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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rice flour at different 
degrees of milling (DOM) and their influence on cooking, color, textural, and sensory properties of rice noodles. 
Higher DOM flour resulted in higher value of lightness and lower value of yellowness. Transition temperatures of 
rice flour were not significant, whereas the enthalpy of gelatinization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milling degree. 
Rice noodles were prepared with rice flours of DOM, and their quality and sensory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Cooking properties of rice noodles were not affected by DOM; however, color values were affected by DOM. In 
textural properties, values of hardness and chewiness of rice noodles were significantly reduced with an increase in 
milling degree. The sensory scores for overall acceptability, appearance, and texture were highest in higher DOM 
noodles (DOM 10% and DOM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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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쌀(Oryza sativa L.)은 밀, 옥수수와 더불어 세계 3대 곡

물 중의 하나인 중요한 식량자원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쌀은 식물 

종실 조직으로 외부는 겨층, 내부는 호분층, 배아 및 배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정 과정을 통해 주로 호분층과 배아가 

제거된 백미를 얻게 된다(1). 도정은 쌀의 수율 및 쌀의 품질

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도정도란 현미의 쌀겨 층의 제거 

정도를 말한다. 쌀의 도정 정도는 분도나 현백율로도 표기하

는데 현미를 100%로 간주할 경우 쌀겨 층과 배를 제거한 

이론적인 현백율은 92%로 이때를 10분도라고 하며 도정도

로 표기하면 8%가 된다. 즉 10분도는 쌀겨 층과 배가 완전

히 제거된 이론적인 쌀을 의미한다(2).

쌀의 영양성분은 재배 환경, 품종, 토지, 저장 기간, 도정

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성분은 전분, 지방 및 단백질

로 구성되어 있다. 전분은 쌀의 배유 세포 대부분을 차지하

는 성분으로서 전분 입자들이 뭉쳐진 다면체의 복합 전분립

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단백질은 과립상의 단백질체의 

형태로 주로 존재한다(1,3). 지방질은 전분립 표면에 붙어 

있는 유리된 상태 또는 아밀로스 나선구조 내에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소량 존재한다(4,5). 쌀을 이용한 쌀

밥 및 쌀 가공식품의 품질은 전분, 단백질, 지방 등 이들 성분 

간의 조화에 의하여 결정되며 품종, 재배 환경, 저장, 도정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6,7).

현재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5년 80.7 kg

에서 2015년 62.9 kg으로 최근 10년간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으로 쌀 소비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8). 밥을 

주식으로 섭취하던 예전과 달리 빵이나 면 등 밥 대체식품의 

섭취 증가 등 식생활 행태 변화로 밥쌀 소비량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쌀 가공식품을 통한 쌀 소비시장 확

대가 필요하고, 쌀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쌀 가공산업 분야 중 쌀 면류 

시장은 밀가루 면류 시장을 일정 부분 대체할 가능성이 큰 

분야로서 쌀 면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쌀가루의 면류 가공

적성 연구가 중요하다. 쌀 면류 관련 연구로는 미생물 유래 

transglutaminase, 세몰리나, 천연 고분자 등 쌀국수 제면 

특성 연구(9-11), 파쇄미 쌀가루나 저장미 쌀가루를 이용한 

즉석 쌀국수 제조 연구(12,13) 등이 있다. 또한, 쌀 가공식품

의 가공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도정도 관련 연구로는 쌀이나 

쌀가루 등의 특성 연구(14-16)가 대부분이며 이를 이용한 

쌀 면류 관련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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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쌀 면류 시장 확대를 위한 면류 가

공적성 연구 중 도정도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자 도정도를 

달리한 추청 쌀가루의 이화학적 특성과 이들 쌀가루를 이용

하여 제조한 생면 쌀국수의 품질 특성 및 관능 특성 평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주재료인 쌀가루는 2014년산 추청벼를 

