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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 전분의 페이스팅/페이스트 특성 및 냉해동 안정성에 대한

잔탄검-로커스트콩검 혼합물의 영향

김 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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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Xanthan-locust Bean Gum Mixtures on Pasting/Paste
Characteristics and Freeze-thaw Stabilities of Waxy Rice Starch

Hyun-Seo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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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rmal rice starch (NRS) possesses high gelling and retrogradation tendencies, with poor freeze-thaw stabil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artial replacement of waxy rice starch (WRS) with gums on the pasting and
viscoelastic properties as well as the freeze-thaw stability of the WRS paste. Xanthan gum (XAT), locust bean gum (LBG),
and their mixtures were individually mixed with WRS at a ratio of 1:19 (w/w). WRS-gum mixtures were pasted using a
rapid visco-analyzer at 5% total solid content, and analyzed with respect to the pasting and viscoelastic characteristics, and
freeze-thaw stability. Pasting properties of WRS were retarded in pasting temperature and enhanced in pasting viscosity
(although peak viscosity was varied) by partial replacement with gum and gum mixtures. Storage moduli of WRS-
XAT:LBG pastes became similar to those of NRS paste with increasing angular frequency from 1 to 10 rad/s. Finally,
WRS-XAT and WRS-XAT:LBG possessed more enhanced freeze-thaw stability than N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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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분은 포도당을 단량체로 하는 구조적으로 다른 고분자들, 선

형의 아밀로오스와 고도분지사슬의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

다(1). 이들은 자발적인 조립을 통해 부분결정성 집합체(semi-

crystalline aggregate)를 형성하여 과립(granule) 형태로 존재한다

(2). 천연전분은 증점제, 분산안정제, 겔화제, 부형제, 코팅 및 광

택제 등으로 식품산업과 기타산업 분야들에서 널리 활용되어 오

고 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전분은 냉수에서의 낮은 용

해성, 열, 산 및 전단력에 대한 페이스트의 낮은 안정성, 페이스

트의 통제하기 어려운 점조성, 빠른 노화 및 겔화와 낮은 냉해동

안정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1). 이와 같은 천연전분의 산

업적 적용성에 대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식품원료로 사용

되는 천연전분의 대부분은 그것 자체가 보유한 물리화학적 특성

을 개선하거나 풍부하게 하기 위해 화학적 변성전분으로 제조한

다(4). 그러나 최근 소비자들의 화학적 식품첨가물에 대한 반발

로 인하여 많은 가공식품 생산업체들은 그들의 제품에 화학적 변

성전분의 사용을 줄이거나 피하려 한다(5).

화학적 변성전분을 대체하기 위해 천연전분의 물리적 및 효소

적 처리방법들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으나 이들 처리에 의한 전

분들은 화학적 변성전분의 물리적 및 유변학적 특성을 대체하기

에는 한계점을 보유하고 있다(1,6). 화학적 변성전분과 유사한 특

성을 나타내는 소재로 검(gum)으로 통칭되는 비전분성 탄수화물

생물고분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수화 및 용해되는데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고 낮은 온도에서도 점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러한 비전분성 탄수화물 생물고분자의 특성은 작업적성을 어

렵게 하여 가공식품에 대량으로 첨가할 수 없고 천연 및 변성전

분들의 첨가에 의한 식품의 고형분 함량의 조정기능을 대체할 수

없는 한계점을 나타낸다. 그래서 천연전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화학적 변성전분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류와 천연전분 혼

합물의 물리적, 열적, 및 유변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예로부터

많이 수행되어 오고 있다(5-7). 전분-검 혼합물들은 전분의 원료

(옥수수, 밀, 감자, 타피오카 등) 및 아밀로오스 함량에 따라, 검

류의 종류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검류의 치환기의 종류 및 치

환정도에 따라, 전분과 검류의 혼합비율에 따라 각각의 전분과

검의 조합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타내어 천연전분과 화학적 변

성전분을 대체할 수 있는 최적 조합을 찾는데 어려움이 존재한

다(5-7).

한편 비전분성 탄수화물 생물고분자들 이외에 일반전분(20-25%

아밀로오스)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화학적 변성전분들

일부의 대체가 가능한 천연전분으로 찰전분(waxy starch)이 있다

(3). 아밀로펙틴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아밀로오스 함량이 5%

미만을 함유한 찰전분은 일반전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

에서 팽윤 및 용해되고, 페이스트의 투명도가 높고, 안정한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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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점조성을 나타내며, 페이스트의 노화 및 겔화현상이 지연되

고 뛰어난 냉해동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1,8). 그러나 찰전분은

일반전분에 비해 페이스트의 점조성, 겔 강도 및 점탄성이 낮아

제한된 식품에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7).

