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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o develop nano-sized starch particles for application as dietary fiber sources in liquid food system, the morphology and 

thermal properties of acid hydrolyzed rice starches with different amylose contents were evaluated. Methods: Rice starches purified 

from three Korean cultivars, including Goami, Hopyeong, and Hwaseonchal, were hydrolyzed with 2.2 N HCl solution in a 35°C 

shaking water bath (100 rpm) for 7, 10 and 15 days. Results: Acid hydrolysis rates of rice starches increased with increasing hydrolysis 

duration, and rates for Goami, Hopyeong, and Hwaseonchal were 28.74-38.50%, 38.96-49.53%, and 40.24-48.88%, respectively. The 

granular size of acid hydrolyzed starches decreased to 122.4-479.9 nm, whereas granular aggregation increased with increasing 

hydrolysis duration. In particular, waxy rice starch of Hwaseonchal was composed of many tiny granules without aggregates. 

Gelatinization temperature and temperature range increased with increasing hydrolysis duration. All starches showed A type 

crystallinity using an x-ray diffractometer, regardless of acid hydrolysis.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nanoparticles could be prepared 

by acid hydrolysis of rice starches, and waxy rice starch is the most preferred source for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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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분은 식품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품 소재 

중 하나로 점증제, 분산 안정제, 겔 형성 물질, 증량제, 수

분 보유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Singh J 등 2007, Kaur 

M 등 2011). 전분은 대표적인 식물체의 탄수화물 저장 

형태로 직선상의 아밀로스와 분지상의 아밀로펙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들 함량과 사슬구조, 중합도 등은 

전분 입자의 수분흡수력이나 호화특성, 노화특성, 안정성 

등 전분의 특성에 영향을 준다. 특히 전분을 활용하는 식

품공정에서 전단에 대한 저항성과 열에 의해 호화, 노화, 

겔화 및 분해가 일어나 품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생전

분을 사용시에 가공적성이 낮다(Singh J 등 2007). 따라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분을 급원에 따라 물리, 

화학 및 효소로 처리하여 변성시켜 식품산업에서 다양한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전분은 급원이나 종류에 따라 입

자의 모양과 크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구성 분자의 중합

도나 구조도 달라 목적에 맞는 전분원료를 선택하여 변

성 처리해야 소재의 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

전분 변성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산을 이용한 전

분의 가수분해는 산처리로 인해 저분자 물질로 변화, 점

성 감소, 결정성의 변화, 환원력 증가 등으로 전분의 특

성을 변화시켜 식품 산업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 가수분

해 정도는 산의 농도에 따라 다르나 분해로 인해 전분의 

구조적 특성, 결정구조, 호화 엔탈피 등의 호화특성도 달

라진다(Lee SK 등 1997, Shujun W 등 2007). 가수분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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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일정 농도의 염산이나 황산을 이용하며, 산처리에

서 초기에는 전분의 무정형 영역이 급격히 분해되고 그 

다음 결정성 부분인 아밀로펙틴이 서서히 분해되는 2단

계의 가수분해현상을 보인다. 또한 초기 분해에 의해 무

정형영역이 분해되면 결정성 부분이 남아 상대적으로 결

정성이 증가된다(Nakazawa Y & Wang YJ 2003). 산 가수

분해 전분은 용해도와 겔 강도가 증가하며, 전분의 점성

이 감소한다(Wang L & Wang YJ 2001). 또한 산 가수분

해 처리는 전분 입자의 아밀로펙틴 영역의 분해로 인해 

blocklet라는 클러스터 단위로 입자를 쪼갤 수 있어 최소

의 크기로 40-100 nm 정도 크기의 입자를 얻을 수 있다

고 하였다(Putaux JL 등 2003, Kim HY 등 2012). 이러한 

나노 크기의 입자는 액체 또는 졸 상태의 식품에 첨가하

였을 때 안정한 상태로 분산되므로 액상식품에서의 다양

한 활용을 기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산 가수분해에 따른 전분의 구조 변화 연구에는 쌀, 옥

