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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가열이 전분의 외부와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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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Ohmic Heating on External and Internal Structure of St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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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hmic heating uses electric resistance heat which occurs equally and rapidly inside food when the electrical current is 
transmitted into. Prior to the study, we have researched the potato starch’s thermal property changes during ohmic heating. 
Comparing with conventional heating, the gelatinization temperature and the range of potato starch treated by ohmic heating 
are increased and narrowed respectively. This result is appeared equally at wheat, corn and sweet potato starch. At this 
study, we treated potato, wheat, corn and sweet potato starch by ohmic/conventional method and observed change of external 
structure by microscope and internal structure by X-ray diffractometer. Conventional heated at 55℃ potato starch was not 
external structural changes. But ohmic heated potato starch is showed largely change. Some small size starch particle were 
broken or small particles are made of larger particle together or small particles caught up in the large particle. Changes 
in ohmic heated potato starch at 60℃ was greater. The inner matter came to an external particle burst inside and only 
the husk has been observed. The same change was observed in the rest of the starch. The change of internal structure of 
potato starch was measured using X-ray diffraction pattern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ohmic and 
conventional heating at 55℃. But almost every peak has disappeared ohmic at 60℃. Especially 5.4° peak to represent the 
type B was completely gone. When viewed from the above results, external changes with change in the internal crystal 
structure of the starch particles were largely unknown to appear. In conclusion, during ohmic heating changes of starch 
due to the electric field with a change in temperature by the heating was found to have progressed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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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옴가열(ohmic heating)은 전기를 이용하는 가열 방법으로, 
전류가 전류저항체인 식품을 통과하는 과정 중 내부 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저항열을 이용하는 가열법(de Alwis & Fryer 
1992)으로, 식품의 내부 전기 저항에 의해 식품의 내부부터 

열이 발생하고, 전류량의 조절을 통해 내부 온도 상승의 조절

이 가능하다. 고체 식품을 옴가열할 경우, 급속가열과 균열가

열이 가능하여 고품질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며(Rahman MS 

1999), 또한 액체와 고체 혼합물의 경우에는 액체와 고체를 

동시에 가열할 수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살균 제품을 생산하

는데 이용할 수 있다(Zareifard 등 2003). 
옴가열은 가열 특징 외에도 전기장에 의한 특성변화가 보

고되고 있다. 전기장에 식물세포가 노출되면 세포막에는 구

멍이 생기게 되고, 원형질막이 선택적으로 파괴되어 이온들

의 투과성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astogi 
등 1999). 동일한 온도 프로파일로 옴가열을 이용하여 두유를 

추출한 경우, 재래가열에 비해 두유의 수율, 고형분 함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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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회수율이 증가하였고(Kim & Pyun 1995), 대두단백질

을 열변성시킨 후 DSC를 분석한 결과, 옴가열이 재래가열에 

비해 열변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Cha YH 2011). 감자 전분

을 호화점 온도 이하에서 동일온도로 가열처리한 경우, 옴가

열 처리한 감자 전분의 호화점이 더 높은 온도로 이동하고, 
호화개시점과 호화종결점의 범위가 더 좁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Cha YH 2012).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밀, 옥수수와 

고구마 전분을 각각 호화점 밑에서 옴가열을 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고, 옴가열에 의해 전분의 흡수력이 크

게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Cha YH 2014). 
화학적으로 전분은 많은 수의 포도당이 α-D-(1,4)와 α- 

D-(1,6)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고분자․다당류로서 아밀로

오스(amylose)와 아밀로펙틴(amylopectin)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밀로오스는 전분의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며, 간단하

게 표현하기 위해 직쇄상이라 표현하나, 실제로는 나선형 구

조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연구에서는 가지를 갖는 아

밀로스 폴리머의 존재도 보고되었다(Cura 등 1995). 나선형의 

내부는 수소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수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아밀로오스는 지방산, 지방산을 갖고 있는 glyceride, 
알콜류 그리고 요오드와 결합하여 clathrate 화합물을 만든다

(Fennema OR 1985). 즉, 소수성의 나선형 구조의 중심부에 소

수성의 화합물이 들어가서 복합체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지방이나 유화제로 사용되는 monoglyceride나 diglyceride와 

아밀로오스가 결합할 경우, 전분의 호화점이 이동하고, 물성

이나 점성이 변하며, 노화 특성 역시 변화한다(Boltz & Thompson 
1999). 