본 연구의 목적은 잔탄검과 로커스트콩검의 상호작용에 의한

겔 형성 특성(9)을 이용하여 일반전분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대

체 가능한 찰전분-검류 혼합물을 탐색하기 위하여 혼합비율을 달

리한 잔탄검-로커스트콩검 혼합용액 안에서 찹쌀 전분의 페이스

팅 점도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찹쌀 전분-검 혼합물의 유변학적

특성과 냉해동 안정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멥쌀과 찹쌀은 2010년 경북 예천군에서 수확하여 2011년 5월

도정한 것들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멥쌀 및 찹쌀 전분 제조를 위

한 원료로 하였다. 잔탄검(G1253)과 로커스트콩검(G0753)은 Sigma-

Aldrich사(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쌀 전분 제조

멥쌀 및 찹쌀들은 원료쌀 무게의 3배 가량의 탈이온수로 3회

세척한 후 다시 5배 가량의 탈이온수를 가하여 4oC에서 18시간

동안 수침하고 30분간 체반 위에서 탈수하였다. 탈수된 쌀은 롤

밀(DK104, Sejung Tech., Daegu, Korea)을 이용하여 쌀가루를 제

조하고 이로부터 알칼리 침지법에 의해 쌀 전분을 분리하였다

(10). 쌀가루에 0.4% NaOH 용액을 1:3의 비율로 가하여 4oC에서

2시간 동안 침지하고 이를 가정용 믹서기(HMF-3450S, Hanil

Electric, Incheon, Korea)를 이용하여 2분간 분쇄한 후 200 mesh

시험용체(No. 200, Chunggye, Seoul, Korea)를 통과시켰다. 시험

용체 위의 잔류물들은 다시 0.4% NaOH 용액과 혼합하고 가정

용 믹서기로 2분간 분쇄하여 시험용체를 통과시켰다(총 5회 반

복). 이 조작으로부터 얻어진 전분유는 4oC에서 24시간 동안 방

치하고 상등액과 전분케이크를 분리하였다. 전분케이크 상층부의

단백질분획(밝은 노란색)을 시약스푼으로 제거하고 전분케이크 두

께의 5배 가량의 0.4% NaOH 용액을 가하여 전분을 분산시킨 후

4oC에서 24시간 동안 침지시켰다. 이 조작을 전분케이크 상층부

에서 단백질분획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4-5회 반복하였다. 단백

질 제거를 위한 마지막 조작으로부터 얻어진 전분케이크는 증류

수에 분산시키고 5 M HCl을 이용하여 pH 6.5로 조정한 후 25oC,

3,0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회수된 전분케이크는 무수

에탄올을 가하여 30분간 교반한 후 감압여과하고 40oC에서 24시

간 동안 열풍건조하여 분석시료로 하였다. 이와 같이 제조된 쌀

전분의 아밀로오스 함량을 요오드 용액을 이용한 비색법(11)으로

정량하였을 때, 멥쌀 전분과 찹쌀 전분의 아밀로오스 함량은 각

각 22.3과 1.9%이었다.

잔탄검과 로커스트콩검 용액 제조

잔탄검은 증류수에 분산시킨 후 상온에서 철저히 교반하면서

3시간 동안 수화시켰다. 로커스트콩검은 증류수에 분산시킨 후

85oC에서 용액이 투명해질 때까지 교반하면서 용해시켰다. 검 용

액들의 제조과정 중 손실된 수분은 증류수를 가하여 보충하였으

며 검 용액들의 최종농도는 0.28% (w/w)이었다. 검 용액들은 찹

쌀 전분-잔탄검-로커스트콩검 페이스트를 제조하기 전에 바로 제

조하여 사용하였다.

페이스팅 점도 특성

멥쌀 전분, 찹쌀 전분과 찹쌀 전분-잔탄검-로커스트콩검 혼합

물의 페이스팅 점도특성은 신속점도분석기(RVA-4D, Newport

Scientific Pty, Ltd., Warriewood, NSW, Australia)를 이용하여 조

사되었다(7). 멥쌀 및 찹쌀 전분(1.40 g)들은 알루미늄 용기에 직

접 칭량하고 탈이온수를 가하여 총 28 g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찹쌀 전분(1.33 g)은 알루미늄 용기에 직접 칭량하고 잔탄검-로커

스트검 혼합용액 25 g을 가한 후 탈이온수를 가하여 총 28 g으로

조정하였다. 찹쌀 전분과 잔탄검-로커스트검 혼합물은 건조중량 기

준으로 19:1 (w/w)의 비율로 혼합되었다. 잔탄검-로커스트검 혼합

용액은 잔탄검 용액과 로커스트검 용액을 100:0, 75:25, 50:50,

25:75와 0:100의 중량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제조된 혼합물

들의 총 고형분 함량은 5% (w/w)로 일정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조된 혼합물들은 spatula와 플라스틱 회전

