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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쌀은 벼(Oryza sativa L.)의 왕겨와 겨층을 벗겨내어 먹을 

수 있게 가공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쌀의 주요 생산국의 하

나이고, 또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다(EPIS 2020). 그러나 최

근 식생활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국민 1인당 쌀 소비

량이 1990년 120 kg에 달하던 것이 2019년에 59.2 kg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여 주식으로의 기능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

(KOSIS 2020). 여기에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로 쌀 

시장까지 개방되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쌀 부족시대에서 

과잉시대로의 변화에 대응하여, 쌀은 1차 기능을 넘어서 소

비자 욕구에 부응할 다양한 소비자 맞춤형 변화를 시도하여 

왔다. 그 중 하나가 벼 품종의 육성이다. 우리나라 벼 육종의 

변천사를 둘러보면 쌀이 모자라던 1950년대에 다수성 벼 육

성에 주력하였고, 1970년대에 자포니카와 인디카 벼의 교잡

성공으로 통일벼 보급을 실현하였으며, 80년대에 큰 냉해피

해에 따른 내냉성 강화에 힘을 기울였고, 1990년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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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producing rice products, it is very important to select suitable raw material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16 rice cultivars were quantified to determine the criteria for evaluating the machinability of raw rice. The L value, 
which can affect the color of porridge prepared from rice, was the greatest for Hwaseonchalbyeo (84.17). The water-binding capacity, 
related to water interaction, was high in Hyangcheola (113.2%), and water solubility was high in Shingil (22.3%). Dodamssal (42.3%, 
70.7 RVU) and Hwaseonchalbyeo (4.7%, 27.8 RVU) showed lower final viscosity compared to the cultivars in which the amylose 
content was medium groups (16.4~21.2%, 173.6~277.2 RVU). Specifically, cultivars with high or low amylose content had a low 
viscosity.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of raw rice quality data were confirmed through 11 histograms. Furthermore, amylose 
content vs. water solubility, water solubility vs. peak viscosity, and peak viscosity vs. final viscosity showed high correlations (r=0.542, 
－0.569, and 0.836 respectively, p<0.01), and clear cultivar discrimination by the standard error of the mean (0.765~10.811). In 
conclusion, amylose content, water solubility, and peak viscosity were considered the most suitable characteristics for the quality 
evaluation of raw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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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맛 좋은 양질미의 수량성 증대와 가공용 벼 품종개발 등 

품종 다양화에 주력하였다(Kim 등 2016). 이러한 노력의 결

실로 현재 국립종자원에 국가품종으로 등록된 벼는 무려 

327종으로 벼 품종의 다양화를 이루었고(KSVS 2020a) 적

합한 용도에 맞춘 벼의 선택 및 가공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

가 수행 중에 있다(Park 등 2016; Kim 등 2017; Lee 등 

2017; Shin 등 2017; Kim 등 2019; Lee 등 2020).
최근 HMR 시장의 확대에 부응하여 2017년 720억원대에

서 2019년 1,400억원대로 동반 성장을 보인 것이 바로 상품

죽 시장이다(Yoon HH 2020). 쌀을 주재료로 한 죽은 한 끼 

식사로의 만족감이 높으며, 충분히 호화시켜 소화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부재료에 따라 영양성과 기호

성을 모두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관련 시장의 성장을 견

인한 이유로 보인다. 이제 죽의 소비대상이 환자와 노인 등 

제한된 계층에서 다양한 구성의 소비자, 이를테면, 1인 가

족, 맞벌이 부부, 독립구성의 실버세대 등으로 확대됨에 따

라 우리가 지닌 다양한 품종의 다양한 특성을 활용할 때이

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원료곡 품종의 죽 

가공성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원료 쌀의 품질특성을 통한 죽 가공성과 각 품질특성의 

평가지표로의 활용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향후 죽의 가공을 

통한 후속 연구결과를 더하여 죽 가공성 평가기준을 설정하

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벼 품종은 아로미(Aromi), 백옥찰(Baek-

ogchal), 도담쌀(Dodamssal), 건양2호(Geonyang2ho), 금강1
호(Geumgang1), 큰눈(Geunnun), 한아름2호(Hanareum2), 한
아름3호(Hanareum3ho), 한아름4호(Hanareum4), 화선찰벼