아밀로펙틴은 아밀로오스보다 분자량이 크며, 포도당이 

α-D-(1,4) 결합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α-D-(1,6) 결합으로 

가지를 치고 있다. α-D-(1,6) 결합은 평균 아밀로펙틴 분자 

결합 중 4~6%를 차지하며, 실제 아밀로펙틴 분자 내에는 약 

20,000개의 가지가 존재한다.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의 함

량과 구조는 전분 입자의 구조와 호화와 겔화 특성 그리고 

물성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Waduge 등 2006).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은 자연 중에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전분 입자의 반결정 구조(semicrystalline) 속에 구성성

분으로 모여 있다. 전분 입자의 크기, 모양 그리고 구조는 전

분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감자 전분 입자의 크기는 5~100 
μm로 달걀형 또는 구형의 모양이다. 밀 전분 입자의 크기는 

1~45 μm이며, 둥근모양 또는 렌즈모양이다. 옥수수 전분 입

자는 5~30 μm의 크기를 가지면서 각진 모양이거나 둥근 모

양이다(Thomas & Atwen 1999). 밀, 보리 그리고 호밀 전분 입

자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누어지며, 서로 모양도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밀 전분 입자의 경우, 크기가 약 35 
μm인 달걀형의 전분 입자는 A형이라 불리며, 전분 입자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 비해 입자 크기가 약 3 μm 정도

인 작은 B형은 구형이다(Hung & Morita 2005). 
전분 입자 내부에서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이 어떤 형

태로 집합되어 있는지는 아직 완벽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분 입자 내부에서 무작위적으로 모여 있지 않고, 매우 질서 

정연하게 모여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Biliaderis 등 1981). X-선 회절 분석을 통해 연구된 전분의 내

부구조는 크게 A형, B형 그리고 C형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밀 전분의 크기에 따른 A․B형과는 다르다. 
X-선 회절 분석에 의해 전분이 나누어지는 이유는 아직 완전

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아밀로펙틴 내부의 사슬 길이의 차

이, 그에 따른 전분 입자의 충진 밀도 변화, 그리고 수분 함량

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u & Sarko 
1978). A형과 B형 전분 결정은 큰 차이를 보이지만, C형은 

이 두 가지 형을 섞어 놓은 형태로 생각된다. A형의 구조는 23
개에서 29개의 포도당으로 구성된 사슬을 갖는 아밀로펙틴으

로 이루어져 있다. 아밀로펙틴 사슬은 하이드록실기(hydroxyl 
group) 간의 수소결합에 의해 외부 이중나선 구조(outer double 
helical structure)를 형성하게 된다. 미쉘(micelle) 간에는 아밀

로오스의 직쇄상 사슬이 내부 부분(moieties)에 아밀로펙틴의 

외부 직쇄상 사슬들(outer linear chains)이 수소결합을 형성하

면서 충진되어 있다. 이런 형태는 일반적으로 옥수수, 밀 그

리고 쌀과 같은 곡류 전분에서 쉽게 관찰된다. B형의 구조는 

30개에서 44개의 포도당으로 만들어진 사슬들이 내부에 퍼

져 있는(inter-spread)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형

태는 감자 전분이나 바나나 전분에서 관찰된다. C형의 구조

는 A형과 B형을 섞어 놓은 것 같은 형태로서, 26개에서 29개
의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사슬 길이를 갖는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녹두, 콩, 타피오카 그리고 고구마 전분