미듬영농조합에서 5분도, 10분도 및 12분도로 각각 도정하

였다. 벼는 종합석발기(Seongsu ENG, Paju, Korea)를 거

쳐 이물질을 선별한 후, 현미기(Seongsu ENG), 현미분리기

(Seongsu ENG), 입선별기(Seongsu ENG), 현미석발기

(Seongsu ENG)를 통해 정선된 현미를 제조하였다. 현미는 

정미기(Seongsu ENG)를 통해 5분도미, 10분도미 및 12분

도미로 정미 후 색채선별기(ACS-60, A-Mecs, Ansan, 

Korea), 진동선별기(Seongsu ENG)를 통해 부적합 시료를 

선별하였다. 도정된 쌀은 덕산식품(Goesan, Korea)에 의뢰

하여 습식 기류분쇄 방법에 의해 쌀가루로 제조하였다. 생면 

쌀국수 제조에 필요한 부재료로 중력분 밀가루(Beksul, CJ 

Cheiljedang Co., Seoul, Korea), 정제염(Hanju Co., Ulsan, 

Korea)과 탄산수소나트륨(SDBNI Co., Ltd., Hwaseong, 

Korea)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쌀가루의 이화학적 특성

입도 측정: 입도는 쌀가루를 증류수에 분산시켜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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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평균 입자크기로 나타내었다. 

색도 측정: 쌀가루의 색도는 투명한 플라스틱 원통용기

(35×10 mm)에 담아 색차계(CM-2500D, Minolt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L 값(lightness), a 값(+redness, - 

greenness), b 값(+yellowness, -blueness)을 측정하였

으며 평균(mean)과 표준편차(SD)로 나타내었다. 표준 색판

으로는 백색판(L 값: 93.32, a 값: -0.37, b 값: 2.52)을 사용

하였다. 

아밀로스 함량 측정: 쌀가루의 아밀로스 함량은 Juliano 

(17)의 방법으로 정량하였다. 쌀가루 100 mg에 95% etha-

nol 1 mL와 1 N NaOH 9 mL를 넣어 100°C 항온수조에서 

10분간 가열한 후 냉각하여 100 mL로 정용하였다. 이 중 

5 mL를 취해 1 N acetic acid 1 mL와 요오드-요오드화칼

륨 용액(KI 2% 수용액에 I2를 0.2% 수준으로 첨가하여 제조

한 수용액) 2 mL를 넣은 후 100 mL로 정용하였으며 20분

간 방치 다음 6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아밀

로스 함량은 기준 시료인 potato amylose의 표준곡선으로 

측정하였다.

호화 특성 측정: 쌀가루의 호화 특성은 thermal analysis 

data station이 연결된 시차 주사 열량계(Differential Scan-

ning Calorimeter, DSC, Perkin Elmer Co., Norwalk, CT, 

USA)를 이용하여 쌀가루의 호화 열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DSC는 indium을 사용하여 보정하였고, stainless steel 

pan에 쌀가루 10 mg과 증류수 30 mg을 넣고 밀봉하였다. 

이를 실온에서 1시간 방치한 후 30~150°C의 온도 범위에

서 10°C/min의 속도로 온도를 올리면서 흡열 peak를 얻었

다. 이 peak로부터 호화개시온도(onset temperature, To), 

호화정점온도(peak temperature, Tp), 호화종료온도(con-

clusion temperature, Tc) 및 호화엔탈피(gelatinization 

enthalpy, ΔH)를 구하였다.

미세 형태 관찰: 도정도에 따른 쌀가루의 표면형태를 관

찰하기 위해 주사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

scope, SEM, S2380, Hitachi, Tokyo, Japan)을 이용하였

다. 각각의 시료를 gold-palladium으로 ion sputter(C1010 

Hitachi)를 이용하여 도금한 후, 가속전압 20 kV에서 125배 

및 1,000배의 배율로 관찰하였다.