(Hwaseonchalbyeo), 향철아(Hyangcheola), 미호(Miho), 삼

광(Samkwang), 세계진미(Segyejinmi), 신길(Shingil), 영안

(Yeongan)으로 총 16종이며, 2018년에 생산된 것을 사용하

였다. 아로미, 향철아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정조 상태

의 것을 구입하였으며, 그 외 모든 시료는 국립식량과학원 

시험포장에서 재배 및 생산된 것이다. 모든 시료는 현미기

(Model SY88-TH, Ssangyoung Ltd., Incheon, Korea)를 통해 

제현하였고, 분석에 따라 쌀가루가 필요한 것은 제분기를 

이용해 분쇄한 후 4℃에 보관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외관 특성 분석
주요 외관특성은 쌀알곡 1,000개의 중량인 천립중, 쌀알

곡 낱알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을 나타낸 장폭비를 분석하였

다. 천립중은 완전립 1,000개의 무게를 측정하여 g 단위로 나

타냈고, 장폭비는 Caliper(Model CD-15CP, Mitutoyo Corp., 
Japan)로 완전립의 길이와 폭을 측정하여 그 비율을 계산하

였다. 품종별 백미 가루의 입자 크기는 메시(mesh)별 체를 

통과시켜 60~100메시, 100~150메시, 150~200메시, 200~ 
250메시의 4가지 입도범위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쌀가루 입자

크기는 입도분석기(Mastersizer 2000, Malverm instruments 
Ltd, Malvern, UK)로 측정하였다.

3. 색도 분석
색도는 알곡상태의 시료를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색

차계(CM-3500d, Minolt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측정값은 Hunter’s value인 명도(L-value, lightness), 
적색도(a-value, redness) 및 황색도(b-value, yellowness)였으

며, 사용한 표준백판의 색도는 L-value=98.81, a-value=－0.10, 
b-value=－0.39이었다. 

4. 쌀 단면 관찰
쌀의 미세구조 관찰은 Sim 등(2015)의 방법을 참조하였

고,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3000N, Hitachi, 
Tokyo, Japan)을 이용하였다. 시료인 쌀알 표면을 절단한 후 

탄소테이프로 고정하였고, 표면을 금 코팅 처리 후 가속전

압 15 kV에서 1,000배 확대하여 관찰하였다. 

5. 수분결합력 및 용해도 분석
수분결합력은 Medcalf & Gilles(1966)의 방법을 참조하여 

측정하였다. 분쇄한 100메쉬 쌀가루 시료 1 g에 증류수 40 
mL를 가해서 실온에서 1시간 동안 교반한 다음, 3,000 rpm
에서 3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제거하였고, 침전된 

쌀가루 무게를 측정하였다. 용해도는 Schoch TJ(1964)의 방

법을 참조하여 측정하였다. 분쇄한 100메쉬 쌀가루 시료 1 
g에 증류수 30 mL를 가한 다음, 90℃에서 30분 동안 가열하

였다. 가열한 시료를 3,000 rpm으로 20분간 원심분리를 한 

다음 상등액은 칭량접시에 옮겨 105℃에서 12시간 이상 건

조한 후 항량이 될 때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수분결합력과 

용해도는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도출하였다.

수분

결합력 =
(%) 

침전된 쌀가루 무게(g)－처음 쌀가루 무게(g)
×100

처음 쌀가루 무게(g)

용해도(%) =
상등액을 건조한 고형물의 무게(g)

×100
처음 시료 무게(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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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밀로스 분석
아밀로스 함량은 Juliano(1985)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

였다. 전분 100 mg에 95% ethanol 1 mL와 1 N NaOH 9 
mL를 넣고 혼합한 후 100℃에서 20분간 호화시킨 다음 냉

각하였다. 호화액 5 mL를 취하여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옮겨 담은 후 1 N CH3COOH 1 mL와 2% I2-KI 용액 2 mL
를 첨가한 후 증류수로 정용한 다음 30분 동안 정색반응

한 후 분광광도계(T80+ UV/VIS Spectrophotometer, PG 
Instruments, Alma Park, UK)를 이용하여 62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표준물질은 감자로부터 분리된 

amylose(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사용

하였다.