들이 여기에 속한다(Sajilata 등 2006). 
본 연구에서는 X-선 회절 분석에 의해 A형으로 분류되는 

밀과 옥수수 전분, B형인 감자, C형인 고구마 전분을 호화점 

밑에서 옴가열과 재래가열법으로 동일 온도로 가열하였다. 
가열 처리한 각 전분의 외부 변화를 광학 현미경과 전자현미

경으로 관찰 비교하였다. X-선 회절분석을 통해 호화점이 낮

고 전분의 크기가 큰 감자 전분의 내부 구조 변화와 팽윤력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런 비교 관찰을 통해 옴가열이 전분의 

외부와 내부 구조에 주는 변화를 밝히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전분은 X-선 회절도에 의해 A, B 그리고 C형으로 나누어

진다. 전형적인 A형 전분인 밀 전분과 옥수수 전분, B형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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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분, C형인 고구마 전분을 시료로 선택하였다. 감자 전분

은 일본 Junsei사에서, 밀 전분과 옥수수 전분은 미국 Sigma
사에서, 고구마 전분은 일본 Wako사에서 시약급 이상의 것

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가열 장치
본 연구에 사용된 옴가열 장치는 Fig. 1에 개략적으로 나타

내었다. 옴가열 처리조는 내경이 100 mm인 유리 실린더로 외

부에 jacket을 설치하였으며, 용량은 1 L로 만들었다. 옴가열 

하는 동안 냉각수를 jacket에 흘려 계속적으로 냉각을 시켜 

줌으로써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였다. 옴가열에는 500 V의 전

압을 사용하였다. 500 V의 전압은 상용 전압인 220 V를 슬라

이닥스(DLC-5K300, Dae-lim Co., Korea)를 이용하여 250 V로 

약간 승압한 후, 주문 제작한 2배수 전압 증폭기(Dae-lim Co., 
Korea)를 이용하여 500 V로 증폭시켰다. 전분 현탁액에 판형

의 탄소 전극(150×25×5 mm)을 설치하고, 옴가열 중에는 현탁

액에 60% 이상 잠기도록 하였다. 옴가열 중 전극간의 거리는 

90 mm를 유지하였고, 전압구배는 55.5 V/cm로 유지하였다. 
옴가열 중 교반에 의한 전분의 물리적 손상을 최소로 하기 

위해, direct driving stirrer(SS-20, Young Co., Korea)로 100 rpm
이하로만 교반하였다. 

온도 조절 장치는 전원 on/off 스위치(HiMC22, Hyundai industrial 
Co., Korea)와 T형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는 온도 조절기(DX9, 
Hanyoung Co., Korea)로 구성되어 있다. 옴가열 중 처리조의 

온도(℃), 전압(V) 그리고 전류(A)값은 data logger(Hydra 2625A, 
Fluke Co., U.S.A.)로 수집하였다. 전류는 AC/DC current probe 
(80i-110s, Fluke Co., Franc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재래가열을 위한 장치는 기본적으로 옴가열 장치와 비슷

하다. 다만 전분 가열과 온도 유지가 드라이오븐 안에서 이루

어진다는 것만 차이가 있다. 재래가열 시 드라이 오븐의 온도

Fig. 1. Schematic diagram of ohmic heating apparatus.

는 옴가열 시의 온도 조절기의 설정온도와 같게 하였다. 

3. 실험 방법

1) 전분 현탁액의 가열 전 후 전처리

(1) 전분 현탁액의 제조
먼저 감자 전분, 밀 전분, 옥수수 전분 그리고 고구마 전분

을 0.1%(w/v) NaCl 용액을 이용하여 20%(w/v) 전분 현탁액

(starch : 0.1% NaCl solution = 1 : 4)을 만들었다. 전분 현탁액

에 NaCl을 첨가하는 이유는 현탁액 내로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다. 하지만 과량의 NaCl이 첨가될 경우, NaCl 
자체에 의한 영향이 커지므로 전류를 통하게 하는 전해질로

써의 역할만을 할 수 있는 0.1%(w/v) 농도로만 첨가하고, 가
열 처리 후 과량의 물로 세척하여 제거하였다.  

