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out starch
properties of rice grains in three varieties with different
amylose content, Ilpumbyeo (non-waxy), Goami2 (high amy-
lose), and Hwasunchalbyeo (waxy rice). There was no dif-
ference among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rice grains,
but Goami 2 showed 2~3 folds higher crude fat (1.36%)
than Ilpumbyeo. Pasting properties of RVA showed the
highest values of maximum viscosity, breakdown, and final
viscosity in Ilpumbyeo. A similar chain length distribution
of amylopectin was found in Ilpumbyeo and Hwasunchalbyeo,
indicating that DP 12 had the highest distribution. Goami
2 had the highest distribution in DP 14, and showed the
lower percent (14.1%) than other rice cultivars. Thermal
properties of DSC showed that the values of Tc and Tp
of Hwasunchalbyeo were similar to Ilpumbyeo, whereas a
slightly higher Tc was observed. The absorbtion enthalpy
was also the highest (11.1 mJ/mg) in Hwasunchalbyeo.
Goami 2 showed higher To, but the lowest enthalpy (6.52
mJ/mg) compared to Ilpumbyeo (7.92 mJ/mg). Retrograda-
tion properties, which were measured with the gelatinized
rice sample used for DSC, and stored in 4 during 6 days,℃
indicated that retrogradation absorbtion peak was the first
peak at 52.6~55.2 , and the second peak above 95 .℃ ℃
Retrogradation enthalpy of Goami 2 was the highest value
(5.12 mJ/mg).

Keywords : amylose, amylopectin, DSC, RVA, gelatinization,
retrogradation

쌀은 건조중량의 약 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구90%

성된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찰벼는 약 의 아밀로스를 지니며 찰0.8~1.3% ,
벼를 제외한 자포니카 타입의 일반미는 의 아밀로스8~37%
와 나머지는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쌀.
은 아밀로스 함량에 따라 는 는 저 아밀1~2% waxy, 7~20%
로스 는 중간 아밀로스와 이상의 고 아밀로스, 20~25% 25%
로 분류된다.
아밀로스는 이 직-(1 4)-linked D-glucopyranosyl unitsα →

쇄상으로 연결되어진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분자량은 1×
105 ~ 1×106 중합도, (Degree of polymerisation, DP) 324~

평균 사슬길이4920, 250~370, -amylolysis limit(%) 73~β
이다 아밀로펙틴은 의84% . 95% -(1 4)-linked D-glucosylα →

과 의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알려진 분자5% -(1 6)-bondsα →
량은 대략 1×107 ~ 1×109 중합도 평균 사슬, 9600~15,900,
길이 이다12~24, -amylolysis limit(%) 49~59% .β
아밀로스 함량에 따라 벼의 호화 및 노화특성 등 품질은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전분의 호화특성은 전분

입자의 크기 아밀로스와 지방 함량 및 아밀로펙틴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호화개시온도는 아밀로.
스 함량이 많을수록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으며 그 이유로

홍 등 은 고아밀로스 품종의 전분 입자들은 아밀로스(1989)
함량이 낮은 품종보다 밀집된 상태의 입자로 되어 있어 호

화시 팽창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한편. Huang
등 은 호화개시온도가 높을수록 보다 치밀한 결정구(2007)
조를 지님을 의미하고 등 은 결정내 보다 긴, Matveev (1991)
체인이나 큰 결정 구조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라고 하였다.

등 은 찹쌀을 분석한 결과 자포니카산 찰벼의Suzuki (2006)
중합도 이상에서 최소 및 최종 점도 치반점도 호화온도37 , ,
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중합도 이상 사슬이 차지13
하는 비율은 밥의 물리적 특성과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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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전분의 아밀로펙틴 구조 분포와 노화특성에 대한 관

계도 발표가 되고 있다 등 은 호화시킨 후. Chang (2007) 4℃
에서 일간 노화 시킨 찹쌀 전분의7 TO(Onset temperature)
은 아밀로펙틴의 중합도가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되며 짧

은 아밀로펙틴 사슬길이와는 반비례함을 보고하면서 찹쌀

전분의 노화특성은 분자크기 아밀로펙틴 평균 사슬 길이,
및 분포와 매우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실험은 아밀.
로스 함량이 다른 고아밀로스벼 일반벼 찰벼 세 품종의( , , )
자포니카 타입 쌀을 이용하여 호화특성과 노화특성 등 몇가