7. 신속점도분석기를 이용한 점도 분석
신속점도분석기(Rapid Visco Analyzer, Model RVA-4, 

Newport Scientific, Warriewood, Australia)를 이용한 호화특

성 분석은 AACC(American Association of Cereal Chemists 
2000) 방법에 의하여 수행하였으며, 죽의 가공성 평가를 위

한 최고점도(peak viscosity)와 최종점도(final viscosity)를 

도출하였다. 측정방법은 분쇄된 100메쉬 쌀가루 3 g을 정량

하고 증류수를 25 mL 가하여 분산시킨 다음, 플라스틱 회전

축으로 교반하여 시료액을 제조하였고, 호화온도 조건은 50℃
에서 95℃까지 상승시킨 후 다시 50℃로 냉각시켰다.

8. 통계처리
모든 실험 결과의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Sta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12,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본 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로부터 각 

측정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품종간 유의성 검

정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다중범위검정법

(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이용하였다. 또한 RVA 
(Rapid Visco Analyzer)에 의해 분석된 최고점도와 최종점

도간 유의성은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하였고, 전체 분석 

항목간의 상관성은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

고 다양한 품종을 대상으로 하는 시료집단의 데이터 분포

를 살펴보고자 히스토그램과 표준분포곡선도 함께 살펴

보았다.

결과 및 고찰

1. 외관 특성
죽 가공성 평가를 위하여 쌀 품종 16종을 대상으로 외관 

특성을 살펴 측정된 천립중, 장폭비, 평균입도를 Table 1에 

나타냈다. 또한 원료곡의 경제성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

며, 외관의 특성과 관련될 수 있는 수량성도 함께 제시하였

다(Table 1). 각 시료의 품종명은 국립종자원의 영문명을 준

수하였으며(KSVS 2020b), 수량성은 국립식량과학원 홈페

이지의 품종정보를 참조하였다(NICS 2020). 각 품종의 다양

한 특성을 통한 적정 범위를 검토하여 죽을 가공하는데 적

합한 원료곡의 평가기준을 찾고자 시료 품종의 선정에 제한

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16종에는 향미(구수한 향기를 갖

는 쌀)인 아로미, 향철아, 찹쌀인 백옥찰, 화선찰벼, 다수확 

통일계 벼인 금강1호, 한아름2호, 한아름3호, 한아름4호, 세
계진미, 신길이 포함되었다.

수량성은 참조된 자료에서 통일계 품종인 금강1호, 한아

름2호, 한아름3호, 한아름4호, 세계진미, 신길이 701~817 
kg/10a의 범위를 나타내어 그 외 다른 품종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면적에서 매우 우수한 수확량을 보였으며, 특히 금

강1호는 아로미의 1.7배로 가장 높았다. 쌀 가공산업에서 원

가에 대한 경제성을 고려할 때 높은 수량성을 갖는 것은 매

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 가공성에 따라 최고의 원료로 이용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다수성을 

갖는 통일형 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Lee 등 

2013; Lee & Ha 2015; Sim 등 2018; Sim 등 2019).
천립중은 종자의 무게를 나타내는 한 방법으로 본 결과는 

도정한 백미 쌀 알곡 1,000개의 무게를 g으로 나타낸 것이

다. 또한 장폭비는 쌀알곡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천립중은 알곡의 충실도를 나타내고, 장폭비는 외형

적 특징을 가늠할 수 있다. 한아름4호와 향철아는 다른 품종

과 비교하여 20.45 g과 20.28 g의 큰 천립중을 나타냈고, 금
강1호, 한아름2호, 한아름3호, 한아름4호, 세계진미, 신길 모

두 2.00 이상의 장폭비로 통일계 품종에서 나타나는 대체적

으로 긴 모양의 외관특성을 보였다. 한편, 아로미는 천립중

이 14.31 g을 나타내 알곡의 충실도는 매우 낮았고, 장폭비

가 2.52로 가장 긴 형태를 나타냈다(Table 1). 
입도분석에 따른 입자 평균체적은 큰눈과 도담쌀이 67.01 

μm와 69.04 μm로 매우 작았으며, 건양2호, 향철아, 미호는 

모두 77.00 μm 이상을 나타냈다. 분쇄에 따른 이러한 입도

의 특징은 조직의 물성과도 연관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쌀가루로 가공되는 죽 제조시 단면적의 증가로 수화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분쇄된 