(2) 옴가열 처리
본 연구에서는 45℃부터 각 전분의 호화 개시 온도 사이의 

온도 중 몇몇을 선택하여 전분 현탁액을 24시간 동안 처리하

였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처리온도는 감자의 경우 45, 50, 55, 
60, 65℃, 밀의 경우는 45, 50, 55℃, 옥수수는 45, 55, 60, 65℃, 
그리고 고구마 전분의 경우는 45, 55, 65, 70℃로 하였다. 이 

처리 온도는 옴가열과 재래가열 모두에서 적용되었다. 

(3) 재료의 분말화
옴가열과 재래가열 처리가 끝난 전분 현탁액을 우선 증류

수를 첨가하여 1,000 mL로 부피를 맞추었다. 그리고 이 현탁

액을 잘 저어 준 후, 하룻밤 동안 냉장고에서 정치하였다. 정
치 후 상층은 버리고, 침전 가열전분은 잔존하는 NaCl을 제

거하기 위해 많은 양의 물로 희석한 후 부흐너 깔대기로 여과

하였다. NaCl이 전분 중에 남아 있게 되면 NaCl에 의해 전분

의 DSC 분석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완전히 제거하

였다. 여과한 전분은 공기 중에서 건조시킨 후 막자 사발을 

이용하여 60 mesh 이상으로 분쇄한 후 DSC 분석 시료로 사

용하였다. 

2) 전분 구조의 관찰

(1) 전분의 외부 구조
가열 전 후 전분의 입자 모양은 광학 현미경과 주사전자현

미경(5570, Hitachi Co., Japan)으로 관찰하였다. 
전분을 증류수를 사용하여 5% 현탁액으로 만든 후, 0.1 

mL를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떨어트린 후, 커버글라스를 덮

고, 광학 현미경으로 알맞은 배율에서 관찰하였다. 광학 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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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는 CCD가 장착되어 있는 Eclipse TE 2000-V(Nikon Co., 
Japan)를 사용하였다.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전분을 관찰하기 위해 전자현미경

용 검정색 양면테이프를 알루미늄 받침대 위에 붙인 후 소량

의 전분을 테이프 위해 점착시켰다. 다음은 전분 입자를 20 
nm의 금 코팅 처리한 후, 1.5 kV 조건하의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2) 전분의 내부 구조
가열 전 후 전분의 X-선 회절도는 Philips XPERT MPD 

(Philips analytical X-ray BV,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X-
선 회절장치의 설정치는 target voltage는 40 kV, 전류는 30 
mA, scanning range는 3~45°, step speed는 0.2°/sec, divergence 
slit width는 1/2 degree, 그리고 receiving slit width는 0.3 mm로 

설정하였다. 

(3) 전분의 팽윤력 측정
팽윤력은 Swinkels JJM(1985)이 발표한 방법을 약간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가열 처리한 전분 0.5 g을 10 mL의 증류수

에 현탁시킨 후, 60, 70, 80 및 90℃의 오븐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가열 중간에는 가끔씩 약하게 흔들어 주었다. 가
열이 끝나면 냉각을 시킨 후, 5,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 

시켰다. 상등액을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아래층에 침전되어 

있는 팽윤된 전분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전분의 팽윤력은 팽

윤된 전분이 흡수한 증류수의 무게를 사용된 전분의 무게로 

나눈 백분율(% imbibed water/g starch)로 표현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가열 처리에 의한 전분 입자의 외부구조 변화
전분 시료 4종류를 재래가열 또는 옴가열 방법에 의하여 