축을 이용하여 쌀 전분들을 완전히 분산시켜 50oC로 유지되는 신

속점도분석기에서 1분간 교반한 다음, 12oC/min의 가열속도로

95oC까지 가열하고 95oC에서 2.5분간 유지시킨 후 12oC/min의 냉

각속도로 50oC까지 냉각하여 50oC에서 4분간 유지시켜 페이스팅

점도 프로파일을 얻었다. 플라스틱 회전축은 최초 10초간 960

rpm으로 회전시킨 후 분석하는 동안 160 rpm으로 일정하게 회전

시켰다.

동적 점탄특성

쌀 전분들 및 찹쌀 전분-잔탄검-로커스트콩검 혼합물들의 페이

스트들은 “페이스팅 점도 특성”에서 묘사한 방법에 따라 제조한

후 알루미늄 용기를 밀봉하고 상온(24oC)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동적 점탄특성 분석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일정량의 페

이스트는 AR/G2 rheometer (TA Instruments, New Castle, DE,

USA)의 platen에 놓고 5분 동안 페이스트의 온도를 25oC로 조정

하였다. Plate-plate system (직경: 4 mm, 간격: 500 µm)을 이용하

여 1% strain (선행된 strain sweep test로부터 결정된 선형 점탄성

영역)에서 0.1-10 rad/s의 진동수 범위에서 frequency sweep test를

수행하였다. 시험 중 페이스트의 수분손실은 실리콘오일을 도포

하여 방지하였다. 저장탄성률(storage modulus, G'), 손실탄성률(loss

modulus, G'')과 tan δ를 Rheology Advantage Data Analysis

Software (version 5.7.1, TA Instruments, New Castle, DE, USA)

로부터 얻었고 복소점도(complex viscosity, η*)는 저장 및 손실

탄성률로부터 계산되었다(7).

냉해동 안정성

쌀 전분 및 찹쌀 전분-잔탄검-로커스트콩검 페이스트들은 “동

적 점탄특성”에서 묘사된 방법과 동일하게 제조되었다. 페이스트

(13.0±0.5 g)는 50 mL 원심분리관에 넣고 밀봉하여 −25oC에서 72

시간 동안 저장한 후 30oC에서 3시간 동안 해동하였다. 이와 같

은 냉해동 순환주기는 7번 반복되었다. 해동된 페이스트는 25oC,

3,000×g에서 25분간 원심분리하고 페이스트로부터 유출된 물을

마이크로피펫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Syneresis

는 초기 페이스트 무게에 대한 유출된 물 무게의 백분율 비로 계

산되었다(12).

통계분석

모든 시험 및 측정들은 최소 3회 이상 반복하였고, 측정한 특

성치들은 one-way ANOVA 분석을 수행하여 평균±표준편차로 나

타내었다. 특성치들의 평균값들 사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95%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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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수준에서 Tukey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적 계산과

분석은 Minitab 16 (Minitab Inc., State College, PA, USA)에 의

해 수행되었다.

결과 및 고찰

찹쌀 전분-검 혼합물의 페이스팅 점도 특성

페이스팅 점도 특성의 조사를 위한 분석시료 제조하기 위해 찹

쌀 전분을 잔탄검(XAT), 로커스트콩검(LBG) 및 잔탄검-로커스트

콩검 혼합물(XAT:LBG)과 각각 혼합할 때 분석시료의 총 고형분

함량이 5%를 초과하거나 찹쌀 전분과 XAT (또는 XAT:LBG)의

혼합비율이 건조중량기준으로 19:1을 초과할 경우 찹쌀 전분이

검 용액 안에서 찹쌀 전분의 응집체들이 형성되어 균일한 분산

상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팅 점도 특성

조사를 위한 분석시료 내의 총 고형분 함량은 5% (w/w)로 하였

으며 찹쌀 전분과 검은 각각 4.75% (w/w)와 0.25% (w/w)이었다.

찹쌀 전분-검 혼합물의 페이스팅 점도 특성에 대한 대조군으로

찹쌀 전분(5%)과 일반 쌀 전분(5%)을 사용하였다. 또한 찹쌀 전

분 페이스팅 점도에 대한 검 혼합물의 상승효과(synergistic effect)

를 판단하기 위하여 동일한 신속점도분석기 운전조건에서 찹쌀

전분(4.75%)와 검(0.25%) 각각을 분석시료로 하여 시험하였다. 찹

쌀 전분-검 혼합물의 페이스팅 점도 프로파일과 특성치들은 각각

Fig. 1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찹쌀 전분과 XAT 만을 혼합한 경우(Table 1과 Fig. 1A) 찹쌀