쌀의 입자크기가 클수록 죽의 점도가 감소하였고, 명도는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며(Kim 등 2010; You & Kim 
2010), 또 다른 쌀가루 입도별 아밀로그래프 특성 연구에서 

입자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호화개시온도는 감소하나, 최고

점도, 냉각시 점도 등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Kum & 
Le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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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도
색은 가공된 식품의 유형이나 품목에 따라 매우 중요한 

품질요인이 된다. 특히 부재료를 첨가하지 않은 쌀죽은 원

료에서 유래하는 색이나 가공조건에 따라 완성된 죽의 색에 

영향을 준다. 죽 원료곡의 가공성 평가를 위한 각 품종의 색

도를 Table 2에 나타냈다. 부재료 없이 백미 원료곡만 사용 

시 완성된 쌀죽의 명도 L값은 소비자의 기호에 중요한 영향

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한 원료곡 품종별 색도를 

살펴본 결과, L값이 높은 품종은 찹쌀 품종인 화선찰과 백

옥찰, 그리고 입도 분석에서 체적 평균이 낮았던(Table 1) 
도담쌀과 큰눈이었다. 이는 입자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백색

도가 증가하였다는 Kum & Lee(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였다. 한편,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과 황색도를 나타내는 b
값은 －0.49~0.66, 12.52~17.10의 범위에서 품종간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p<0.05).

3. 쌀 단면 구조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쌀의 단면을 관찰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품종별 쌀 단면구조 비교에서 도담쌀과 신길

은 특징적 구조를 나타냈다. 도담쌀은 배유 전체에 전분 알

갱이가 성글게 배열된 분질미 성질을 갖고 있어 절단할 때 

전분립이 부셔져 내린 입체적 단면 구조를 나타냈으며, 전

분립이 둥글고 작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신길은 연질미로 

바깥쪽 부위는 치밀하지만 절단에 의하여 내부 구조가 무너

짐에 따라 절단면에서 매우 다양한 크기의 전분립이 노출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찹쌀인 백옥찰과 화선찰벼는 

절단된 단면이 견고하여 절단 이후에도 편편한 단면을 나타

냈으며, 그 외 삼광 등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품종은 절단 시 

각진 전분립이 떨어져 나간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절단을 위한 물리적 충격에도 견고한 단

면을 나타냈다(NICS 2020). 이러한 쌀 단면의 구조적 특징

과 함께 작게는 1~10 μm, 큰 것은 200 μm 내외의 다양한 

입자들의 분포 비율(data not shown)이 가공과정 중 수화나 

호화에 영향을 주어 가공 후 품질의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Sim 등(2018)의 연구에서 표면구

조의 차이를 보인 쌀 품종이 미음 가공 후 확연히 다른 특성

Cultivars1) Grain yield2) (kg/10a) 1,000-grain weight (g) L/W ratio3) Vol. weighted mean (μm)
Aromi 474 14.31±0.06l4,5) 2.52±0.31a 72.52±0.31f

Baekogchal 526 19.19±0.04f 1.82±0.12fghi 70.71±0.35g

Dodamssal 519 18.57±0.06h 1.79±0.18hi 69.04±0.09h

Geonyang2 517 17.38±0.07k 1.80±0.18ghi 77.36±0.55a

Geumgang1 817 18.52±0.07h 2.13±0.16cd 71.00±0.66g

Geunnun 452 14.29±0.09l 1.70±0.12i 67.01±0.05i

Hanareum2 737 18.50±0.04h 2.04±0.18de 77.27±0.27a

Hanareum3 691 18.97±0.02g 2.28±0.16b 76.15±0.27bc

Hanareum4 797 20.45±0.14a 1.95±0.08efg 76.18±0.16bc

Hwaseonchalbyeo 523 19.57±0.11d 1.76±0.10hi 76.54±0.23b

Hyangcheola 480 20.28±0.08b 1.97±0.10ef 77.58±0.31a

Miho 565 19.77±0.12c 1.66±0.07i 77.42±0.45a

Samkwang 569 18.31±0.01i 1.86±0.14fgh 75.30±0.15d

Segyejinmi 701 18.11±0.10j 2.24±0.17bc 75.94±0.08c

Shingil 745 17.44±0.04k 2.17±0.18bcd 73.19±0.19e

Yeongan 541 19.29±0.04e 1.90±0.10efgh 72.51±0.39f

SEM6) - 0.1957 0.0218 0.4713
1) According to the name of Korea Seed & Variety Service. 
2) Reference to varietal information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3) Length/width ratio.
4) All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1,000-grain weight n=5, length/width ratio n=10, mean particle size n=3). 
5) Mean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6) Standard errors of the mean.