수수, 감자, 고구마, 타피오카 등 다양한 전분이 사용되었

으며, 산 가수분해에 따른 전분의 형태학적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Robin JP 1974, Lee 

SK & Shin MS 1997, Atichokudomchai N 등 2000, Wang 

L & Wang YJ 2001, Nakazawa Y & Wang YJ 2003, 

Jiping P 등 2007, Sandhu KS 등 2007, Shujun W 등 

2007, Oh SM & Shin M 2015). 또한 산 가수분해를 통한 

나노 크기의 입자의 분자 구조 특성과 제조 연구(Putaux 

JL 등 2003, Kim HY 등 2012), 산 가수분해를 통한 저항

전분 제조와 특성 연구(Lee SK 등 1997, Koksel H 등 

2008) 등이 보고되었다. 쌀을 이용한 산 가수분해에 따른 

전분의 입자 특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으나 이들 

연구는 찹쌀이나 멥쌀 한 품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

을 뿐(Park YK 등 1991, Kang KJ 등 1997), 아밀로스 함

량에 따른 쌀 품종별 산 가수분해의 차이를 연구한 것은 

미흡한 실정이다.

쌀은 품종에 따라서 전분의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구성비율이 다르며, 전분입자의 크기는 전분질 식품 중에 

가장 작은 종류에 속하여 2-8 μm 범위이므로 가수분해로 

인해 다른 전분보다 더 작은 크기가 생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인디카형쌀과 달리 자포니카쌀은 쌀 전

분의 아밀로스 함량에 따라 일반미는 7-20%의 저 아밀로

스, 20-25%의 중간 아밀로스 함량과 아밀로스 함량이 

25% 이상인 고 아밀로스 쌀로 구분한다(Choi ID 2010). 

고아미는 아밀로스 함량을 높인 특수미의 한 형태로 아

밀로스 함량이 27% 정도이고, 호평벼는 히또메보레, 화

진벼를 인공 교배시켜 육성한 품종으로 아밀로스 함량이 

약 18%이다(Han JA 2009, Huh CK 등 2012). 이들 아밀

로스/아밀로펙틴 함량이 다른 고아미, 호평과 화선찰로부

터 분리된 전분을 산처리하여 결정성부분이 분해가 되면 

산 가수분해로 나노입자의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

며, 이들 산처리로 생성된 나노 입자 전분의 특성을 비교

함으로써 액상식품에서의 활용을 모색하는 것은 유용한 

연구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쌀 전분으로 나노 크기의 입자

를 제조하기 위하여 산가수분해 조건을 확인하고자 3가

지 쌀 품종인 고아미, 호평, 화선찰 전분을 2.2 N HCl 

용액으로 7, 10 및 15일간 산 가수분해 처리한 후 쌀 나

노전분 입자의 생성을 살펴보았다. 아밀로스 함량에 따

른 산처리 쌀전분의 특성을 X-선 회절도와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DSC)에 의한 열적 특성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아밀로스 함량이 다른 쌀 전분의 산 가수분해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찹쌀 품종인 화선찰, 저아밀로스인 호평

과 고아밀로스인 고아미 품종의 백미를 구하여 전분을 

분리하여 사용하였고 실험에 사용된 전분의 아밀로스 함

량은 화선찰은 0.31%, 호평은 16.69%, 고아미는 27.47%

였다. 3가지 품종의 쌀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벼

맥류부(NIC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ksan, 

Korea)에서 구매하였다. NaOH와 HCl은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Gyeonggi, Korea)에서 구입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

2. 쌀 전분의 분리

쌀 전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쌀 낟알은 흐르는 물에 

씻고 물에 담가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방치한 후, 물기를 

제거한 후 0.2% NaOH 용액에 침지하였다. 침지된 쌀 

낟알은 0.2% NaOH와 함께 믹서기(Hanarossack, Daesung 

Atron.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갈아 100 mesh와 

270 mesh 체에 차례로 통과시켰고, 전분 슬러리를 원심

분리기(Supra 22K, Hanil Science Industrial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3,000 rpm에서 10분간 3회 반복 실시