지 전분 특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벼 품종은 자포니카 타입 일반미인 일

품벼와 일품벼에 처리에 의해 돌연변이를 유발하여MNU
육성된 난소화성 전분 함량 및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고아

미 호 및 화선찰벼를 시험재료로 년 농촌진흥청 작물과2 2006
학원 시험포장에서 재배 생산하고 수확 후 벼의 수분함량을,

로 조제하였으며 실험실용 현미기 로15% (T.H.U 35A, Satake)
현미를 만들고 실험실용 정미기 로 현미(MCM-250, Satake)
중량을 기준으로 도정하여 분도 백미를 만들어 실92% 10
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을 위한 쌀전분은 알칼리침지법으로.
조제하였다.

쌀의 경도 및 외관특성

일반성분은 방법으로 아밀로스 함량은A.O.A.C. , Juliano
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였으며 시료의 입형 길이(1971) , ( ,

폭 두께 은 곡립판별기 를 이용, ) (SatakeE, RGQ120, Japan)
하여 립 중 완전미를 측정한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백1000 .
도는 백도계 색차는 색차계(C-300, Kett, Japan), (Minolta

로 측정하여 값chromameter CR-200, Japan) Hunter L, a, b
으로 표시 하였다.

신속점도측정기에 의한 호화특성

쌀가루의 호화특성은 신속점도측정기(RVA-3D, Newport
를 이용하여 사용 시료량은 백Scientific, Sydney, Australia)

미가루 수분함량 환산 에 증류수 를 첨가3.5 g( 15% ) 25 ml
하였다 호화온도 조건은 초기온도 에서 분 분 동. 50 1 , 3.9℃
안 가온 에서 분간 유지하였다 냉각은50~93 , 93 7 . 93~℃ ℃

까지 분간 최종온도는 에서 분간을 유지하였50 3.9 , 50 3℃ ℃

다 실험 후 초기 호화온도 최고점도 최저점도 최종점도. , , , ,
강하점도 치반점도를 계산 비교하였다, , .

주사시차열량계에 의한 호화 및 노화 열 특성

쌀전분의 호화 및 노화 열특성은 주사시차열량계(DSC,
로 쌀가루의 호화 및 노화TA Q1000, TA instrument, US)

열 특성을 측정하였다 약 건조된 시료를 알루미늄. 20 mg
팬에 담고 의 증류수를 넣어 밀봉한 후 시간동안 방40 l 1μ
치한 후 에서 까지 의 속도로 가열하며30 150 10 /min℃ ℃ ℃
얻은 흡열피크에서 와onset, peak conclustion temperature
및 호화엔탈피를 측정하였다 한편 호화된 시료는 일간. 6

에서 각각 저장 후 다시 를 이용하여 같은 조건으4 DSC℃
로 측정하여 품종별 노화에 의한 열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아밀로펙틴 구조 분석

시료의 아밀로펙틴 사슬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HPAEC-
방법으로 등 의 방법에 의해 시료 전처PAD Suzuki (2006)

리 및 분석하였다.
조제된시료는 dionex ion chromatography(DX-500, Dionex,

를 이용하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CA, USA) HPAEC-PAD .
분석에 사용된 컬럼은 였다CaboPac PA-1(250×4 mm I.D.) .
용매는 과150 mM sodium hydroxide solution 500 mM

를 포함한 를 사sodium acetate 150 mM sodium hydroxide
용하였으며 시료 주입량은 이며 시간에 따른 용매의25 lμ
농도를 달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중합도 까지. 5~56
조사되어 각 중합도별 백분율로 구하였고 품종간 중합도,
차이를 알아보고자 일품벼의 아밀로펙틴 사슬 구조에서 고

아미 호 및 화선찰벼 각 중합도와의 차 를 구하2 (subtraction)
였다.

통계분석

분석된 결과의 통계분석은 SAS Enterprise Guide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Statistical analysis system, 2004)

균 의 다중검정을 실행하였다, Duncan .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및 외관특성

시험에 사용된 시료의 일반성분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1
와 같다 고아미 호는 지방 단백질 조섬유 회분이 다른. 2 , , ,
품종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백도는 낮았다 아밀로스함.
량은 일품벼는 자포니카 타입 일반미의 범위인 에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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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였고 고아미 호는 다소 높은 였으며 아17.3% , 2 22.1%
밀로펙틴만으로 구성되어있는 화선찰벼는 측정되지 않았다.
쌀 시료의 입형과 색은 와 같다 고아미 호는 길Table 2 . 2

이 너비 및 두께가 모두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고 장폭, ,
비도 로 가장 작았으나 시험에 사용된 세 품종은 농촌1.51
진흥청 조사기준(2 에 의해 모두 장폭비가 이하 형003) 2.00
에 속하였다 시료의 색은 화선찰벼는 찰벼의 특징인 불투.
명한 배유 특성을 나타내어 백도와 명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고 고아미 호는 적색도가 높고 심복백에 의한 영향으로2 ,
명도가 높게 나타났다.