호화온도 이하에서 가열했을 때 전분 입자의 형태 변화를 광

학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전분 입자는 

종류에 따라 독특한 크기, 모양과 구조를 갖게 된다. Fig. 2에
서 생감자 전분 입자(Fig. 2(A))의 형태를 SEM 사진으로 관찰

하면 달걀형의 큰 입자와 구형에 가까운 작은 입자가 혼재하

여 있으며, 입자의 표면은 매끈하다. 감자 전분(Fig. 2(B))을 

재래방법으로 55℃에서 가열 처리한 경우는 생감자 전분과 

비교해서 특이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옴가열 처리

한 감자 전분(Fig. 2(C))은 작은 전분 입자가 일부 파괴되었고, 
이들 입자가 여러 개 엉켜 붙어 덩어리를 이루거나, 큰 입자 

주위에 작은 입자들이 붙어 있는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다. 
Fig. 3은 55℃에서 옴가열한 감자 전분 입자를 주사전자현미

경을 이용하여 고배율로 관찰한 사진이다. Fig. 3(C)를 보면 

Fig. 2. SEM photographs native (A) and heated potato 
starches by conventional (B) and ohmic (C) heating methods 
at 55℃ for 24h. 

감자 전분 입자의 표면이 깨지면서 내부 성분이 외부로 빠져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온도와 전기장의 영향에 의해 감자 전

분 입자가 손상되어 이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외부로 유출된 성분에 점착성이 있어 적은 입자들이 엉

켜 붙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3(A)와 (B)를 보면 엉켜 붙어 

있는 전분 입자와 입자 사이에 어떤 풀과 같은 물질에 의해 

붙어 있는 형태를 볼 수 있다. Fig. 3(D)를 보면 전분 입자의 

깨진 파편이 온전한 전분 입자에 붙어 이전에는 없는 모양의 

입자를 만들고 있다. 
60℃에서 가열한 경우, 재래방법으로 가열한 전분(Fig. 4(A), 

(B))은 입자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은 입자들이 엉켜있

는 형태가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옴가열한 경우(Fig. 4(C), 
(D)), 많은 전분 입자들은 팽윤되어 자신의 본래 형태를 잃었

고, 작은 전분 입자뿐만 아니라, 커다란 전분 입자들도 서로 

엉켜 붙어 거대한 전분 덩어리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파괴된 전분 입자 외에 원래 전분 입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입자도 상당량 존재하였다. Fig. 4(D)는 (C)의 동그라미

로 표시한 입자를 2배로 확대한 것이며, Fig. 4(E)와 (F)는 이 

부분을 각각 고배율로 촬영한 사진이다. Fig. 4(F)를 보면 전

분 내부의 성분들이 빠져 나가고 빈 껍데기만 남아 있는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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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igh resolution SEM photographs of potato starches 
heated by ohmic heating method at 55℃ for 24 h. Magnifi-
cations are (A) 1,500×, (B) 5,000×, (C) 3,000× and (D) 3,000×.

모양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 옴가열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

하면, 전기장 처리에 의해 세포는 연화되고 세포막에 구멍이 

생성된다고 하였다(Rastogi 등 1999). 세포의 이런 현상을 electro-
permeabilzation이라고 하는데, 전분 입자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엉켜 붙어 있는 전분 입자

Fig. 4. SEM photographs of potato starches heated by 
conventional heating (CH) and ohmic heating (OH) methods 
at 60℃ for 24 h. Magnifications are (A) CH 300×, (B) CH 
600×, (C) OH 300×, (D) OH 600×, (E) OH 1,200×, and 
(F) OH 3,000×.

