode 
=read&aSeq=270147.

5. Park JD. 2013. Application of rice by-products for food 
industry. Bulletin of Food Technology 26: 35-40. 

6. Kim TH. 2010. Rice processing industry and product status. 
Food Preservation and Processing Industry 9: 86-96.

7. Park JD, Lee MA. 2011. Vietnamese rice noodle industry. 
Food Industry and Nutrition 16: 27-32.

8. Park JD. 2013. Quality characteristics for instant rice noodle 
marketed in Korea. Bulletin of Food Technology 26: 125- 
131.

9. Park WH, Kim HS. 1982. A study on the preparation of 



파쇄미 쌀국수 제조 1277

dried noodle made of composite flours utilizing rice, wheat 
and gelatinized waxy rice flours. Korean J Nutro 15: 83-90.

10. Park HK, Lee HG. 2005.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rice noodle added with isolate soybean. Korean J Food 
Cookery Sci 21: 326-338.

11. Kim EM. 2008. Quality characteristics and shelf-life of rice 
noodles prepared with red ginseng powder. Korean J Culi-
nary Research 14: 161-169.

12. Woo N, Chung HK, Kim JH, Lee TR. 2010. Development 
of rice noodles with lotus leaf.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Jeju, Korea. p 1014-1016.

13. Han HM, Cho JH, Koh BK. 2011. Processing properties 
of Korean rice varieties in relation to rice noodle quality. 
Food Sci Biotechnol 20: 1277-1282.

14. Seo HI, Ryu BM, Kim CS. 2011. Effect of heat-moisture 
treatment of domestic rice flours containing different amy-
lose contents on rice noodle quality. J Korean Soc Food 
Sci Nutr 40: 1597-1603.

15. Kim RY, Park JH, Kim CS. 2011. Effects of enzyme treat-
ment in steeping process on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wet-milled rice flour. J Korean Soc Food Sci Nutr 40: 1300- 
1306.

16. Kim KS, Han CW, Joung KH, Lee SK, Kim AJ, Park WJ. 
2009. Quality characteristics of rice noodles with organic 
acid and thickening agents.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 10: 1148-1156.

17. Park JD, Choi BK, Kum JS, Lee HY. 2006.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brown rice flours produced under different dry-
ing and milling conditions. Korean J Food Sci Technol 38: 
495-500.

18. Lee KH, Kim HS. 1981. Preparation and evaluation of dried 
noodle products made from composite flours utilizing rice 
and wheat flours. Korean J Food Sci Technol 13: 6-14.

19. Choi SY, Cho JH, Koh BK. 2012. A rice noodle making 
procedure for evaluating rice flour noodle-making potential. 
J Korean Soc Food Sci Nutr 41: 1823-1829.

20. Joung EJ, Paek NS, Kim YM. 2004. Studies on Korean 
Takju using the by-product of rice milling. Korean J Food 
& Nutr 17: 199-205.

21. Choi SY, Lee SH, Lee YT. 2005. Properties of rice flours 
prepared from milled and broken rice produced by pre- 
washing process. J Korean Soc Food Sci Nutr 34: 1098-1102.

22. Choi HD, Seog HM, Choi IW, Park MW, Ryu GH. 2004. 
Preparation of flakes by extrusion cooking using barley bro-
ken kernels. Korean J Food Sci Technol 36: 276-282.

23. Choi OJ, Kim YD, Shim JH, Noh MH, Shim KH. 2012.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diverse rice species. Korean 
J Food Preserv 19: 532-538.

24. Lee MK, Shin M. 2006. Characteristics of rice flours pre-
pared by moisture-heat treatment. Korean J Food Cookery 
Sci 22: 147-157.

25. Kim BK, Park JE, Zu G. 2011. Effects of semolina on quality 
characteristics of the rice noodles. Food Engineering Pro-
gress 15: 56-63.

26. Han HM, Cho JH, Koh BK. 2011. Processing properties 
of Korean rice varieties in relation to rice noodle quality. 
Food Sci Biotechnol 20: 1277-1282.

27. Lee NY. 2012. Starch and pasting characteristics of various 
rice flour collected from markets. Korean J Food Preserv 
19: 257-262.

28. Choi SY, Shin M. 2009. Properties of rice flours prepared 
from domestic high amylose rices. Korean J Food Sci 
Technol 41: 16-20.

29. Kim YJ, Kim SS. 1994. Comparison of size distribution 
of rice flour measured by microscope, sieve, coulter counter, 
and aerodynamic methods. Korean J Food Sci Technol 26: 
184-187.

30. Lee SH, Shin M. 2009. Characteristics of preparation of 
rice manju and rice flour with soaking and different particle 
sizes. Korean J Food Cookery Sci 25: 427-434.

31. Medcalf D, Gilles KA. 1965. Determination of starch dam-
age by rate of iodine absorption. Cereal Chem 42: 546-557.

32. Chiang PY, Yeh AI. 2002. Effect of soaking on wet-milling 
of rice. J Cereal Sci 35: 85-94.

33. Newport Scientific Pty Ltd. 2007. Applications manual for 
the Rapid Visco TM Analyser. Warriewood, Australia. p 
58-59.

34. Kwak YM, Yoon MR, Sohn JK, Kang MY. 2006. Differen-
ces in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between head and in-
complete rice grains. Korean J Crop Sci 51: 639-644.

35. Kim W. 2005. Effect of aging on physicochemical and past-
ing properties of non waxy rice flour and its starch. Korean 
J Human Ecology 14: 1037-1046.

36. Hormdok R, Noomhorm A. 2007. Hydrothermal treatments 
of rice starch for improvement of rice noodle quality. LWT－Food Sci Technol 40: 1723-1731.

37. Hwang IG, Jeong HS. 2012. Quality characteristics and man-
ufacture of extruded noodles mixed with cereals. Korean 
J Food & Nutr 25: 685-690.

38. Ko JY, Woo KS, Kim JI, Song SB, Lee JS, Kim HY, Jung 
TW, Kim KY, Kwak DY, Oh IS. 2013. Effects of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dry noodles with 
added sorghum flour by characteristics of endosperm. J 
Korean Soc Food Sci Nutr 42: 1227-1235.

39. Sung WC, Stone M. 2005. Microstructural studies of pasta 
and starch pasta. J Marine Sci Technol 13: 83-88.

40. Jang EH, Sohn HS, Koh BK, Lim ST. 1999. Quality of 
Korean wheat noodles and its relations to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flour. Korean J Food Sci Technol 31: 138-146.

41. Oh NH, Seib PA, Deyoe CW, Ward AB. 1985. Noodle. Ⅱ. 
The surface firmness of cooked noodle from soft and hard 
wheat flours. Cereal Chem 62: 431-436.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