하여 전분을 얻었다. 전분침전물의 노란층이 없어지면 증

류수에 분산시켜 1 N HCl을 이용하여 pH 7로 맞추고, 

증류수를 이용하여 3번 이상 반복하여 전분을 씻어 모았

다. 전분침전물은 실온에서 풍건한 후 100 mesh 체에 통

과시켜 모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3. 쌀 전분의 산처리 

쌀 전분(75 g, dry basis)을 225 mL의 2.2 N HCl 용액

과 혼합하여 35°C의 shaking water bath(VS-1205w, Vision 

Scientific Co., Ltd., Daejeon, Korea)에서 100 rpm 속도로 

7, 10, 그리고 15일간 전분을 가수분해 시켰다. 가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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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전분은 원심분리기(Hanil Science Industrial Co.)를 이

용하여 8,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였고, 침전물

은 1 N NaOH 용액을 이용하여 pH 7로 중화한 후 증류

수를 이용하여 8,000 rpm에서 10분간 반복하여 여러 차

례 씻어주었다. 증류수를 이용하여 씻어낸 전분은 동결건

조기(FD 5510, Ilshin Lab Co., Ltd., Seoul, Korea)를 이용

하여 건조시킨 후 270 mesh 체에 내려 실험에 사용하였다.

4. 산 가수분해율 측정

산 가수분해율은 일정기간 산 분해된 전분액의 상층액

을 따로 모아 1,000 mL의 용량플라스크에 정용하여 페

놀 황산법(Lee SK 등 1997)으로 총 당량을 계산하였다. 

산 분해된 전분의 상층액(1 mL)에 1 mL의 5% 페놀 용

액(Junsei Chemical Co., Ltd., Tokyo, Japan)을 섞어 5 mL

의 진한 황산(Merck, Darmstadt, Germany)과 반응시켜 20

분간 발색시킨 후 UV-VIS spectrophotometer(Optizen pop, 

Mecasys Co., Ltd., Deajeon, Korea)를 이용하여 490 nm에

서 측정하였다. 측정된 값은 포도당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총당량을 구했고, 표준곡선 식은 y=0.1134x -0.0089(R
2
=  

0.9994)였다. 여과액의 총당량을 가수분해 당량으로 하여 

시료전분에 대한 백분율로 산가수분해율을 계산하였다.

5. 산 가수분해 전분의 물결합능력

산 가수분해 전분의 물결합능력은 Medcalf DG & Gilles 

KA(1965)의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산처리 전분 0.5 g(dry 

basis)에 증류수 20 mL를 1시간 동안 교반하여 원심분리

기(Hanil Science Industrial Co.)를 이용하여 8,000 rpm에

서 3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층액은 제거하고 물과 결합

된 전분의 무게를 측정하여 물결합능력을 계산하였다.

물결합능력(%)

=
침전 된 시료의 무게 - 처음시료의 무게

×100
처음시료의 무게

6. 입자 형태적 특성 관찰

산 가수분해된 전분입자의 형태적 특성은 주사전자현

미경(JSM-7500F, JEOL, Tokyo,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

였다. 건조된 산 가수분해 전분을 적당량 양면 테이프가 

부착된 stub에 올려두고, 금/백금으로 20 kV로 100초간 

코팅한 후 진공상태로 조절하고 5,000배 확대하여 관찰하

였다.

7. 입자 크기 측정

산 가수분해 전분입자 크기는 Malvern Zetasizer(Nano 

ZS, Malvern Instruments Ltd., Worcestershire, UK)에 의하

여 측정되었다. 전분은 증류수에 0.01%(w/v)로 띄워 측정

에 사용하였으며 측정 전에 sonicator를 이용하여 500 W

에서 2분간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8. X-ray 회절도 측정

산 가수분해 전분의 x-ray 회절도는 3D high resolution 

X-Ray diffractometer(Empyrean, PANalytical Co., Almeo, 

Netherlands)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기기 조건은 target, 

Cu-Kα; filter, Ni; voltage, 40 kV; current, 30 mA였고, 회

절각도 (2θ) = 40 - 5°로 회절시켜 가수분해 된 전분을 비

교하였다.