신속점도측정기에 의한 호화특성

를 이용하여 아밀로그램 특성을 비교해 보면RVA Table
에서와 같이 시료의 호화특성은 최고점도와 최종점도 등3
에서 품종간에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고아미 호는 강. 2
등 의 보고에서와 같이 호화개시 온도가 로 매(2004) 82.2℃
우 높고 최고점도와 최저점도는 일품벼에 비해 상당히 낮,
은 반면 최종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강하점도(-0.47 RVU)

는 낮고 치반점도 는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화(83.1 RVU) ,
선찰벼의 호화개시온도는 일반 메벼인 일품벼와 비슷한

였으며 최고 및 최저 점도는 일품벼에 비해 상당히68.5℃
낮고 치반점도 또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
임 등 이 를 이용한 메벼와 찰벼와의 아밀로그램(1995) RVA
특성 비교실험을 통해 호화개시 온도는 약 로 비슷하68℃
며 메벼가 찰벼보다 최고 및 최종점도가 높았고 메벼 중 통

일형의 최고점도가 자포니카보다 높다고 한 것과 같은 결과

이다.

아밀로펙틴 구조 분석

는 를 이용하여 분석되어진 아밀로펙Fig. 1 HPAEC-PAD
틴 구조를 중합도에 따라 등 의 방법에 의Hanashiro (1996)
해 중합도 이상 사슬의 분획별 비율6~12, 13~24, 25~36, 37
을 나타낸 그림이고 는 결과이다 화선찰벼의 아밀, Table 4 .
로펙틴 구조 분포는 일품벼의 구조 분포와 매우 유사한 형

태를 보이며 중합도 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고12
아미 호는 두 품종에 비해 짧은 사슬의 분포가 적고 중합도2

Table 1. Proximate composition in milled rice of samples

Varieties Lipid (%) Protein (%) Fiber (%) Ash (%) Amylose content (%)
Ilpumebyeo 0.58 7.02 0.33 0.41 17.3
Goami 2 1.36 6.25 0.58 0.85 22.1
Hwasunchalbyeo 1.02 6.41 0.40 0.62 nd†

†nd : not detected

Table 2. Shape and color characteristics of milled rice used.

Varities Length
(mm)

Width
(mm)

Thickness
(mm)

Length/
Width

Color and color difference†
Whiteness

L a b
Ilpumebyeo 4.50 2.72 1.93 1.65 68.0 0.16 13.4 38.5
Goami 2 3.92 2.61 1.76 1.51 70.6 1.64 15.4 36.3
Hwasunchalbyeo 4.92 2.84 2.00 1.73 74.7 0.23 12.9 49.0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Table 3. Pasting properties of rice flours of varieties by RVA (Unit: RVU)

Varities Maximum
Viscosity

Minimum
Viscosity Break down Final Viscosity Setback Pasting

Temp ( )℃
Ilpumebyeo 309.4a 193.6a 115.8a 330.7a 137.1a 64.2c

Goami 2 100.9b 91.2b -0.47c 174.3b 83.1b 82.2a

Hwasunchalbyeo 89.1c 61.3c 27.8b 90.1c 28.9c 68.5b

Values with the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different significantly according to DMR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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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14~15 . Hanashiro
등 이 쌀과 밀 등 여종의 전분 함유 작물의 아밀로(1996) 10
펙틴 구조를 조사하여 찹쌀과 일반미의 아밀로펙틴 구조가

매우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각각의 가장 큰 중합도 값은 71
과 이었으며 중합도 에서 가장 높은 분포도를 보이는68 12
등 두 종류의 시료는 매우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고 한 것

과 비슷했다.
아밀로펙틴 사슬 분포도그림 에서 본 바와같이 고아미( 1)
호는 중합도 의 짧은 사슬2 6~12 이 로 다른 품종의14.1%

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고 이 결과는 고28.14~30.45%
아밀로스 전분의 아밀로펙틴 미세구조가 짧은 체인보다 긴