를 고배율로 관찰한 Fig. 4(E)의 사진을 보면 원래의 입자 형

태를 유지하고 있는 입자들이 파괴된 다른 입자에 의해 엉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옴가열에 의해 감자 전분 입자가 

파괴되는 동시에 이 파괴된 전분에 의해 입자들이 엉켜 붙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분 입자는 일반적으로 수분 존재 하에서 

호화온도 이상으로 가열했을 때 팽윤, 파괴된다. 그러나 이상

의 현미경 사진을 통해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옴가열에 의해 

호화 온도 이하에서도 전분 입자가 파괴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전분 입자의 파괴에 의하여 가용성 성분들이 녹아 나오게 

되며, 이 성분을 매개체로 하여 여러 전분 입자들이 서로 엉

켜 붙어 거대한 형태의 입자를 갖추게 되는 것 같다. 옴가열

한 경우, 전분 입자가 파괴되면서 용출된 가용 성분들이 다

른 전분 입자를 서로 엉켜 붙게 하는 곳에 사용된 것으로 생

각된다.
대표적으로 감자 전분에 대해 재래방법으로 가열한 경우

와 옴가열한 경우에 전분 입자의 형태적 변화를 상세히 살펴

보았다. 다음 Fig. 5와 Fig. 6에 밀 전분, 옥수수 전분 및 고구

마 전분의 가열에 의한 형태적 변화에 대한 광학현미경과 전

자현미경 사진을 나타내었다. Fig. 5(A)는 밀 생전분의 광학 

현미경 사진으로 밀 전분 특유의 큰 입자(A형 입자)와 작은 

입자(B형 입자)의 모양이 명확하게 관찰되었다. Fig 5(B)는 

재래 방법으로 55℃에서 24시간 가열한 밀 전분의 광학 현미

경 사진으로 몇몇 전분 입자들이 팽윤되고, crack이 생성된 

Fig. 5. Light microscopy pictures of starches heated by 
conventional heating (CH) and ohmic heating (OH) methods 
for 24 h (400×). (A) Native wheat, (B) Wheat (55℃), CH, 
(C) wheat (55℃), (D) Native corn, (E) Corn(65℃), CH, 
(F) Corn (65℃), OH, (G) Native sweet potato, (H) Sweet 
potato (70℃), CH, and (I) Sweet potato (70℃), OH.



Vol. 28, No. 1(2015) 옴가열이 전분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 131

것이 관찰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전분 입자들은 원

형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55℃에서 24시간 옴가열한 

전분(Fig. 5(C))의 경우, B형 입자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고, 
A형 입자 중 몇몇만 원형을 유지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입자

는 팽윤되거나 파괴되어 원형을 잃었다. 또한 서로 엉켜 붙어 

있는 입자와 각진 형태의 입자들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형

태는 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Fig. 6(B)에서는 구형의 밀 전분 입자는 찾아 볼 수가 없고, 
날카롭게 각진 파편들이 관찰되었다. Fig. 6(C)는 Fig. 6(B)의 

동그라미 안의 전분을 고배율로 관찰한 것으로 어느 정도 원

형을 유지하고 있는 밀 전분 입자들이 전분 입자 파편과 서로 

엉켜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밀 전분 입자

의 변화는 밀 전분이 시료 중 호화 온도가 가장 낮고, A형 

전분의 구조적 특성 상 감자 전분 입자보다 형태 변화가 더 

큰 것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밀 전분과 같은 A형 전분인 옥수수 전분은 가열 처

리에 의하여 밀 전분과 거의 동일한 형태 변화를 보였다. 옥
수수 전분의 입자는 다각형 또는 구형이며, 크기는 일반적으

로 5~30 μm 정도이다. Fig. 5(E)와 Fig. 5(D)를 보면 재래 방

법으로 65℃에서 24시간 동안 가열한 경우, 다각형과 구형의 

전분 입자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옴가열 

한 경우, Fig. 5(F)와 Fig. 5(E)에서 관찰되는 것과 유사하게 

Fig. 6. SEM photographs of starches heated by conven-
tional heating (CH) and ohmic heating (OH) for 24h. 
Magnification are (A) Wheat (55℃), CH 500×, (B) Wheat 
(55℃), OH 300×, (C) Wheat (55℃), OH 2,000×, (D) Corn 
(65℃), CH 500×, (E) Corn (65℃), OH 500×, (F) Corn 
(65℃), OH 1,500×, (G) Sweet potato (70℃), CH 600×, 
(H) Sweet potato (70℃), OH 600×, and (I) Sweet potato, 
OH 2,500×.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전분 입자는 거의 관찰할 수 