Table 1. The grain yield, 1,000-grain weight, length/width ratio and mean particle size for evaluation of porridge 
processability to various cultiv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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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냈는데, 여기에는 아밀로스의 함량이 큰 기여를 했

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4. 수분결합력 및 용해도
죽은 물을 붓고 끓여 만드는 반유동상 음식으로 첨가된 

물이 전분에 결합되거나 곡류로부터 용출된 전분이 물에 용

해되는 정도에 따라 호화 후 반유동상이 된 죽은 그 특징을 

달리한다(KFST 2020). 수분에 따른 특성을 살피기 위하여 

쌀 품종에 따른 수분결합력과 용해도를 분석하였고, 그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수분결합력이 매우 높은 것은 향철아

와 아로미로 각각 113.15%와 112.68%를 나타냈고, 큰눈, 한
아름 3호, 신길, 백옥찰, 화성찰벼는 89.84~97.50%로 낮았

다. 또한 용해도는 신길과 도담쌀이 각각 22.26%와 20.48%
로 매우 높았고, 향철아, 아로미, 삼광은 각각 4.49%, 4.67%, 
4.83%로 낮아 각 수분 관련 특성별 품종간 큰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품종별 특징을 살펴보면 향철아, 아로미, 신길

은 두 가지 특성이 상반된 결과를 보였고, 도담, 영안은 두 

특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큰눈은 두 가지 특성이 모두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각 품종이 갖는 전분의 구조, 입도, 
아밀로스 및 손상전분 함량, 수분흡수율과 용해도간 상관성 

등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관련하여 Kum & 
Lee(1999), Lee NY(2013), Yoon 등(2016)은 온도 증가와 입

자크기 감소에 따라 수분흡수지수와 수분용해지수가 증가

하며, Nishita & Bean(1982)은 사용하는 분쇄기와 분쇄횟수

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외 수분관련 특성은 가공

죽의 주요한 특성인 점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이
를 확인하기 위해서 품종별 죽의 품질특성 구명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5. 아밀로스
죽은 호화과정을 거쳐 가공되기 때문에 특히 호화와 관련

된 원료곡의 아밀로스 함량은 매우 중요하다. 원료곡의 죽 

가공성 평가를 위하여 품종별 아밀로스 함량을 살펴보았으

며, 그 결과는 Fig. 2와 같다. 16개 품종의 아밀로스 함량은 

4.7~42.3% 범위로 품종간 큰 함량 차이를 나타냈다. 도담쌀

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신길이 25.7%를 나타냈다. 한

Cultivars1) Hunter’s color values2) 

L a b
Aromi 79.26±0.29f3,4) －0.40±0.02i 13.74±0.15j

Baekogchal 82.06±0.48c 0.27±0.07f 15.05±0.39e

Dodamssal 82.99±0.55b 0.66±0.07a 15.39±0.26cd

Geonyang2 79.98±0.46e 0.64±0.08ab 15.06±0.34e

Geumgang1 78.48±0.86g 0.21±0.06fg 14.32±0.26gh

Geunnun 82.05±0.30c 0.64±0.06ab 12.52±0.35l

Hanareum2 75.75±0.50hi 0.54±0.10c 14.32±0.29gh

Hanareum3 76.27±0.53h 0.41±0.12d 14.23±0.27hi

Hanareum4 76.10±0.41hi 0.57±0.05bc 15.12±0.12de

Hwaseonchalbyeo 84.17±0.28a －0.15±0.04h 14.69±0.21f

Hyangcheola 79.05±0.52f －0.49±0.06j 13.24±0.31k

Miho 74.13±0.57k 0.28±0.06ef 17.10±0.23a

Samkwang 75.57±0.31i 0.57±0.05bc 15.81±0.25b

Segyejinmi 74.90±0.30j 0.16±0.08g 14.63±0.21fg

Shingil 81.44±0.52d 0.35±0.05de 13.93±0.26ij

Yeongan 75.94±0.47hi 0.28±0.06ef 15.54±0.18bc

SEM5) 0.3220 0.0359 0.1100
1) Refer to varietal information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 Hunter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
3) All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5). 
4) Mean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Standard errors of the mean.