전분에 비해 최고점도부터 최종점도 구간의 점도수준과 페이스

팅 온도는 찹쌀 전분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

으나 붕괴(breakdown) 및 setback 점도들 감소하였다. 본 연구결

과와 유사한 현상들은 Kim과 BeMiller(5)와 Shi와 BeMiller(13)의

연구들에서 관찰되었다. 페이스팅 중 50oC에서 95oC로 가열되는

구간에서는 음이온성(anionic)을 띄는 XAT의 이액서열(lyotropic)

효과에 의한 찹쌀 전분 입자의 팽윤이 제한되어 찹쌀 전분의 페

이스팅이 지연되고 최고점도의 감소와 최저점도(trough viscosity)

의 상승으로 인한 붕괴점도의 감소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강한 이액서열 효과를 나타내는 구연산 이온은 pH 11.5의 알칼

리성 용액에서 조차 전분입자의 팽윤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14). 한편 95oC에서 50oC로 냉각되는 구간에서는 XAT이 수

용액 상에서 확장된 막대(extended rod) 형태의 분자배열을 나타

내는 특성으로 최종점도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찹쌀 전분-LBG 혼합물은 찹쌀 전분의 페이스팅 온도와 유의

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온도 프로파일에 걸쳐 높은 수

준의 페이스팅 점도를 나타내었으며 붕괴점도를 제외한 페이스

팅 점도 특성들 모두 유의적으로 상승하였다(Fig. 1B와 Table 1).

이는 찹쌀 전분의 일부를 구아검으로 대체한 찹쌀 전분-구아검

혼합물과 찹쌀 전분에 구아검을 첨가한 경우의 페이스팅 점도 특

성과 유사하였다(7). Galactomannan은 수용액 상에서 단일나선

(single helix)의 배열로 존재하고 단일나선 형태의 2분자는 물 분

자의 중개에 의하거나 galactosyl기들 사이의 직접적 수소결합을

통해 횡으로 연결된 판(sheet) 형태로 배열되고 형성된 galacto-

mannan 판들은 추가적인 수소결합을 통해 packing되어 경직된 구

조체(rigid body)를 형성함으로써 galactomannan 용액의 점도를 상

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게다가 찹쌀 전분-LBG 혼합

물의 페이스팅 점도 상승은 연속상(continuous phase)과 분산상

(dispersed phase) 사이의 상분리(phase separation)현상 때문일 수

있다(13). 즉, 분산상인 전분입자들이 물을 흡수하여 팽윤되면서

연속상 내의 검과 전분입자로부터 유출된 전분분자들은 상대적

으로 농도가 높아짐으로써 연속상의 점도가 증가하면서 전분과

검 혼합물의 페이스트의 점도는 급격히 발달한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된 찹쌀 전분에 비해 증가된 찹쌀 전분-LBG 혼합

물의 페이스팅 점도는 수용액 안에서 LBG의 판형의 경직된 구

조체 형성과 팽윤된 전분입자와 LBG 용액 사이의 상분리로 인

한 찹쌀 전분-LBG 혼합물의 페이스팅 점도에 대한 상승효과

(synergistic effect)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찹쌀 전분과 XAT:LBG (XAT와 LBG 혼합물)를 혼합하여 페이

스팅 점도특성을 조사하였을 때, 찹쌀 전분-XAT:LBG의 페이스

팅 온도는 찹쌀 전분 및 찹쌀 전분-LBG 보다는 높고 찹쌀 전분

-XAT보다는 낮았으나 찹쌀 전분-XAT:LBG 내의 XAT 함량이 감

소하면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1과 Table 1). 이는 찹

쌀 전분-XAT:LBG에 있어 XAT 농도의 감소로 XAT의 이액서열

효과가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찹쌀 전분-XAT와

찹쌀 전분-LBG의 페이스팅 점도특성(Table 1)에 기초할 때 찹쌀

전분-XAT:LBG의 XAT 농도가 낮아질수록 최고점도와 최저점도

는 각각 증가 및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찹쌀 전분-

XAT:LBG의 최고점도는 찹쌀 전분-XAT (X100L000)에 비해 전

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X075L025 (XAT:LBG 혼합비율=3:1)을 제

외하고는 찹쌀 전분(WRS)과 찹쌀 전분-LBG (X000L100)보다 유

의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최저점도의 경우는 찹쌀 전분

Table 1. Pasting characteristics of normal and waxy rice starches, and waxy rice starch-xanthan-locust bean gum mixtures

Sample1)
Tp

2)

(oC)

Pasting viscosity (mPa · s)