없고, 파괴된 전분 입자가 엉켜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Fig. 6(F)는 (E)의 동그라미 안의 입자를 고배율 전자 현미경

으로 관찰한 사진으로, 파괴된 옥수수 전분 입자의 형태 변화

는 밀 전분과 비슷하였다. 감자 전분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A형 전분인 밀 전분과 옥수수 전분 입자가 거의 완전히 파괴

되었다. 
고구마 생전분 입자의 형태(Fig. 5(G))는 옥수수 생전분(Fig. 

5(D))과 유사했다. 고구마 전분을 재래 방법으로 70℃에서 24
시간 가열한 경우(Fig. 5(H), Fig. 5(G)) 역시 전분 입자의 형태

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옴가열 처리한 고구마 전분

(Fig. 6(I), (H))의 경우, 많은 전분 입자들이 변형, 파괴되고 엉

겨 붙어 덩어리를 이루었다. 그러나 밀 전분과 옥수수 전분에

서와 같이 전분 입자들이 심하게 파괴되지는 않고 상당히 많

은 입자들이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

은 감자 전분에서와 유사한 결과이다. 고구마 전분 입자의 형

태는 옥수수 전분과 거의 동일하나, 옴가열 처리에 의한 입자 

형태의 변화 양상은 고구마 전분과 비슷하여 A형과 B형 전

분의 중간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2. 가열 처리에 의한 감자 전분의 내부구조 변화
실험에 사용된 4가지 전분 중 호화온도가 낮고, 전분 입자

의 크기가 가장 큰 감자 전분의 내부 구조의 변화를 X선 회

절 분석을 통해 관찰하였다. 감자 전분은 B형 전분인데,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전분과는 다르게 B형 전분의 독

특한 피크가 5.4° 부근에서 나타났으며, 14.5, 17, 23과 24°에
서도 각각 피크가 나타났다. 가열 처리 시 가열 온도가 증가

하면 이들 피크들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재래방법으로 

55°에서 가열처리한 감자 전분의 회절도는 생전분에 비해 

전체적으로 피크의 크기가 감소하였으나, 55℃와 60℃에서 

처리한 시료 간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Jenkins & Donald 

Fig. 7. X-ray diffraction patters of native and heated 
potato starch by conventional of ohmic heating for 24h. 1: 
Conventional at 60℃, 2: Conventional at 55℃, 3: Native, 
4: Ohmic at 55℃, 5: Ohmic at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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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는 일반적 가열방법으로 온도를 30℃에서 130℃까지 

올리면서 감자 전분의 결정도를 측정한 결과, To 이하 온도에

서는 80% 이상의 결정도를 보이며 변화가 없다가 Tp에서 70%, 
Tc에서 20%로 결정도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즉, 전분의 결정

도는 호화영역 이하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55℃에서 옴가열 처리한 시료의 회절도는 같은 온도에서 재

래가열 처리한 전분의 회절도와 비슷하였으나, 60℃에서 옴

가열 처리한 전분의 회절도는 거의 대부분의 피크들이 사라

지고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B형을 대표하는 5.4°에서의 피크

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와 같은 X-선 회절도의 변화로 미루어 

보아 60℃에서 옴가열 처리할 경우, 전분 입자의 파괴뿐만 아

니라, 결정 구조도 크게 파괴되어 결정도의 급격한 감소를 확

인할 수 있었다.