9. 열적 특성 측정

산 가수분해한 전분의 열적 특성은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DSC-Q1000, Universal V.3.6C TA Instruments, 

Olivia Gibson, UK)에 의해 측정되었다. 전분(3.0 mg, db)

과 증류수(6.0 mg)를 함께 섞어 알루미늄 팬에 넣어 봉합

한 후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한 후 측정하였다. 측정

의 가열 속도는 10°C/min로 30-130°C 온도 범위에서 측

정하였으며, 호화개시온도(To), 호화피크온도(Tp), 호화종

료온도(Tc) 호화엔탈피(ΔH)를 측정하였다.

10.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번 이상 반복하여 측정하였고, 측정한 결

과값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s(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

하여 처리하였으며, ANOVA에 의한 분산분석을 실시하

였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s로 p<0.05 수준에서 유

의성을 검정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산 가수분해율과 물결합능력

아밀로스 함량이 다른 쌀로부터 분리한 전분으로 산 

가수분해율과 물 결합능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

았다. 일반적으로 산처리는 두 단계로 진행되며 산처리 

초기인 7일 이내의 가수분해는 무정형 영역의 분해가 진

행되며 8일 이후 아밀로펙틴에서 분해가 일어난다고 알

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결정성 영역인 아밀로펙틴 분

자의 산처리 전분입자를 생성하기 위하여 7, 10과 15일 

사이의 산 가수분해를 처리하였다. 가수분해는 우선적으

로 결정성 영역의 α-1,6 glucosidic 결합이 연결된 무정형

영역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 cluster로 단단하게 결합된 부

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akazawa Y & Wang 

YJ 2003). 생 전분은 전분 표면에 channel 또는 pore가 있

어 이것이 전분입자 내부의 hilum까지 연결되어 있어 이 

곳을 통하여 수소이온의 침투가 가능하고, 이들 수소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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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 
Acid hydrolysis 

rate (%)

Water binding 

capacity (%)

Goami - 105.88±0.11
dC

0

7-Goami 28.74±0.36
cA

177.80±0.03
bA

0

10-Goami 31.74±0.14
bB

144.55±0.72
cB

0

15- Goami 38.50±0.22
aB

304.45±0.92
aA

0

Hopyeong - 111.30±4.70
cB

0

7-Hopyeong 38.96±0.07
aA

160.32±5.91
bB

0

10-Hopyeong 44.57±4.99
aA

196.23±3.63
bA

0

15-Hopyeong 49.53±1.80
aA

337.29±26.15
aA

Hwaseonchal - 119.79±1.68
bA

0

7-Hwaseonchal 40.24±1.38
aA

93.01±3.18
cC

0

10-Hwaseonchal 42.25±0.99
aA

133.97±0.83
bC

0

15-Hwaseonchal 48.88±3.79
aA

172.38±10.24
aB

Data represents mean±SD.
a-d 

Values in the same column of different acid hydrolysis 

periods have statistical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ge test.
A-C 

Values in the same column of different rice starch varieties 

which was same acid hydrolysis periods have statistically 

different values (p<0.05) by Duncan’s multiple rage test.

Acid hydrolyzed for 7-15 days (7-rice starch varieties, 10-rice 

starch varieties, and 15-rice starch varieties).

Table 1. Acid hydrolysis rate and water binding capacity of acid 

hydrolyzed rice starches with different amylose 

contents

은 전분의 무정형 영역으로 주로 들어와서 전분의 α-1,6 

결합과 α-1,4 결합도 분해한다고 한다(Shujun W 등 2007). 