Peak Trough Breakdown Final Setback

NRS3) 83.7±0.6a 444.5±6.4g 432.0±7.1e  12.5±0.7g 778.0±2.8a 346.0±9.9a

WRS3) 69.8±0.7f 865.0±2.8c 524.5±3.5d 340.5±6.4b 613.5±3.5e 089.0±0.0c

X100L0004) 77.4±0.0b 772.0±2.8f 622.0±2.8a 150.0±0.0f 684.5±7.8d 062.5±5.0d

X075L0254) c76.6±1.0bc 973.0±9.9a 592.0±8.5b 381.0±1.4a c701.0±9.9cd 109.0±1.4c

X050L0504) c74.3±0.0cd 834.0±7.1d 563.5±2.1c 270.5±5.0d 735.0±4.2b 171.5±2.1b

X025L0754) c72.7±1.1de 804.5±6.4e 559.0±2.8c 245.5±9.2e c722.0±4.2bc 163.0±7.1b

X000L1004) c70.6±0.7ef 902.0±8.5b c604.0±2.8ab 298.0±5.7c 784.5±6.4a 176.0±9.9b

*Mean values of three measurements; values sharing the lowercase letters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Total solid content: 5.0% (w/w)
2)Tp: pasting temperature
3)NRS, normal rice starch, WRS, waxy rice starch
4)The mixing ratio of waxy rice starch and xanthan-locust bean gum mixture was 19:1, based on dry weight basis. The mixing ratios (dry weight
basis) of xanthan and locust bean gum in xanthan-locust bean gum mixtures were 100:0 for X100L000, 75:25 for X075L025, 50:50 for X050L050,
25:75 for X025L075, and 0:100 for X000L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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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T:LBG의 XAT 함량이 낮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으나 찹쌀 전분(WRS)에 비해 높은 수준을, 찹쌀 전분-LBG에 비

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찹쌀 전분-검 혼합물 페

이스트의 최고 및 최저점도에 있어 XAT (또는 LBG)의 농도에

대해 의존적이지 않은 현상은 수용액 상에서 XAT이 LBG의 naked

region에서 가교영역(junction zone)을 형성하는 상호작용(9) 때문

으로 판단되며 XAT와 LBG 사이의 상호작용의 정도차이가 찹쌀

전분-XAT:LBG의 페이스트 점도특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

된다. 한편, 찹쌀 전분-XAT:LBG 페이스트의 최종점도와 관련하

여 찹쌀 전분과 찹쌀 전분-XAT보다 높은 수준을, 찹쌀 전분-LBG

보다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찹쌀 전분-XAT:LBG들 중

X050L050(XAT:LBG 혼합비율=1:1)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

다(Table 1). 찹쌀 전분 페이스트의 점도 상승과 관련하여 다른

기작을 나타내는 찹쌀 전분-LBG는 논외로 할 때, 찹쌀 전분-

XAT:LBG 페이스트의 최종점도 상승은 XAT와 LBG 사이의 상

호작용으로 반고체 겔(gel)을 형성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16). 이

는 XAT과 LBG 만을 혼합하여 온도 프로파일에 따라 페이스팅

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Fig. 1). 페이스

Fig. 1. Pasting viscosity profiles of the mixtures of waxy rice

starch, xathan, and LBG, depending on their mixing ratios (A;
100:0, B; 0:100, C; 75:25, D; 50:50, E; 25:75) of xanthan and

LBG. Total solid contents of waxy rice starch-xanthan-LBG
mixtures and xanthan-LBG mixtures were 5.00% and 0.2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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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점도 분석의 11분까지 XAT과 LGB 혼합용액은 페이스팅 점

도가 발달되지 않았으나 11-13분 구간(50oC에서 2분간 유지)에서

페이스팅 점도가 발달하였다.

찹쌀 전분-검 혼합물 페이스트의 최종점도에 대한 검(XAT, LBG,

및 XAT:LBG)에 의한 찹쌀 전분의 부분대체에 대한 상승효과

(synergistic effect)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찹쌀 전분(4.75%)의

페이스팅 특성을 조사하여 얻은 최종점도(개별실험결과 생략)와

검류(0.25%) 단독으로 페이스팅 특성을 조사하여 얻은 최종점도

를 합산하여 이론적인 찹쌀 전분-검 혼합물 페이스트의 최종점도

를 계산하여 실험을 통해 얻은 찹쌀 전분-검 혼합물의 최종점도

와 비교하였다(Fig. 2). 이론적인 찹쌀 전분-검 혼합물 페이스트

의 최종점도는 XAT:LBG 혼합비율이 50:50일 때를 기준으로 증

가하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찹쌀 전분-검 혼합

물 페이스트의 최종점도 실험치들은 이론치들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찹쌀 전분-검 혼합물 내의 XAT 농도가 감소할수