Table 2. The colorometric characteristics for evaluation of porridge processability to various cultiv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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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찹쌀인 화성찰벼와 백옥찰은 4.7%와 5.8%로 아주 낮은 

아밀로스 함량을 나타냈고, 건양 2호, 미호, 큰눈이 각각 

11.5%, 13.3%, 16.4%의 저 아밀로스 품종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밥쌀용 및 가공용으로 알려진 품종은 18.3~21.2%였

다. 관련된 연구로 품종별 가공적성의 연구에서 적합한 아

밀로스 함량은 품목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Han 등(2012)
은 다양한 쌀 품종의 빵 가공성에 아밀로스 함량이 매우 중

요한 인자이며, 중간 정도가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Choi 등
(2012)과 Cho 등(2018)은 비교적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품

종이 쌀국수 가공적성이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아밀

로스 함량이 다른 품종별 쌀이 타락죽의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Lee 등(2006)의 연구에서 쌀가루의 아밀로스 

함량 감소함에 따라 점도는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제시된 다양한 

품종의 아밀로스 함량은 향후 적정 점도를 갖는 가공된 죽

과의 관계 연구를 통해 죽에 대한 가공성을 평가하는 중요

한 지표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6. 신속점도분석기를 이용한 최고점도와 최종점도
원료의 호화특성을 통해 죽 가공 적합성을 살펴보고자 신

속점도분석기(rapid visco analyzer)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중 최고점도와 최종점도를 Fig. 3에 나타냈다. 호화 중 측정

(A) Aromi (B) Baekogchal (C) Dodamssal (D) Geonyang2

(E) Geumgang1 (F) Geunnun (G) Hanareum2 (H) Hanareum3

(I) Hanareum4 (J) Hwaseonchalbyeo (K) Hyangcheola (L) Miho

(M) Samkwang (N) Segyejinmi (O) Shingil (P) Yeongan

Fig. 1.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rice flour for evaluation of porridge processability to various cultivars to various 
cultivars (magnification ration: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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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품종별 최고점도는 도담쌀 48.4 RVU에서 세계진미 

270.2 RVU의 범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품종에 따라 

최고 5.6배의 차이를 나타내어 죽의 원료선정에 따라 완성

된 죽의 품질이 크게 차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최종점도는 최고점도보다 품종간에 더 큰 차이를 보여 백옥

찰 31.4 RVU에서 세계진미 277.2 RVU의 범위였고, 이에 

따라 품종간 최고 8.9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최고점도

와 최종점도의 비교에서 높은 유의성(p<0.001)을 나타낸 품

종은 백옥찰, 건양2호, 금강1호, 큰눈, 화성찰벼, 향철아, 미
호, 신길, 영안이었고, 그 중에서도 최종점도가 더 높았던 품

종은 건양1호, 향철아, 신길이었다. 이러한 품종은 가공공정 

중 전분 겔화가 가열단계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특히 죽의 가열시간이나 가열온도, 물첨가량의 조건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원료가 기존에 

갖는 특성 즉, 전분의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구성비, 전
분 구조, 전분입자의 팽윤성, 단백질 함량 등에도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원료의 죽 적합성 평가를 위한 다각

적 검토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다(Beleia 등 1980; Fitzgerald 
등 2003). 한편, Jeong 등(2013)은 최고점도와 최종점도가 

높았던 품종들이 양호한 식미를 나타냈다고 보고한 바 있

다. 그러나 대량의 물 첨가로 가공되는 죽은 점도가 너무 낮

을 경우 밥알과 반고체상의 밥물이 조화롭게 어울리지 못하

고, 너무 높으면 진밥과 유사한 물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

Cultivars1) Water binding capacity 
(%)

Water solubility 
(%)