생면 쌀국수 제조

생면 쌀국수는 시험 생산용 쌀국수 제조장치(Hwanhi Co., 

Gwangju, Korea)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반죽기(Hwanhi 

Co.)에 쌀가루 50%, 밀가루 48.8%, 탄산수소나트륨 0.2% 

및 정제염 1.0%를 혼합한 후, 원재료의 35%(w/w)의 물을 

첨가하면서 10분간 반죽하였다. 반죽은 압출 성형기(스크루 

회전 속도 720 rpm, 증숙온도 90~95°C, 원형 토출구멍 1.2 

mm)를 통하여 증숙과 동시에 면대를 성형하였다. 압출 성형

된 면은 송풍 냉각을 통하여 냉각시키고 130 g씩 절단하였

으며, 수분 함량이 38~40%가 되도록 2차 송풍 건조 후 폴리

에틸렌 백에 밀봉하여 4°C에 저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

다. 이때 쌀가루는 5분도미, 10분도미 및 12분도미를 이용

하였다. 

생면 쌀국수의 품질 특성

중량, 부피 및 수분흡수율: 쌀국수의 조리 특성은 Choi 

등(12)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쌀국수 시료 20 g을 300 mL

의 끓는 물에 넣어 3분간 끓인 후 흐르는 물로 30초간 헹구

고 3분간 탈수한 다음 조리 후 중량을 계산하였다. 조리한 

쌀국수의 부피는 100 mL의 증류수가 채워진 200 mL 눈금 

실린더에 담가 증가하는 물의 부피로 측정하였다. 조리한 

쌀국수의 수분흡수율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수분흡수율(%)＝
조리면의 중량－생면의 중량

×100
생면의 중량

색도 측정: 쌀국수의 색도는 조리 전과 조리 후에 각각 

색차계(CM-2500D, Minolta)를 이용하여 L 값(lightness), 

a 값(+redness, -greenness), b 값(+yellowness, -blue-

ness)을 측정하였으며 평균(mean)과 표준편차(SD)로 나타

내었다. 표준 색판으로는 백색판(L 값: 96.86, a 값: -0.07, 

b 값: 2.02)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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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le size, color values, and amylose content of rice flours with different milling degrees
Degree of 

milling (%) Particle size (μm)
Color value Amylose content 

(%)L a b
5
10
12

14.14±0.80a

13.72±0.01a

13.14±1.22a

88.70±0.03c

90.99±0.06b

91.51±0.02a

-0.34±0.02b

-0.41±0.01c

-0.29±0.01a

6.11±0.03a

4.88±0.02b

4.32±0.02c

21.41±0.57c

22.81±0.55b

24.72±0.29a

All values are mean±S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기계적 조직감 측정: 쌀국수의 조직감 특성은 Texture 

Analyzer(TA-XT2, Stable Micro System Co., Surrey, 

UK)를 사용하여 TPA(texture profile analysis)로 경도

(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 및 씹힘성(chewiness)에 대해 측정

하였다. 조리한 쌀국수 가닥을 plate에 올려놓고 직경 25 

mm의 plunger를 사용하여 압착실험 하였으며, 측정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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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 speed 0.5 mm/s, strain 50%로 하였다. 측정은 10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기호도 평가: 쌀국수의 기호도 평가는 한국식품연구원 20

대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 개인 검사대

를 갖춘 관능검사실에서 외관(appearance), 맛(flavor), 조

직감(texture) 및 전반적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 

대해 시행하였다. 평가방법은 1회에 1개 시료를 차례로 평

가하도록 하였으며 9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점이 ‘매우 싫다’

에서 9점은 ‘매우 좋다’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각 쌀국수 시

료는 조리특성의 조리방법과 동일하게 조리하였으며 조리

한 국수는 일정량씩 흰색 용기에 담아 시료로 제공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분석 결과는 SPSS program(SPSS version 17.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

(ANOVA)을 시행하였으며, 5% 수준에서 Duncan의 다중범

위검정을 시행하거나 독립 t-test를 시행하여 유의성을 검

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쌀가루의 입도, 색도 및 아밀로스 함량

생면용 쌀국수 제조를 위해 사용된 도정도에 따른 쌀가루

의 입도, 색도 및 아밀로스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쌀가루의 평균 입도는 13.14~14.14 μm로 모든 시료 

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색도 중 명도 L 값은 12분도미 쌀가루가 91.51로 가장 

높았고, 5분도미는 88.70으로 가장 낮았으며 도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적색도 a 값은 -0.41로 10분도미에