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찹쌀 전분-검 혼합물

페이스트의 최종점도에 대한 상승효과는 찹쌀 전분-검 혼합물들

이 페이스팅 동안 찹쌀 전분과 검 용액 사이의 상분리 현상 및

XAT과 LBG 사이의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페이스팅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를 고려할 때

찹쌀 전분의 일부를 XAT, LBG, 또는 XAT:LBG로 대체함으로써

일반 쌀 전분 페이스트의 점조성과 유사한 수준을 달성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찹쌀 전분-검 혼합물 페이스트의 동적 점탄특성

찹쌀 전분-검 혼합물 페이스트는 신속점도분석기를 이용하여

제조한 후 밀봉하여 상온(24oC)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동적

점탄특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Fig. 3과 Table 2에 나타내었

다. 일반 쌀 전분은 찹쌀 전분에 비해 페이스트의 저장탄성률은

높았으며 손실탄성률은 낮았다. 일반 쌀 전분과 찹쌀 전분의 페

이스트들은 모두 tan δ가 1보다 작아 탄성적 거동이 큰 고체와

같은 특성을 나타내었으나 일반 쌀 전분이 찹쌀 전분보다 더 낮

은 tan δ를 나타내었다. 이는 Kim 등(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다. 페이스팅에 의해 붕괴된 일반 쌀 전분으로부터 유출된 직쇄

상의 아밀로오스 분자들은 상온으로 냉각되면서 아밀로오스 분

자들 사이의 수소결합으로 높은 정도의 가교영역이 단시간에 형

성되어 상대적으로 단단한 겔을 형성한다(17). 반면 고도분지상

의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된(또는 아밀로오스가 없거나 소량 함유

한) 찹쌀 전분은 페이스팅 후 냉각되면서 아밀로오스와 같은 가

Fig. 2.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final viscosities of the pastes
of waxy rice starch-xanthan (XAT)-locust bean gum (LBG)

mixtures. Theoretical final viscosity was calculated by the sum of
final viscosities of waxy rice starch (4.75%) alone and gum (0.25%)
alone obtained from RVA tests.

Fig. 3. Plots of G' (A), G'' (B), and tan δ (C) versus angular
frequency for the pastes prepared from normal and waxy rice

starches, and waxy rice starch-xanthan-LBG mixtures

(X100L000, X075L025, X050L050, X025L075, X000L100). Waxy
rice starch-xanthan-LBG mixtures (5% total solid content) were
prepared by mixing waxy rice starch with xanthan-LBG mixtures to
the ratio (dry weight basis) of 19:1. The mixing ratios (dry weight
basis) of xanthan and locust bean gum in xanthan-locust bean gum
mixtures were 100:0 for X100L000, 75:25 for X075L025, 50:50 for
X050L050, 25:75 for X025L075, and 0:100 for X000L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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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영역을 빠르게 형성하지 못하여 점조성이 높은 졸(sol)을 형성

한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된 일반 쌀 전분과 찹쌀 전분

사이의 점탄특성 차이는 아밀로오스의 존재 여부로부터 기인한다.

찹쌀 전분-검 혼합물들의 모든 페이스트들의 저장탄성률과 손

실탄성률은 진동수가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3). 일반 쌀 전분 페이스트의 저장탄성율은 찹쌀 전분-XAT

(X100L000) 및 찹쌀 전분-LBG (X000L100)의 페이스트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손실탄성율과 tan δ는 낮았다(Fig. 3과 Table

2). 한편 찹쌀 전분-XAT 페이스트의 점탄특성과 관련하여 저장

탄성률은 적용된 진동수 범위에 걸쳐 찹쌀 전분(WRS)과 찹쌀 전

분-LBG (X000L100) 페이스트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수용액 안에서 확장된 막대(extended rod) 형태로 존재하는

XAT에 의해 찹쌀 전분 페이스트의 탄성특성이 강화되었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18). Arocas 등(18)은 XAT가 LBG보다 전분 페이

스트의 탄성특성을 강화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 보고하였다. XAT

가 찹쌀 전분 페이스트의 탄성특성을 향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찹쌀 전분-XAT 페이스트의 손실탄성률은 찹쌀 전분과 찹쌀 전

분-LBG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진동수가 0.1 rad/s

에서 10 rad/s로 증가하면서 찹쌀 전분-LBG의 손실탄성률과 유

사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XAT 분자들이 전분

분자들과 전분입자 파편들 사이의 규칙적인 분자배열을 형성(아

밀로오스 분자들에 비해 아밀로펙틴 분자들은 긴 시간이 필요함)

하려는 현상의 방해로 페이스트의 유동성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찹쌀 전분-XAT:LBG의 경우에 있어 저장탄성률은 일반 쌀 전

