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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김과 누룽지를 첨가한 영양미와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백미와 현미를 선별 수세한 다음, 식미를 좋게 하기 위해 소금을 첨가하여 클러치 로울러에서 분쇄한 것에, 김 분말과 
누룽지 분말을 혼합하고, 결착제로 글루텐, 고구마전분, 검류를 첨가하여 반죽한 다음, 숙성시키고, 압출성형기를 이용
하여 압출하여 토출 시키면서, 회전칼로 절단하여 성형한 다음, 풀어짐을 막기 위해 수증기로 처리하고, 건조시킨 후, 
회전 연마기로 표면을 도정하여 김과 누룽지를 첨가한 영양미를 제조하는 방법과 이 방법에 의해 제조된 김과 누룽지를 
첨가한 영양미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김과 누룽지를 첨가한 영양미는, 백미와 현미에 부족한 영양분이, 김에 있는 트레오닌, 발린 등
의 필수 아미노산과 나트륨, 칼륨 등의 미량원소와 비타민 A 등 에 의해 보충되고, 누룽지의 고소한 맛이 스며있어, 영
양이 풍부하고 기호성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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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김, 누룽지, 영양미, 압출성형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김과 누룽지를 첨가한 영양미의 제조과정을 나타낸 공정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백미와 현미에 김과 누룽지를 첨가하여 영양이 풍부하고 기호성이 증대된 영양미와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
다.

현대인들이 주식으로 삼고 있는 쌀에 있는 탄수화물과 영양분만으로는 균형 있는 영양소의 섭취가 어렵기 때문에, 쌀에 
잡곡류, 해조류 등을 첨가하여 영양미를 개발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한국특허출원 특 1996-056248 (다시마와 쌀을 이용하여 제조한 다시마쌀)에는, 쌀분말, 다시마 엑기스, 다시마 분말
을 혼합하여 반죽한 다음, 쌀과 같은 외형으로 성형하여 저온 건조한 것이 공개되어 있으나, 다시마 엑기스 추출시 메탄
올과 같은 극성용매를 사용하므로 유해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국특허출원 10-2000-0043875 (바다식물 쌀)에는, 삶은 쌀가루 80 %와 해초가루 20 %를 혼합한 다음 물 35~4
5 % 정도를 넣고 반죽하여, 로울러에서 압연 한 것을 절단하여, 햇볕에 건조 후 정미기에서 도정한 것이 공지되어 있으
나, 압연 및 건조과정의 특성상 제조된 쌀이 쉽게 풀어지는 등의 결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결점 들을 해소하기 위해, 백미와 현미에 김과 누룽지를 첨가하여, 쌀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
고 기호성이 증대된 영양미와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영양이 풍부하고 기호성이 증대된 김과 누룽지를 첨가한 영양미 와 그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김은 쌀에 부족한 트레오닌, 발린 등의 필수 아미노산과 나트륨, 칼륨 등의 미량원소와 비타민 A 등을 제공한다.

누룽지는 누룽지 특유의 고소한 맛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김과 누룽지를 첨가한 영양미의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다.

백미와 현미를 선별하여 수세한 후, 식미를 좋게 하기 위해 소금을 첨가하여 분쇄한 것에, 김 분말과 누룽지 분말을 혼
합하고, 결착제로 글루텐과 고구마전분, 검류를 첨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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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혼합물에 물을 가하고 반죽한다.

상온에서 숙성시킨 후, 반죽물에 물을 가하면서 압출성형기를 이용하여 압출하고, 노즐을 거쳐 토출시키면서, 회전칼로 
절단하여 성형한다.

최종 제조되는 영양미의 풀어짐을 막기 위해 수증기로 처리하고, 진공 건조 시킨 다음, 회전 연마기로 표면을 도정하여 
김과 누룽지를 첨가한 영양미를 제조한다.

본 발명의 김과 누룽지를 첨가한 영양미의 제조과정을 도 1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1공정 : 원료 선별 및 소금첨가.

백미와 현미를 각각 선별하여 깨끗하게 수세한 다음, 식미를 좋게 하기 위해서 각각 0.4~0.6 중량 %의 소금을 첨가한
다.

제2공정 : 분쇄공정

제1공정에서 준비한 백미와 현미를 각각 클러치 로울러에 통과시켜서 0.5~1 mm가 되도록 분쇄한다.

시중에서 구입한 김과 누룽지를 각각 분쇄기에 투입하고, 100~120 메쉬(mesh)가 되도록 분쇄한다.

제3공정 : 혼합 및 교반공정

제2공정에서 분쇄한 백미 86~95 중량 %, 현미 2~3 중량 %, 김 1~8 중량 %,누룽지 2~3 중량 % 비율로 혼합기에 
투입한다.