서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으나 도정도에 따른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황색도 b 값은 도정도가 가장 낮은 5분도미에서 

6.11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2분도미에서 4.32

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색도 측정 결과 쌀가루의 색도

는 쌀국수 제조 시 제품의 색 및 외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일반적으로 도정도(milling degree)는 현미의 

도정 과정 중 미강의 제거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Jung과 

Choi(14)의 드래찬 쌀품종의 도정도를 달리한 쌀가루의 이

화학적 특성 연구에 따르면 도정도가 높을수록 L 값은 증가

하고 b 값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장립종을 이용한 

Lamberts 등(15)의 연구에서도 도정도가 높아질수록 L 값

은 증가하고 a 및 b 값은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Kim 

등(18)도 도정도에 따른 쌀의 칼라 모델링 연구에서 품종에 

상관없이 도정도가 높을수록 L 값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도정도에 따른 쌀가루의 아밀로스 함량은 21.41~24.72 

%로 도정도가 높을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Monks 등(19) 및 Rosniyana 등(20)은 도정도가 증가함

에 따라 미강 층에 존재하는 단백질, 회분, 섬유질 등의 제거

로 상대적으로 쌀가루 내의 전분의 비율이 증가함에 의해 

아밀로스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멥쌀

은 아밀로스 함량에 따라 저 아밀로스 쌀(<20%), 중간 아밀

로스 쌀(20~25%) 및 고 아밀로스 쌀(>25%)로 구분(21)할 

수 있으며 본 실험에 사용된 쌀은 중간 아밀로스 쌀임을 알 

수 있었다.

쌀가루의 호화 특성

도정도가 다른 쌀가루의 DSC 측정 장치에 따른 호화개시

온도(To), 호화정점온도(Tp), 호화종결온도(Tc) 및 호화엔

탈피(ΔH) 등 호화 특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호화개시온도, 호화정점온도 및 호화종결온도는 각각 59.63 

~60.25°C, 67.02~68.12°C 및 74.73~76.30°C로 유의적 

차이는 없었지만 도정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호화 상전이에 필요한 에너지량을 나타내는 호화엔탈

피는 9.79~11.18 J/g으로 12분도미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분도미와 10분도미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Yoon과 Kim(22)의 보고에 의하면 오대, 황송 및 일품 

품종에 대한 호화 특성 측정 결과 모든 품종에서 도정도가 

현미에서 15분도미로 높아질수록 호화개시온도 및 호화정

점온도는 감소하였고 호화엔탈피는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

다. Jung과 Choi(14)의 드래찬 품종에 대한 호화 특성 측정 

결과 또한 현미에서 10분도미로 도정도가 증가할수록 호화

개시온도, 호화정점온도 및 호화종결온도는 감소하고 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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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of rice flours with different milling degrees at the magnification of ×125 (A) and 
×1,000 (B). DOM: degree of milling.

Table 3. Cooking quality of rice noddles prepared from rice flours with different milling degrees
Degree of 

milling (%)
Weight of uncooked 

noodle (g)
Weight of cooked 

noodle (g)
Water absorption

(%)
Volume

(mL)
5

10
12

20.53±0.18NS

20.50±0.11
20.61±0.09

26.84±0.54NS

27.06±0.26
27.03±0.37

30.74±1.53NS

31.94±0.59
31.16±1.24

22.35±0.92NS

22.55±0.07
22.45±0.07

All values are mean±SD. NS: not significant.

Table 2. Thermal properties of rice flours with different milling degrees
Degree of milling (%) TO (°C) TP (°C) TC (°C) ΔH (J/g)

 5
10
12

60.25±0.59NS

59.95±0.73
59.63±0.16

68.12±0.98NS

68.01±0.96
67.02±0.09

76.30±0.21NS

76.11±1.02
74.73±0.27

 9.79±0.05b

10.06±0.31b

11.18±0.74a

To:　onset temperature, Tp: peak temperature, Tc: conclusion temperature, ΔH: gelatinization enthalpy of rice flour.
All values are mean±S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NS: not significant.