분 페이스트에 비해 적용된 진동수 범위에 걸쳐 낮은 수준을 나

타내었으나 찹쌀 전분, 찹쌀 전분-XAT 및 찹쌀 전분-LBG 페이

스트들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찹쌀 전분-XAT:LBG 내

의 XAT의 농도가 감소하면서 저장탄성률은 증가하는 양상을 나

타내었으며 X050L050과 X025L075의 찹쌀 전분-XAT:LBG 페이

스트의 경우 진동수가 10 rad/s에 가까워질수록 일반 쌀 전분의

저장탄성률과 유사해졌다(Fig. 3). 이는 XAT와 LBG 사이의 가교

영역의 형성을 통해 겔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찹쌀

전분을 제외하고 XAT과 LBG 혼합물만을 이용하여 페이스팅 처

리한 후 점탄특성을 측정하였을 때 X050L050과 X025L075의

XAT:LBG 겔은 찹쌀 전분-XAT:LBG 페이스트의 저장탄성율의

69.3-80.1%를 차지하고 있었다(Table 2). 따라서 찹쌀 전분 페이

스트에 비해 찹쌀 전분-XAT:LBG 페이스트의 저장탄성율의 증가

는 XAT:LBG 겔의 저장탄성률 때문이며 XAT:LBG에 의한 상승

효과는 거의 존재치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X075L025의

XAT:LBG 겔은 찹쌀 전분-XAT:LBG 페이스트의 저장탄성율의

36.4% 수준이었으며 XAT:LBG에 의한 찹쌀 전분 페이스트의 저

장탄성률 증가에 대한 상승효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

으로 보인다(Table 2). 이는 XAT이 LBG에 비해 3배가량 높은 수

준으로 존재하는 XAT:LBG 혼합물에 있어 두 검들 사이의 가교

영역 형성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로운 XAT 분자들에 의한 것으

로 생각된다.

찹쌀 전분-XAT 및 찹쌀 전분-LBG와 유사하게 찹쌀 전분-

XAT:LBG 페이스트의 손실탄성률은 일반 쌀 전분 및 찹쌀 전분

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찹쌀 전분-XAT:LBG 들 사이

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3). 저장탄성률과 유사하

게 찹쌀 전분-XAT:LBG 페이스트의 손실탄성률 증가에 대한

XAT:LBG의 영향을 조사하였을 때, XAT:LBG 겔의 손실탄성률

은 찹쌀 전분-XAT:LBG 페이스트의 11.4-13.0% 수준으로 직접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Table 2). 따라서 찹쌀 전분-XAT:LBG

의 손실탄성률 증가는 찹쌀 전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나 찹쌀

전분(WRS) 페이스트와 XAT:LBG 겔 자체의 손실탄성률(각각 5.8

Pa과 1.2-1.5 Pa)을 고려할 때 찹쌀 전분 페이스트의 손실탄성률

에 대한 XAT:LBG의 상승효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찹쌀 전분-XAT:LBG 페이스트 내에

서 XAT와 LBG 사이의 가교영역 형성에 의한 3차원 망상구조

(network)가 구축되고 전분분자들(전분입자 파편들 포함)이 망상

구조 내에 가둬지면서 전분분자들이 XAT:LBG 겔 안에 상대적

으로 균일한 분산으로 찹쌀 전분-XAT:LBG 페이스트의 유동성이

증가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전반적인 결과를 고려할

때 찹쌀 전분의 일부를 XAT:LBG 검 혼합물로 대체할 경우 일

반 쌀 전분의 페이스트(또는 겔)의 점탄성을 대체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찹쌀 전분-검 혼합물 페이스트의 냉해동 안정성

일반 쌀 전분 페이스트를 대조군으로 하여 찹쌀 전분-XAT:LBG

페이스트의 냉해동 안정성을 7회에 걸친 냉해동 순환처리를 통

해 조사하였다. 일반 쌀 전분 페이스트의 syneresis는 냉해동 순

환처리 3회까지 급격히 증가한 후 추가적인 냉해동 순환처리 횟

수가 증가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전분의 아밀로펙틴에 비해 아밀로오스 분자들의 신속한 회합

(association)과 회합의 지속적인 진행으로 전분 겔 구조로부터 물

Table 2. Effect of xanthan and locust bean gums on the storage and loss modulii of waxy rice starch paste (at 25oC and 6.28 rad/s)

Sample1)
WRS-gum mixture1) Gum alone1)

G' (Pa)2) G'' (Pa)2) G' (Pa)2) G'' (Pa)2)