고 아밀로스 쌀전분인 고아미 전분의 산 가수분해율은 

28.74%에서 38.50%로 가수분해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수분

해율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p<0.05). 일

반 멥쌀 품종인 호평전분의 산 가수분해율은 38.96-49.53%

였고, 찹쌀 품종인 화선찰은 40.24-48.88%였다. 동일한 

기간 산 가수분해 처리하였을 때, 호평과 화선찰 품종이 

고아미에 비하여 더 높은 가수분해율을 보여 아밀로펙틴

이 많은 전분의 가수분해가 잘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고아미의 산가분해율의 증가현상은 초기 분해로 인해 무

정형부분인 아밀로스 부분의 분자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약산처리에 의한 전분 구성성분의 변화는 아밀로스보다 

아밀로펙틴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었다(Lee SK 등 

1997). 또한 고 아밀로스 함량을 지닌 옥수수 전분은 산

처리할 때 산의 침투가 제한되어 산 가수분해가 찹쌀 옥

수수에 비하여 적게 일어난다고 보고되어(Nakazawa Y & 

Wang YJ 2003),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전분의 물 결합능력은 전분의 입자 표면에 흡수되거나 

내부로 침투되는 물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전분의 손상

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며,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물결합능

력이 커진다(Lee MK 등 2004). 생 전분의 물 결합능력은 

고 아밀로스 함량을 가진 고아미전분이 105.88%, 호평전

분이 111.30%, 찹쌀인 화선찰전분이 119.79%로 아밀로펙

틴 함량이 클수록 유의적으로 높았다. 산 가수분해한 전

분의 물결합능력은 고아미전분의 경우 가수분해 7일에서 

15일 사이에 144.55-304.45%로 생 전분에 비하여 유의적으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호평 전분도 160.32-337.29%

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특히 가

수분해 15일차에서 물 결합능력이 생 전분에 비하여 2.5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고아미 전분의 경우 아밀로스 함

량이 높고 증가된 아밀로스함량은 아밀로펙틴의 바깥사

슬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직선상의 글루코스 분자사슬과 

요오드간의 복합체 형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가수분

해로 결정구조의 분해가 적어 상대적으로 수분흡수력이 

낮았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반면 화선찰 전분은 가수분해 

7일에는 물결합능력이 93.01%로 생 전분에 비하여 감소하

였으나, 가수분해 10일, 15일에는 133.97%와 172.38%로 

생 전분에 비하여 증가하여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Park YK 등(1991)은 동진과 삼강벼를 이용한 산처리 전

분의 성질 연구에서 산처리 48시간까지 물 결합능력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고, Lee SK & Shin MS(1997)는 

아밀로스 함량이 다른 산처리전분의 특성을 알아본 결과

에서는 산처리 4일까지는 물 결합능력이 증가하였다가 이

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lintnerization은 1-2 g의 전분을 100 mL의 2.2 N HCl로 

35°C에서 얻은 산처리 전분이지만(Robin JP 1974) 찹쌀

전분을 blocklet로 가수분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전분: 

2.2 N HCl 용액 나노입자 생산이 가능하면서 산 용액이 

적게 사용되어 생산효율을 높이는 조건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특히 본 실험에서 고 아밀로스 함량인 고아미전분은 

산가수분해율이 28.74%에서 38.5%로 일반적인 무정형 

부분의 분해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되

었다. 산처리 전분입자는 입자 크기가 작아 표면적 증가

에 따라 흡수력이 증가될 수 있고, 전분 입자들의 분해로 

인하여 내부 결정성이 상대적으로 달라져 물결합능력이 

달라졌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2. 산 가수분해 전분 입자의 형태적 특성

아밀로스 함량이 다른 품종의 쌀 전분으로 7일, 10일, 

15일 동안 산처리한 전분 입자의 형태적 특성은 Fig. 1에 

나타내었다. 생 쌀 전분의 입자는 아밀로스 함량과 관계 

없이 모두 다각형의 형태로 5-6 μm 정도의 크기였다. 이

들 전분들은 모두 산에 의해 7일간 가수분해되면 입자가 

매우 작아졌다. Jiping P 등(2007)의 보고에 따르면 전분

입자는 산처리를 하면 초기에 전분입자 표면을 먼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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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of acid hydrolyzed rice starch magnified at 5,000 ×. Acid hydrolyzed for 7-15 days 

(7-rice starch varieties, 10-rice starch varieties, and 15-rice starch).