Aromi 112.68±1.04a2,3) 4.67±0.12g

Baekogchal 97.42±4.29d 10.18±2.79de

Dodamssal 109.78±4.26ab 20.48±1.08b

Geonyang2 100.48±0.95cd 5.64±0.06g

Geumgang1 107.17±0.43b 11.55±0.30d

Geunnun 89.84±1.38e 5.09±0.09g

Hanareum2 99.70±3.40cd 9.37±0.38ef

Hanareum3 97.02±0.75d 9.95±0.08de

Hanareum4 104.34±5.81bc 10.73±0.76de

Hwaseonchalbyeo 97.50±1.52d 8.35±0.19f

Hyangcheola 113.15±2.74a 4.49±0.08g

Miho 98.52±3.59cd 14.28±1.03c

Samkwang 99.34±0.68cd 4.83±0.09g

Segyejinmi 107.03±6.64b 10.33±1.08de

Shingil 97.45±0.60d 22.26±0.26a

Yeongan 100.31±1.44cd 14.64±0.60c

SEM4) 0.7652 0.9818
1) Refer to varietal information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 All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5). 
3) Mean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

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Standard errors of the mean.

Table 3. The water solubility and water binding capacity 
for evaluation of porridge processability to various cultivars

Fig. 2. The content of amylose for evaluation of porridge 
processability to various cultivars. The sample name refer 
to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varietal infor-
mation.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The 
standard errors of the mean in amylose showed 1.2167.

Fig. 3. The peak viscosity and final viscosity for eval-
uation of porridge processability to various cultivars. The 
sample name refer to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
ration’ varietal information. Viscosity is a value measured 
by RVA. The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 
0.05 among cultivar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e 
symbol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p<0.01, 
***p<0.001 between viscosity by independent-samples t test.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 determi-
nations. The SEM (standard errors of the mean) in peak 
viscosity showed 8.9829 and SEM in final viscosity showed 
10.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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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죽 원료의 최고점도나 최종점도는 적정한 중

간수준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나,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다.

7. 원료 쌀 품질특성간 주요 상관관계 및 히스토그램
원료 쌀 주요 품질특성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아밀로스와 용해도는 양의 상관(r=0.542, p<0.01)
을 나타냈고, 용해도와 최고점도는 음의 상관(r=－0.569, 
p<0.01)을, 최고점도와 최종점도는 양의 상관(r=0.836, p< 
0.01)을 나타냄으로써 품질특성간 증가와 감소에 특정한 경

향을 보였다. 원료곡에 대한 죽 가공적성 평가지표와 기준 

설정을 위한 본 연구의 취지에 맞춰 실험재료의 선택은 기

존 정보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고 찰벼와 메벼, 다양한 아밀

로스 함량의 품종, 향미벼 등의 16종 품종을 사용하였다. 이
에 따라 Fig. 4에 제시한 산점도는 추세선을 기준으로 넓게 

퍼져있는 형태를 보였고, 표준오차가 높음에도 두 특성간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향후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다

양한 품종을 대상으로 설정한 평가기준은 죽 가공적성 평가 

시 다양한 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지표와 기준에 보다 적합

할 것으로 사료된다. 관련한 연구에서 죽의 품질특성간 다

양한 상관관계가 제시되었는데, Zhang 등(2002)은 잣죽의 

점도와 총당이 양의 상관(r=0.758, p<0.001)으로 총당 함량

은 겔화되면서 증가하는 죽의 점도와 같은 경향으로 변화한

다고 하였고, Lee 등(2005)의 연구에서는 원료의 마쇄시간 

증대시 고아미2호는 점성이 함께 증가했으나, 일품벼는 반

대의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원료와 제조조건에 따라 죽의 특

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앞서 제시한 11종의 품질특성에 대해 각 품종의 분석값을 

히스토그램으로 제시하였고, 그 분포에 따른 표준곡선도 함

께 나타냈다(Fig. 5). 분석데이터의 분포를 그래프로 표현하

기 위하여 사용하는 히스토그램은 이를 통해서 분포의 모양

과 자료의 퍼진 정도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Kang 
JH 2015). 원료 쌀의 품질특성 데이터 분포를 나타낸 각 히