엔탈피는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Marshall(23)의 장립종에 

대한 호화 특성 측정 결과 도정도 20%까지 도정도가 증가할

수록 호화개시온도, 호화정점온도 및 호화종결온도는 감소

하고 호화엔탈피는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도정에 의해 

전분 입자로의 물의 침투를 지연시키는 현미의 과피와 종피

의 waxy layer 제거 및 전분과 상호 작용을 일으키는 단백

질과 지방의 감소에 의한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쌀가루의 미세 형태

도정도에 따른 쌀가루의 미세 형태를 SEM을 이용하여 

125배율 및 1,000배율로 관찰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5분

도미 쌀가루를 125배율로 관찰시 도정 중 현미로부터 제거

된 미강층에 주로 존재하는 식이섬유 등의 성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00배율로 관찰시 5분도미 쌀가

루 표면에 배유세포들이 뭉쳐 있는 덩어리 상태의 다각형 

입자 형태가 관찰되었다. 모든 시료에서 1,000배율로 관찰 

시 습식 쌀가루의 주요 특징인 다각형 전분 입자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24,25), 도정도가 높아질수록 쌀 전분 고유의 

다각형 입자가 단백질체로부터 분리되어 많이 노출되어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쌀국수의 중량, 부피, 수분흡수율 및 색도

쌀국수의 조리 후 중량, 수분흡수율 및 부피에 대한 조리 

특성은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정도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국수의 조리 특성은 국수

의 품질을 나타내는 주요 요인이며, 특히 수분 흡수율은 제

품의 복원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도정도에 따른 쌀국수의 색도는 조리 전과 조리 후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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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lor values of uncooked and cooked noodles prepared from rice flours with different milling degrees
Degree of milling 

5% 10% 12%

Color L Uncooked noodle 
Cooked noodle

55.37
56.68

±0.16b*

±0.15c
57.71
58.79

±0.61a

±0.05a
58.68
58.48

±0.21a

±1.07ab

Color a Uncooked noodle 
Cooked noodle

-1.15
-1.78

±0.07a*

±0.10a
-1.74
-2.50

±0.01c***

±0.01b
-1.49
-2.29

±0.01b***

±0.02c

Color b Uncooked noodle 
Cooked noodle

12.22
 8.40

±0.14a**

±0.08a
11.81
 6.95

±0.01a***

±0.04b
11.10
 5.69

±0.18b**

±0.16c

All values are mean±SD (n=3).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nd asterisk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uncooked 
and cooked noodles at the same milling degree (*P<0.05, **P<0.01, ***P<0.001, respectively).

Table 5. Instrumental textural properties of rice noddles prepared from rice flours with different milling degrees
Degree of milling (%) Hardness (g) Adhesiveness (g･s) Springiness Cohesiveness Chewiness

5
10
12

781.53±76.91a

642.58±91.96b

447.14±51.24c

-41.24±16.61NS

-41.40±13.48
-31.80±15.07

0.95±0.01NS

0.95±0.01
0.94±0.03

0.73±0.02NS

0.76±0.04
0.76±0.04

543.27±50.72a

471.09±73.52a

289.71±82.64b

All values are mean±S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NS: not significant.

Table 6. Sensory evaluation of rice noddles prepared from rice flours with different milling degrees
Degree of milling (%) Appearance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5
10
12

5.00±1.41b

6.75±0.50a

6.75±0.51a

5.50±1.29NS

5.50±0.58
6.25±0.96

3.75±0.50b

5.00±0.82a

6.00±0.82a

4.25±0.50b

5.50±0.58a

6.25±0.50a

All values are mean±SD. 
Values within each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NS: not significant. 
A 9-point hedonic scale was used with 9=like extremely; 8=like very much; 7=like moderately; 6=like slightly; 5=neither like nor 
dislike; 4=dislike slightly; 3=dislike moderately; 2=dislike very much; 1=dislike extremely.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조리 전 쌀

국수의 L 값은 도정도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b 

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원재료 쌀가루의 색도 특성과 

유사하였다. 조리 후 쌀국수 색도 값은 조리 전 쌀국수의 색

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도정도에 따라 a 값과 b 값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쌀국수의 조리 전과 조리 후의 각 

색도 값에 대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L 값은 조리에 의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5분도미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으며, 색도 a 값과 b 값은 모든 처리구에서 조리 과정

에 의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습열처리 쌀가루로 

제조한 쌀국수는 조리 후 수분흡수에 의한 부피 상승으로 

색도 a 값과 b 값이 감소하였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27,28).