격하여 갈라지게 하고(crack) 채널을 따라 들어간 산에 

의해 내부부터 산가수분해가 진행되어 입자가 파괴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고아미 전분의 7일간 산처리된 전분 

입자는 일부만 입자 표면에 홈이 파이고 거친 표면을 가

진 전분 입자들이 관찰되었으며 가수분해 기간이 길어질

수록 작은 크기의 입자의 수가 증가하였고, 더불어 작은 

전분 입자들간에 물 층으로 인한 케이킹 현상이 나타나 

서로 덩어리져 커다란 집합체를 형성하였다. 본 연구결과

는 Shujun W 등(2007)의 산처리한 전분에서 강한 산에 

의해 손상되어 파괴된 입자들이 서로 중합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분해된 

전분이 물에 노출되면서 쉽게 뭉칠 수 있게 되었기 때문

으로 사료되었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평 전분은 

산 가수분해 7일에 고아미 전분보다 작은 입자들이 더 

많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고아미 전분과 마찬가

지로 작은 입자들의 집합체가 관찰되었다. 화선찰 전분도 

고아미와 호평전분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나 산 가수분

해 15일에는 작은 입자간의 집합체 생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작은 전분입자의 결합이나 전분 내부 구조의 차이

가 나타났다. 산 가수분해 결과 아밀로펙틴으로만 구성된 

화선찰 전분은 아밀로스를 함유한 전분과는 달리 더 작

은 크기의 나노 전분입자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

었다.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옥수수 전분은 산에 의해 저

항성을 보여 산처리 기간이 증가하여도 전분의 손상율이 

적다는 보고(Lee SK & Shin MS 1997)가 있었으며 본 연

구에서 고아미 전분도 상대적으로 낮은 가수분해율을 보

이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특히 고아밀로스 옥수수전분의 

경우 전분 분자구조를 겔크로마토 그라피를 통하여 확인

하였을 때 아밀로펙틴의 바깥 사슬 길이가 길어 아밀로

스와 요오드간의 결합체가 형성됨으로써 아밀로스 함량

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즉 바깥부분의 긴 사슬구조가 

cluster 구조로 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분해가 늦게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산처리를 하여 전분입자를 

나노 크기 입자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산처리 후 전분을 

모으기 전에 초음파처리(sonication)로 입자를 분산시키는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3. 산 가수분해 전분의 입자크기 분포

아밀로스 함량이 다른 쌀 전분을 산 가수분해 하였을 

때의 전분 입자 크기분포의 변화 결과는 Fig. 2와 같다. 

고아미 생 전분의 경우 하나의 피크를 나타내었고 평균

적으로 1,106.4 nm 크기를 나타낸 반면, 산 가수분해를 

시켰을 때 214.2-479.9 nm로 입자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가수분해 처리로 인한 입자들이 서로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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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pattern of acid hydrolyzed rice starches. Acid hydrolyzed for 7-15 days (7-rice starch varieties, 

10-rice starch varieties, and 15-rice starch varieties).

정규분포 곡선을 보였다. 산 가수분해 15일차에는 50-200 

nm의 크기의 입자가 약 10% 정도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

난 반면, 479.9 nm의 입자 크기를 가진 입자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SEM 측정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가

수분해 된 전분 입자들이 서로 뭉친 상태에서 건조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호평 생 전분은 평균 입자 

크기는 712.4 nm로 고아미와 화선찰 전분과 달리 두 개

의 피크를 나타났고, 가수분해 처리 과정에서 122.4-220.2 

nm의 입자 크기를 가진 전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선찰 생 전분의 입자 크기

가 1,483.9 nm로 나타났으며 가수분해과정에서 그 크기

가 줄어 122.4-458.7 nm의 평균 크기를 보였다. Kim HY 

등(2012)이 보고한 결정성 구조 연구에서 cluster 구조의 

아밀로펙틴은 각각 cluster 구조의 결정형 아밀로펙틴 사

슬분자와 같은 blocklet에 의해 모여 하나의 구조를 이루

고 있는데 blocklet이 산 가수분해에 의해 분리되어 

20-500 nm의 나노전분입자 형태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런 각각의 blocklet은 결정구조를 이루는 하나의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 가수분해된 화선찰 전분의 나노 크