스토그램은 품질특성 항목에 따라 구간별 빈도, 각 빈도를 

나타낸 구간수, 구간의 분포, 구간분포에 따른 표준곡선 모

양 등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냈다. 구간수 즉, 일정 구간의 

데이터 집단을 나타내는 막대수는 아밀로스, 용해도, 천립

중, 최고점도, 최종점도 항목에서 7~10개를 나타내 다른 집

단과 비교하여 비교적 적은 막대수를 나타냈다. 또한 빈도

를 나타내는 범위가 증가한 품질특성 항목에서는 막대수는 

감소하고, 이에 따라 주종이 되는 높은 빈도그룹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에 의해 죽의 품질을 

대표할 수 있는 구간을 찾는다면 명확한 평가의 기준을 찾

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히스토그램에 제시한 표준

곡선은 막대분포에 따라 표준곡선의 위치, 높낮이, 폭 등의 

차이를 보여, 여러 분포도의 경우에 측정된 척도의 상이함

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분포 차이에 의한 다양한 특성을 파악

할 수 있어 품질평가지표와 기준 설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

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Woo SM 2015).
본 연구를 통해 아밀로스 함량, 용해도, 최종점도에서 품

종별 명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높은 표준오차와 히

스토그램 분석결과를 통해 원료 쌀 대상의 품질평가 지표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원료곡에 대한 죽 가

공평가의 지표선정과 기준설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논의되

었던 원료곡 품질특성은 물론 죽의 품질특성, 두 특성간의 

상관관계, 소비자의 선택기준 등을 고려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평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평가결

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료

쌀의 죽 가공성 평가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Fig. 4. Correlation coefficients of amylose, water solubility, 
peak viscosity and final viscosity for evaluation of porridge 
processability to various cultivars. Analysis using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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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쌀 가공품 생산 시 품목에 적합한 원료 쌀을 선택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선행되어야 할 것은 원료를 대

상으로 가공성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료 쌀의 죽 가공성 평가기준을 설정하고자 16종 품종을 
대상으로 품질특성을 분석하여, 먼저 원료 쌀의 품질지표를 

찾고자 하였다. 통일계 품종은 701~817 kg/10 a의 수량성을 

지니며, 장폭비(length/width ratio)에 의해 긴 모양의 형태적 

특징을 나타냈다. 알곡 충실도를 나타내는 천립중은 한아름

4가 20.45 g으로 가장 컸고, 쌀가루의 평균체적은 큰눈이 

47.01 μm로 가장 작았다. 완성된 죽의 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료의 L값은 화선찰벼가 84.17로 가장 높았고, 분질

미인 도담쌀과 연질미인 신길은 특징적인 쌀 단면구조를 나

타냈다. 수분과의 상호작용 및 용출고형분 함량과 관계된 수

분결합력과 용해도는 각각 향철아(113.2%)와 아로미(112.7%), 

(A) (B) (C) (D) 

(E) (F) (G) (H) 

(I) (J) (K) 

Fig. 5. Histogram and normal distribution curve of quality characteristics for evaluation of porridge processability to various 
cultivars. The histogram and normal distribution is created using SPSS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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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22.3%)과 도담쌀(20.5%)에서 높게 나타났다. 아밀로스 

함량이 가장 높았던 도담쌀(42.3%, 70.7 RVU)과 가장 낮았

던 화성찰벼(4.7%, 27.8 RVU)는 아밀로스 함량이 중간그룹

이었던 품종(16.4~21.2%, 173.6~277.2 RVU)과 비교하여 낮

은 최종점도를 나타냈다. 이상의 품질특성별 각 품종의 정

량화된 값의 분석 이외에 16종 원료쌀을 대상으로 11종에 

대한 품질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본 결과, 아밀로스 함량

과 수분용해도는 양의 상관(r=0.542, p<0.01), 수분용해도와 

최고점도는 음의 상관(r=－0.569, p<0.01), 최고점도와 최종

점도는 높은 양의 상관(r=0.836, p<0.01)을 나타내어 특정 

품질특성간 동일하게 변화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히스토그램과 표준오차 결과에 제시된 최소 구간수를 

갖는 항목과 높은 표준오차를 나타낸 항목은 평가를 위한 

명확한 품질기준의 설정이 가능하여 품질지표로의 활용가치

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선발된 아밀로스 함량, 
용해도, 최종점도 외 가공죽에서 검토된 품질평가 지표를 더

하여 죽의 품질평가기준이 정립되면, 죽 가공성 평가를 통한 

적합 품종의 용도를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죽 가공을 위한 

원료의 육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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