여기에 결착제로 3~8 중량 % 이하의 글루텐과 고구마 전분 및 검류를 첨가하여 균일하게 혼합한다.

위 혼합물을 수분함량 10 중량 % 가 되도록 물을 가해 교반한다.

제4공정 : 숙성

제3공정에서 수분함량이 10 중량 % 가 되도록 교반한 것을 상온에서 3시간동안 방치하여 숙성한다.

제5공정 : 압출성형 공정

제4공정에서 숙성한 반죽물을 압착형 단축 스크루 성형기에 시간당 100~150 ㎏을 투입하며, 수분을 10∼20 중량 %
를 가하여 총 수분함량이 20∼30 중량 % 가 되도록 한다.

압출 후 노즐구멍을 통하여 토출시키면서, 회전속도가 1,600~1,800 rpm 인 절단칼로 절단하여 성형한다.

제6공정 : 증자 및 건조 공정

성형된 영양미를 스텐망 자동 컨베이어에서 180℃의 수증기로 1~2분간 가열한 후, 진공 건조기로 10~15℃에서 6시
간 건조하여 수분 함량이 10~13중량 % 정도가 되도록 한다.

제7공정 : 도정공정

저온 건조시킨 성형물을 마찰식 회전 연마기로 표면을 도정하여 김과 누룽지를 첨가한 영양미를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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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나, 실시예가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실시예 1>

백미와 현미를 선별하고 수세하여 백미 500 ㎏ 과 현미 30 kg을 수득하였다.

식미를 좋게 하기 위해서 백미에 2.5 kg 현미에 0.15 kg의 소금을 첨가하였다.

소금이 첨가된 백미와 현미를 각각 클러치 로울러 넣고 0.5~1 mm의 크기로 분쇄하였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김을 구입하여 50 kg을 100~120 메쉬 크기로 분쇄하였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누룽지를 구입하여 25 kg을 100~120 메쉬 크기로 분쇄하였다.

각각 분쇄된 백미 90㎏, 현미 3㎏, 누룽지 2㎏, 김 5㎏을 리본 혼합기에 투입한 다음, 결착제로 글루텐 2㎏, 고구마 전
부 0.3㎏, 검류 0.1㎏을 첨가하여 균일하게 혼합하였다.

상기의 혼합물에 10 ㎏의 물을 가하여 교반하였다.

위의 반죽물을 상온에서 3시간정도 숙성시킨다.

숙성된 반죽물을 압착형 단축 스크루 성형기를 투입하면서, 물을 15㎏ 가하며 압출하여 노즐구멍을 통하여 토출시키면
서, 회전속도가 1800rpm 인 절단칼로 절단하여 성형하였다.

성형물을 스텐망 자동컨베이어에서 180℃ 수증기로 1 분간 가열하였다.

얻어진 성형물을 진공건조기에서 15℃에서 8시간 건조하여 수분함량이 12 중량 % 정도로 건조시켰다.

건조된 성형물을 마찰식 회전연마기로 표면을 도정하여 김과 누룽지가 첨가된 영양미를 제조하였다.

< 실험예 1>

상기 실시예1에서 제조된 김과 누룽지를 첨가한 영양미의 맛, 풍미 ,색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관능검사는 총 20 명으로 하였고, 9점 평점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그결과를 아래 표 1에 나타내었다.

< 표 1>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김과 누룽지를 첨가한 영양미의 관능검사표

[표 1]
구분 맛 풍미 색 종합
실시예1 7.8 7.2 6.9 7.3
일반미 7.0 6.3 7.0 6.8

상기 표 1의 결과로 볼 때,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실시예1 김과 누룽지가 첨가된 영양미가 일반미 보다 맛, 풍미가 증
진되어 기호성이 증대됨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해, 백미와 현미에 김에 있는 트레오닌, 발린 등의 필수 아미노산과 나트륨, 칼륨 등의 미량원소와 비타민 
A 등이 보충되고, 누룽지의 고소한 맛이 스며있는,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좋으며 기호성이 증대된 김과 누룽지를 첨가
한 영양미와 그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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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백미와 현미를 선별하여 수세한 후 소금을 첨가하여 분쇄한 것에, 김 분쇄물과 누룽지 분쇄물을 혼합하고, 여기에 결착
제를 첨가하고, 물을 가하여 교반한 다음 상온에서 숙성시키고, 물을 가하면서 압착형 단축 스크루 성형기를 이용하여 
압출 토출시키면서, 회전칼로 절단하여 성형한 다음, 수증기로 증자처리하고, 진공 건조시킨 후, 마찰식 회전 연마기로 
표면을 도정하여 김과 누룽지가 첨가된 영양미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의해 제조된 김과 누룽지를 첨가한 영양미.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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