기의 입자는 SEM 관찰에 의해 보여진 작은 입자가 뭉치

지 않고 각각 입자 상태로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4. 산 가수분해 전분의 X-선 회절도

아밀로스 함량이 서로 다른 품종의 쌀 전분을 7일, 10

일, 15일 동안 산 가수분해 처리한 전분의 X-선 회절도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X-선 회절도는 전분의 결정 

구조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으로, 회절양상과 피크

의 위치에 따라 전분을 A타입, B타입, C타입, V타입으로 

구별하고 있다(Buleón A 등 1998). 쌀 전분은 아밀로스 

함량과 관계 없이 회절각도 (2θ) = 15, 17, 18, 23°에서 피

크를 나타내는 A타입 결정형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곡류 

전분은 A타입 결정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 가수분해

에 의해 결정구조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났다. 산 

가수분해 전분의 결정형 패턴은 A형 전분이 옥수수전분

과 같은 B형 결정 배열에 비하여 산에 의한 가수분해에 

저항성이 커 쌀 전분의 경우는 결정 구조를 유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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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X-ray diffractograms of acid hydrolyzed rice starch. Acid hydrolyzed for 7-15 days (7-rice starch varieties, 10-rice starch

varieties, and 15-rice starch varieties).

To (°C) Tp (°C) Tc (°C) ∆T (Tc-To) (°C) ∆H (J/g)

Goami 60.41±0.13
aA

65.99±0.35
cB

072.83±0.22
dB

12.42±0.08
cC

8.79±0.13
aA

7-Goami 59.80±0.04
aA

73.67±0.95
bB

086.52±0.56
cB

26.72±0.52
bB

2.09±0.11
cB

10-Goami 61.69±3.80
aA

81.42±2.24
aAB

100.96±0.66
bA

39.27±3.14
aA

2.55±0.59
cB

15- Goami 64.84±0.25
aA

80.33±0.94
aA

103.38±0.78
aA

38.54±0.54
aA

5.45±0.02
bA

Hopyeong 60.39±0.62
bA

67.59±0.39
cA A

74.30±0.87
dAB

13.91±0.25
cB

9.87±0.68
aA

7-Hopyeong 58.09±1.24
bA

73.84±0.00
bB

097.00±0.83
bA

38.92±2.07
aA

6.33±0.93
cA

10-Hopyeong 60.03±0.86
bA

75.24±1.29
bB

081.34±3.66
cB

21.31±2.80
bB

7.47±0.00
bcA

15-Hopyeong 63.95±1.39
aA

84.67±1.41
aA

103.63±0.21
aA

39.69±1.18
aA

9.12±0.30
abA

Hwaseonchal 59.92±0.13
aA

66.50±0.01
cB

075.68±0.13
bA

15.77±0.01
bA

9.26±0.11
aA

7-Hwaseonchal 61.35±2.24
aA

81.09±0.36
bA

098.46±0.57
aA

37.11±1.67
aA

5.10±0.08
aA

10-Hwaseonchal 63.10±0.02
aA

85.93±2.45
aA

100.13±0.50
aA

37.03±0.52
aA

7.55±0.87
aA

15-Hwaseonchal 63.55±0.84
aA

83.52±0.73
abA

097.56±4.84
aA

34.01±5.69
aA

8.70±3.35
aA

a-d 
Values in the same column of different acid hydrolysis periods have statistically different values (p<0.05) by Duncan’s multiple rage test.

A-C 
Values in the same column of different rice starch varieties which was same acid hydrolysis periods have statistical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ge test.

Acid hydrolyzed for 7-15 days (7-rice starch varieties, 10-rice starch varieties, and 15-rice starch varieties).