NRS3) 44.4±2.3a 5.2±0.3f - -

WRS3) 14.9±0.6d 5.8±0.1e - -

X100L0004) 28.0±0.2c 9.0±0.0d 00.9±0.2c 1.0±0.1c

X075L0254) 37.6±0.2b 10.5±0.0b0 13.7±0.3d 1.2±0.0b

X050L0504) 42.7±1.8a 10.7±0.1b0 34.2±3.0d 1.5±0.0a

X025L0754) 44.3±0.1a 11.5±0.1a0 030.7±1.5de 1.5±0.1a

X000L1004) 18.7±0.4d 9.9±0.1c - -

*Mean values of three measurements; values sharing the lowercase letters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Total solid content: 5.0% (w/w) for WRS-gum mixtures and 0.25% (w/w) for gum alone
2)G', storage modulus; G'', loss modulus
3)NRS, normal rice starch; WRS, waxy rice starch
4)The mixing ratio of waxy rice starch and gum was 19:1, based on dry weight basis. The mixing ratios (dry weight basis) of xanthan and locust
bean gum in xanthan-locust bean gum mixtures were 100:0 for X100L000, 75:25 for X075L025, 50:50 for X050L050, 25:75 for X025L075, and
0:100 for X000L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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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출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19,20). 찰전분이 일반전분보다

냉해동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12) 본 연구에서도

일반 쌀 전분에 비해 찹쌀 전분 페이스트의 syneresis는 냉해동

순환처리 5회부터 발생한 후 냉해동 순환처리가 증가하면서 증

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찰전분의 아밀로펙틴 분자들은

고도분지사슬을 보유하고 있어 아밀로오스와는 다르게 아밀로펙

틴 분자들 사이의 회합을 위해 긴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전분에 비해 냉해동 순화처리에 따른 syneresis가 지연될 뿐만 아

니라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2). 한편 찹쌀 전

분-검 혼합물들은 찹쌀 전분에 비해 모두 높은 수준의 냉해동 안

정성을 나타내었으며 X100L000, X075L025, X050L050, X025L075,

X000L100순으로 냉해동 안정성이 낮아졌다(Fig. 4). Lee 등(19)은

XAT가 LBG에 비해 고구마전분의 냉해동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

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찹쌀 전분-XAT

(X100L000) 페이스트가 찹쌀 전분-LBG(X000L100)보다 냉해동

안정성이 높았다. 한편 찹쌀 전분-XAT:LBG 페이스트들의 냉해

동 안정성은 찹쌀 전분-XAT와 찹쌀 전분-LBG 사이에 존재하였

는데 XAT의 함량이 감소하면서 냉해동 안정성이 저하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요 약

찹쌀 전분과 검(XAT, LBG, 및 XAT:LBG) 혼합물의 페이스팅

특성과 이들 페이스트의 점탄특성 및 냉해동 안정성을 조사하여

일반 쌀 전분(20% 수준의 아밀로오스 함유)의 물성을 대체할 수

있으며 낮은 냉해동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찹쌀 전분-검 혼

합물의 조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찹쌀 전분은 검(XAT 및 LBG)

및 검 혼합물(XAT:LBG)에 의해 건조중량 대비 19:1의 비율로 대

체하여(총 고형분 함량 5%, w/w) 페이스팅 점도 특성을 조사하

였을 때 찹쌀 전분-검 혼합물 내의 XAT 농도가 낮아질수록 찹

쌀 전분의 페이스팅 온도에 근접하였다. 최고점도는 찹쌀 전분-

XAT 혼합물에서 가장 낮았으며 XAT와 LBG를 75:25의 비율의

검 혼합물로 찹쌀 전분을 대체하였을 때(X075L025)가 가장 높았

다. 또한 찹쌀 전분-XAT:LBG의 최고점도에서 최종점도 사이의

온도 프로파일 범위에서 찹쌀 전분만을 이용하였을 때보다 높은

수준의 페이스팅 점도를 나타내었다. 찹쌀 전분-검 혼합물 페이스

트의 점탄특성은 찹쌀 전분-XAT:LBG (X050L050 및 X025L050)

페이스트들에 한해 5 rad/s의 높은 진동수에서 일반 쌀 전분 페

이스트의 저장탄성률과 유사해졌다. 손실탄성률은 모든 찹쌀 전

분-검 혼합물 페이스틀이 찹쌀 전분과 일반 쌀 전분들 보다 높

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냉해동 안정성과 관련하여 일반 쌀 전분

페이스트에 비해 찹쌀 전분 및 찹쌀 전분-검 혼합물들이 높은 냉

해동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이 중 찹쌀 전분-XAT와 찹쌀 전분-

XAT:LBG (X075L025)가 7회의 냉해동 순환처리에도 syneresis 현

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모든 결과들을 고려할 때 일반 쌀 전분을

대체할 수 있는 찹쌀 전분-검 혼합물은 XAT와 LBG를 건조중량

비율로 50:50으로 혼합한 검 혼합물을 찹쌀 전분의 건조중량의

5% 수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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