쌀국수의 기계적 조직감

조리한 쌀국수의 조직감은 소비자의 국수 제품에 대한 선

호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특성(29)으로 도정도에 따라 제조

된 쌀국수의 기계적 조직감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쌀국수의 경도 값은 5분도미로 제조된 쌀국수에서 781 

g으로 가장 높았으며 12분도미 쌀국수가 447 g으로 가장 

낮았다. 일반적으로 경도는 단백질 함량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본 실험에서의 도정도 증가에 따른 

경도 감소가 도정에 의한 미강층의 제거에 의한 단백질 함량

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생각한다(30,31). 이는 단백질이 전

분입자와 network를 형성하여 물의 흡수를 억제함으로써 

국수의 조직감에 영향을 끼친 결과이며, 특히 Kang 등(32)

은 단백질 함량이 다른 국내산 및 미국산 품종의 밀가루로 

제조된 22종류의 국수에서 단백질 함량과 조리된 국수의 

경도와의 상관관계가 0.862~0.942로 매우 높음을 보고하

였다. 도정도에 따른 쌀국수의 부착성, 탄력성 및 응집성 값

은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도

의 영향을 많이 받는 씹힘성은 도정도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12분도미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쌀국수의 기호도 평가

도정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쌀국수의 기호도 검사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외관의 기호도는 5분도미 쌀국수가 

5.00으로 가장 낮았으며, 10분도미와 12분도미 시료 간에

는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분도미는 색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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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 10분도미와 12분도미에 비해 명도가 낮고 황색도

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외관 기호도에 부정

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맛에 대한 기호도는 

쌀국수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조직감 기호도는 

기계적 조직감 측정에서 경도와 씹힘성이 높게 나타난 5분

도미에서 3.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 기호도 또한 

외관과 조직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5분도미에서 4.2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10분도미와 12분도미는 각각 5.50 

및 6.25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외관 

및 조직감은 쌀국수의 전반적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생각하였다.

요   약

추청벼를 5분도미, 10분도미, 12분도미로 도정하여 쌀가루

를 제조하였으며, 도정도에 따른 쌀가루의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생면 쌀국수를 제조한 후 색도, 물성, 조리 특성 

및 기호도 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도정도에 따른 쌀가루의 

평균 입도는 13.14~14.14 μm로 모든 시료 간에 유의적 차

이가 없었으며, 색도 L 값은 12분도미 쌀가루가 91.51로 

가장 높았고, 황색도 b 값은 5분도미에서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차 주사 열량계에 의한 호화개시온도, 호화정점

온도 및 호화종결온도는 도정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

이지 않았고, 호화엔탈피는 12분도미에서 11.18 J/g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쌀가루의 미세 형태는 모든 시료에서 다

각형 전분 입자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정도가 높아질수록 

쌀 전분 고유의 다각형 입자가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쌀국

수의 조리 후 중량, 수분흡수율 및 부피에 대한 조리 특성은 

도정도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국수 

색도 측정 결과 5분도미는 10분도미와 12분도미에 비해 명

도가 낮고 황색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리 

전과 후의 각 색도 값에 대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a 값과 

b 값은 모든 처리구에서 조리 과정에 의해 유의적으로 감소

하였다. 기계적 조직감에서 경도와 씹힘성은 5분도미 쌀국

수에서 가장 높았으며 부착성, 탄력성 및 응집성 값은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관의 기호도

는 5분도미 쌀국수가 5.00으로 가장 낮았으며 맛에 대한 

기호도는 도정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전반적 

기호도는 5분도미에서 4.2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10분

도미와 12분도미는 각각 5.50 및 6.25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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