3. 가열 처리한 전분의 팽윤력 변화
처리온도를 달리하여 가열 처리한 감자 전분을 5%(w/v) 

현탁액을 만들고, 60, 70, 80과 90℃의 온도에서 각각 1시간 

동안 가열하여 팽윤력을 측정한 결과를 Fig. 8에 나타냈다. 
생전분 및 가열처리한 전분은 팽윤 온도가 올라갈수록 팽윤

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재래 방법으로 가열한 감자 전

분은 팽윤온도 80℃까지 생전분과 거의 동일한 경향을 보였

으나, 팽윤온도 90℃에서 생전분보다 팽윤력이 약간 증가하

였다. 45℃와 50℃에서 옴가열한 감자 전분은 팽윤 온도 80~ 
90℃ 사이의 생전분 및 재래방법으로 가열한 전분보다 팽윤

력이 높았다. 그러나 55℃와 60℃에서 옴가열한 전분은 팽윤

온도 80℃ 이상에서 팽윤력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Tester 등
(1998)은 밀 전분을 annealing 할 경우, 팽윤온도 50~80℃에서 

팽윤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또한 Eerlingen 등

(1997)은 annelaing에 의해 전분 입자의 팽윤력이 감소하고 호

화온도가 증가하는 것은 무정형 형태의 아밀로오스가 나선

구조로 전환되고, 아밀로오스 사슬 간 혹은 아밀로오스와 무

정형 영역에 있는 아밀로펙틴 간에 결합이 증가하며, 결정 영

역과 무정형 영역간의 결합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제안하였다. 

결론 및 요약

옴가열은 식품에 전류를 통과시키면 내부에서 균일하게 

급속히 전기저항열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내부 가열법

(internal heating method)이다. 이전 연구에서 감자 전분을 동

일한 온도 조건으로 옴가열한 경우, 재래가열한 경우보다 열

적특성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 감자 전분뿐만 아니라, 
밀, 옥수수와 고구마 전분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다. 또
한 실험한 옴가열 처리한 4개 전분 모두에서 전분의 흡수력

Fig. 8. Comparison of the swelling power of native and 
heated potato starches by conventional and ohmic heating 
methods at different temperatures for 24h. Native (◇), 45℃ 

(■), 50℃ (▲), 55℃ (●), 60℃ (◆), 65℃ (no mark) 

도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는 감자, 밀, 옥수

수와 고구마 전분을 옴가열과 재래가열 처리한 후, 광학현미

경과 전자현미경으로 외부구조, X-선 회절 분석으로 내부구

조의 변화를 측정하고, 감자 전분의 팽윤력의 변화를 관찰하

였다.  
호화점이 65℃인 감자 전분을 55℃에서 재래가열 처리할 

경우, 감자 전분의 외부 구조에는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

나, 옴가열한 경우는 작은 전분 입자가 일부 파괴되었고, 이
들 입자가 여러 개 엉켜 붙어 덩어리를 이루거나, 큰 입자 주

위에 작은 입자들이 붙어 있는 형태가 관찰되었다. 60℃에서 

옴처리한 감자 전분은 전분 입자가 터져서 내부에 있던 성분

들은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있는 전분의 외부 구조 변화가 관

찰되었다. 이런 외부 변화는 다른 전분에서도 나타났다. 
X-선 회절 분석을 이용하여 감자 전분의 내부 구조 변화를 

측정하였다. 55℃에서 옴가열 처리한 감자 전분 시료의 회절

도는 같은 온도에서 재래가열 처리한 전분의 회절도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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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60℃에서 옴가열 처리한 전분의 회절도는 거의 대

부분의 피크들이 사라지고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B형을 대

표하는 5.4°에서의 피크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와 같은 X-선 

회절도의 변화로 미루어 보아 60℃에서 옴가열 처리할 경우, 
전분 입자의 파괴뿐만 아니라, 결정 구조도 크게 파괴되어 결

정도의 급격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감자 전분의 팽윤력

은 옴가열 온도가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45℃와 50℃에서 옴 처리한 감자 전분은 비교군에 비해 

팽윤력이 크게, 55℃와 60℃는 작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보았을 때 동일한 온도로 가열함에도 

불구하고, 옴가열한 전분의 외부와 내부 구조의 변화가 더 크

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분의 외부와 내부 구조 변화에 온

도와 함께 전기장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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