Table 2. Thermal properties of acid hydrolyzed rice starches with different amylose contents

보고가 있다(Park YK 등 1991, Kim HY 등 2012). 이로 

인해 산 가수분해된 전분도 생 전분의 아밀로펙틴의 결

정구조와 유사한 결정구조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5. 산 가수분해 전분의 열적 특성

생 전분과 산 가수분해 전분의 열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호화개시온도(To), 호화피크온도(Tp), 호화종료온도

(Tc) 호화엔탈피(ΔH)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

에 제시하였다. 고아미의 생 전분과 산 가수분해 전분의 

호화개시온도는 59.80-64.84°C에서 나타났으며, 화선찰

은 59.92-63.55°C로 나타났다. 호평은 58.09-63.95°C로 15

일 동안 산 가수분해한 전분에서 호화개시온도가 높게 나

타나 유의적이었다(p<0.05). 호화피크온도는 산 가수분해 

처리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아밀로

스 함량과 관계없이 15일 가수분해한 전분에서 가장 높

은 값을 보였고, 호화종료온도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p<0.05). 아밀로스 함량에 따라서는 가수분해 7일

차와 10일차에 찹쌀 품종인 화선찰에서 높은 호화피크온

도를 보였다(p<0.05). 생 전분에 비하여 산 가수분해 기간

이 15일까지 길어질수록 호화온도 범위는 고아미 전분에

서 60.41-72.83°C에서 64.84-103.38°C, 호평전분은 60.39-  

74.30°C에서 63.95-103.63°C, 화선찰전분은 59.92-75.68°C

에서 63.55-97.56°C로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산 가수분해 처리한 전분입자의 열적 특성 측정에 

의한 호화 온도 범위가 광범위해진다는 연구와도 일치하

는 결과로, 산 가수분해 처리한 전분의 입자는 전분의 입

자 구조가 파괴되어 호화 온도와 호화 온도 범위가 증가

하는 특성을 보인다(Wang L & Wang YJ 2001, Wang S 

& Copeland L 2015). 또한 고아미와 호평전분을 산 가수

분해하였을 때 화선찰전분에 비해 높은 호화종료온도를 

보였다(p<0.05). 호화 엔탈피는 생 전분에 비하여 산 가수

분해 전분이 고아미전분에서는 8.79 J/g에서 2.09-5.45 J/g, 

호평은 생 전분이 9.87 J/g에서 6.33-9.12 J/g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으나, 화선찰에서는 가수분해 기간에 따라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아밀로스 함량에 따라서

는 고아미에 비하여 호평과 화선찰에서 7일과 10일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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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기간에 호화 엔탈피가 유의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

는 경향을 보였다(p<0.05). 이는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은 

전분이 상대적으로 더 결정성부분이 크며 무정형부분이 

적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Oh SM 등 2014).

Ⅳ. 요약 및 결론

아밀로즈 함량이 다른 3종의 쌀 품종 고아미, 호평, 화선

찰을 7, 10, 그리고 15일간 산 가수분해 처리하여 가수분

해 기간에 따른 전분의 입자 특성을 확인하였다. 각 전분

의 산 가수분해율은 고아미전분이 28.74-38.50%, 호평전

분이 38.96-49.53%, 화선찰전분이 40.24-48.88%로 가수분

해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수분해율이 증가하였다(p<0.05). 

생전분과 산 가수분해 전분의 결정형은 A타입으로 산 가

수분해에 따른 변화는 없었으며, 산가수분해로 전분의 호

화 온도가 높아지고 호화온도 범위가 넓어지는 특성을 

보였다. 산 가수분해 전분의 입자 크기는 7-15일간 가수

분해 시 생전분에 비하여 입자크기가 122.4-479.9 nm로 

작아졌으며, 산가수분해에 의해 나노크기의 입자를 형성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화선찰 전분은 산 가수분

해로 작아진 입자간의 응집현상이 낮아 나노 입자를 제

조하는데 좋은 소재임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로부터 

크기가 작은 쌀 전분 중에 아밀로스 함량을 거의 포함하지 

않는 찹쌀전분이 산 가수분해에 의해 나노 크기 입자를 

제조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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