체인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등 과 같은 결과Reddy (1993)

이다 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하나. Yasuhito and Isao(2003)
의 에 연결된 체인의 수는 고아미 호가 개로 가cluster 2 2.18
장 적고 화선찰벼 일품벼 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3.84, 4.09
조사되었다.
Fig. 2는 일품벼에서 고아미 호 및 화선찰벼 각 품종의2

중합도와의 차 를 구한 그림으로 각 그래프의(subtraction)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일품벼와 화선찰벼의 중합도

차가 인 것에 비해 일품벼와 고아미 호와의 중합도 차±0.4 2
는 으로 매우 넓은 범위를 차지하여 고아미 호의4.0~-1.0 2
아밀로펙틴 분포가 매우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두 그래프 모두 중합도 을 지나며 양의 값에서 음. 17
의 값으로 나타나 일품벼는 이하의 짧은 사슬이 보DP 16

Fig. 1. Chain-length distributions of amylopectins by HPAEC-PAD. Abbreviation: IP, Ilpumbyeo; GA, Goami 2; HSW,
Hwasunchalbyeo

Table 4. The proportions of fractions, fa, fb1, fb2 and fb3 of the rice flours

Varities fa† fb1 fb2 fb3 fb1+2+3 fb1/fa (fa+fb1)/(fb2+fb3)‡

Ilpumebyeo 30.45 50.14 11.41 8.00 69.55 1.65 4.09
Goami 2 14.12 54.44 17.28 14.16 85.88 3.86 2.18
Hwasunchalbyeo 28.59 50.65 12.15 8.61 71.41 1.77 3.84

†fa: DP 6~12, fb1: DP 13~24, fb2: DP 25~36, fb3: DP 37>‡Number of chains per cluster
Values with the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different significantly according to DMR test, p<0.05

Fig. 2. The chain length difference of the Ilpumbyeo and Goami 2 (Left) and Ilpumbyeo and Hwasunchalbyeo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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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으며 이상 긴 사슬의 함량이 일품벼에 비해 적DP 17
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사시차열량계에 의한 호화 및 노화 열 특성

쌀에서 제조된 전분의 호화 및 노화 열 특성 결과는DSC
과 같이 품종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Table 5, Fig. 3

타났다 에 의한 쌀가루의 호화 열특성은 찰벼인 화선. DSC
찰벼의 는 일반계 품종과 비슷했으나 가 높게 나To, Tp Tc
타났고 호화에 필요한 흡열 엔탈피는 화, 선찰벼 일품벼 고, ,
아미 호가 각각 의2 11.08 mJ/mg, 7.92 mJ/mg, 6.52 mJ/mg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최고 호화, RVA
온도는 고아미 호가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2 85.3 .℃
으로 호화엔탈피는 전분을 구성하는 분자 구조간 결합력과

결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메벼보다 찰벼가 아밀로스 함량,
이 낮은 품종이 높은 품종보다 분자 구조간 결합력과 결정

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화된 전분을 에서 일간 보관하여 측정한 노화 열특4 6℃
성 결과 일품벼와 고아미 호 전분시료에서는2 41.9~55.2℃에

서 첫 번째 흡열피크가 나타나며 이상에서는 두 번째, 95℃
흡열 피크가 나타났고 화선찰벼에서는 흡열피크가 나타나,
지 않았다 노화 흡열엔탈피는 고아미 호가 으. 2 5.12 mJ/mg
로 가장 큰 흡열 피크를 보였으며 그 이유는 와RVA DSC
호화 결과에서 나타나듯 호화되기 어려운 고아미 호의 품2
종 특성상 완전히 호화되지 않고 남은 결정 영역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찰벼의 노화 열특.
성에서 흡열 피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밀로펙틴만으로

구성된 찰벼에서는 원래의 분자 질서를 회복하지 못하였음

을 의미한다 와 은 찹쌀전분을 에서. Chang Lin(2007) 4 7℃
일간 저장한 후 노화된 시료의 엔탈피를 측정하였을 경우

본 실험결과와 같이 흡열피크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산처리,
된 찹쌀전분에서는 산처리 정도가 클수록 흡열엔탈피가 증

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Table 5. Thermal properties of rice starches separated from different rice varieties and retrogradation properties as storage
temperature at 4 , for 6 days by DSC℃

