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현미를 이용한 쌀 가공식품 및 이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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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 본 발명은 발효 현미를 이용한 쌀 가공식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쌀
가공식품의 제조과정 중 유용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현미를 발효하여 관능미와 품질이 우수한
쌀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쌀 가공식품에 관한 것

기술
현황

Background
□ 벼는 겉껍질 즉, 왕겨와 과피, 종피, 호분층, 배아 및 배유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벼를 찧어서
왕겨를 벗긴 것을 현미라 하며 현미는 간장을 튼튼하게 해서 중금속, 노폐물 등을 체외로 배
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노시톨(inositol, phytic acid)이나 암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베
타시토스테롤(β-sitosterol)이라고 하는 성분이 비교적 높게 함유되어 있음
□ 적정량의 수분을 가하여 취반한 현미밥은 종피와 호분층 및 배아에 함유되어 있는 섬유소 및
영양성분들의 함유량이 높지만 그 물성은 부드럽지 못하고 쌀밥보다 탄력적이면서 비교적 단
단한 특유의 조직 특성을 가지며, 각 낟알의 표면은 종피층과 호분층으로 이루어진 섬유소층
이 감싸고 있어 점성이 약하여 비교적 서로 잘 뭉쳐지지 않는 특성을 가짐으로 쌀을 이용한
면류를 제조하는데 문제점이 있음

Key Technology Highlights
□ 본 발명, 쌀 가공식품은 다양한 기능성 영양성분을 갖는 현미를 사용하여 발효시켜 제조된 것
으로서,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발효현미를 이용한 쌀 가공식품은 현미 특유의영양성분을 유
지하면서도 탄성도를 높여 쌀 가공식품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Technology Overview

Table. 1. 본 발명의 방법으로 제조된 국수의 배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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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현미를 이용한 쌀 가공식품 및 이의 제조방법

Patent
□ 국가 : Korea
□ 출원(출원일) / 등록번호(등록일) : 10-2012-0154225(2012.12.27.)/10-1429366(2014.08.05)
□ 명칭 : 발효 현미를 이용한 쌀 가공식품 및 이의 제조방법
□ 패밀리특허

Claim Analysis
□ 전체 청구항(10), 독립항(1), 종속항(9)
Exemplary Claim
(a) 현미를 물에 침지시킨 후, 물기를 제거하는 단계;
(b) 상기 (a)단계에서 준비된 현미와 종균을 혼합하여 1차 발효시키는 단계;
(c) 1차 발효된 현미에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애 IFO-2363(Saccharomyces cereviseae IFO-2363)를
첨가하여 2차 발효시키는 단계;
(d) 상기 (c)단계의 방법으로 발효된 현미를 분쇄하는 단계; 및
(e) 분쇄된 발효 현미가루를 물과 소금을 첨가하여 혼합 반죽하고 숙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발
효현미를 이용한 쌀 가공식품의 제조방법.

시장

Technology & Business Trend

현황
<미분 산업의 규모>

쌀 가공식품 시장
□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미분
(米粉)산업은 쌀 사용량 기준으로 2008년 1만
529톤에서 2010년 3만1117톤, 2012년 5만
788톤으로 4년 동안 4.8배가량 급성장했으며
2017년엔 1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출 외형 면에서도 2008년 500억 원에
서 2012년 1000억으로 두 배 성장했으며
2017년엔 2500억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
□

쌀 가공식품 시장은 2008년 1조8000억여 규
모이던 것이 4년 만에 2012년 4조 규모를 넘
어섰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17년에는 약 5
조7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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