Varieties
First peak Second peak

To
( )℃

Tp
( )℃

H△
(mJ/mg)

Tc
( )℃

T△
( )℃

To
( )℃

Tp
( )℃

H△
(mJ/mg)

Tc
( )℃

T△
( )℃

Gelatinization
Ilpumebyeo 63.2c 73.2c 7.92b 99.4b 36.2b

Goami 2 73.2a 85.3a 6.52c 102.0b 28.8c

Hwasunchalbyeo 66.4b 77.8b 11.08a 105.2a 38.8a

Retrogradation
Ilpumebyeo 52.6a 63.9b 0.73b 83.3a 30.6a 96.9a 107.3a 0.99a 120.1a 23.2a

Goami 2 55.2a 73.4a 5.12a 90.4a 35.3a 99.4a 106.5a 0.95a 119.9a 20.5b

Hwasunchalbyeo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To: onset temperature, Tp: peak temperature (=gelatinization temperature), Tc: completion temperature, T = Tc-To,△
H: gelatinization enthalpy of rice starch flours△

nd: not detected
Values with the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different significantly according to DMR test, p<0.05

Fig. 3. DSC endotherms of gelatinization of rice starch flours (Left) and retrogradation of rice starch flours at 4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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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전분의 물리적 특성

은 각 품종별로 용해도와 팽윤력간 회귀관계를 나Fig. 4
타낸 결과로 각 품종에 따라 특성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와 에 따르면 아밀로펙틴이 전분 팽윤Tester Morrison(1990)
에 주요한 원인이 되며 반면에 아밀로스와 지방은 팽윤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등 은 전분 입자내의 결합. Leach (1959)
력이 팽윤 양상에 영향을 주어 결합 정도가 강한 전분은 팽

윤을 방해하므로 온도 증가에 따른 팽윤력을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인 결합강도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은 각 전분의 물결합력을 나타낸 것으로 물결합력Table 6

은 아밀로펙틴의 분지부분인 무정형부분과 물의 결합 정도

를 나타낸 것으로 찹쌀에 비해 멥쌀에서 더 작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 결과는 멥쌀 전분에 비해 찹쌀 전분에서 더 높.
은 물결합능력을 보여준 송과 신 의 결과와 같은 경향(1998)
인데 그 이유는 아밀로스 함량이 적을수록 전분에서 비결정

부분이 많고 내부 치밀도가 낮아서 높은 값을 보인다고 하

였다 고아미 호의 물결합력은 다른 품종에 비해 매우 크. 2
고 팽윤력은 매우 작은, 특성을 보였다.

결 론

본 연구는 아밀로스 함량이 다른 세 품종의 쌀을 이용하

여 쌀의 호화특성과 노화특성 등 몇가지 전분 특성 분석하

였다 주요 분석된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험에 사용된 시료의 일반성분은 품종간 큰 차이는 없었

으나 고아미 호는 조지방이 로 다른 시험재료에 비해2 1.36%
배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에 의한 호화특성은 최2~3 . RVA

고점도 최저점도 강하점도 및 치반점도 등 모든 특성치에, ,
서 일품벼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고아미 호의 호화2
개시온도는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82.2 .℃
아밀로펙틴 구조 분석 결과 일반미와 화선찰벼는 중합도

에서 최고 분포를 갖는 등 비슷한 유형을 나타냈으며 고12
아미 호는 중합도 에서 최고 분포를 보이며 가2 14 fa 14.1%
로 다른 품종의 에 비해 현저히 적은 특징을28.14~30.45%
나타냈다.

에 의한 쌀가루의 호화 열특성은 찰벼인 화선찰벼의DSC
는 일반계 품종과 비슷했으나 가 높게 나타났고To, Tp Tc ,

흡열엔탈피는 으로 가장 큰 값을 보였다 고11.08 mJ/mg .
아밀로스 품종인 고아미 호는 호화온도는 높고 흡열엔탈2 ,
피는 가장 낮아 흡열엔탈피는 였고 자포니카6.52 mJ/mg ,
타입 일반미인 일품벼는 였다7.92 mJ/mg .
호화된 쌀가루를 에서 일간 보관 후 에 의해 측4 6 DSC℃

정된 노화 열특성은 에서 첫 번째 흡열피크가41.9~55.2℃
나타나며 이상에서 두 번째 흡열피크가 나타났다 고, 95 .℃
아미 호의 노화 흡열엔탈피는 으로 가장 컸다2 5.12 mJ/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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