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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침 중 벼 품종별 수분흡수 특성 및 취반미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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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absorption characteristics and cooked rice texture of milled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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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ice (Oryza sativa L.) cultivar of the SPP (stakeholder participatory program) and ordinary rice were
characterized based on water-absorption properties and cooked rice texture. During rice soaking, the rice grain transformed
from transparent to opaque (white), indicating that water molecules diffused into the rice grain during soaking. In addition,
cracks in the internal structure of soaked rice gradually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soaking time. Water absorption
increased rapidly up to 20 min, but no increment was observed after 30 min of soaking. At this point, the entire areas of
the soaked rice grain turned white, indicating that water absorption had reached saturation. SPP rice showed lower
hardness and higher stickiness in its cooked form than ordinary rice, suggesting that SPP rice could be a more preferable
choice than ordinary rice. Furthermore, cooked SPP rice was more edible in terms of hardness and stickiness after being
kept warm for 12 h than ordinary rice.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cooked SPP rice exhibited slow retrogradation and
improved taste.

Keywords: stakeholder participatory program, soaking, water-absorption, cooked rice, texture 

서 론

국내 쌀 종자 보급은 정부 기관 주도의 광 지역에 적응하는

벼 품종 개발로 주요 재배 품종에 국한되거나, 또는 지역에 적합

하지 않아서 보급률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업 현장이나 소비자 등 수요자들의 품종 선택 기준이 과거와

는 많이 달라져서, 벼 육종에 있어서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보급

을 위한 질적 향상과 유관기관들 간에 역할 분담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벼 육종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육종체계를 공급자 중심의 일 방향

에서 수요자 중심의 양방향 및 다방향으로 전환한 수요자 참여

형 품종 개발 프로그램(stakeholder participatory program, SPP)을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서 조생종 최고품질 벼 ‘해들’(2017), 중생

종 고품질 벼 ‘알찬미’(2018)와 ‘해맑은’(2019) 품종이 개발되었다.

밥맛이 우수한 고품질의 양질미 품종 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

쌀 품질 평가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품질 지표로서

벼 품종, 지역 및 재배조건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는 벼 품종별

도정률, 외관, 영양 및 기능 성분 등 쌀의 고유한 성분 특성인

기초적인 품질 요소를 평가한다. 쌀의 성분적인 품질을 측정하는

것은 더 우수한 품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개

발된 품종의 특성을 가공 적성에 맞게 분류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Ohtsubo, 1995; Ohtsubo 등, 1998). 또한, 취반 특성 평

가는 벼 수확 후 건조, 저장 및 도정 등에 의한 쌀의 가공적성

평가와 밥의 물리적 성상에 영향을 주는 취반조건 및 취반 후 저

장조건 등의 평가를 통해 밥의 식감에 영향을 주는 식미관여 요

인에 대한 평가를 한다(Kim 등, 2005; Kum 등, 1995). 이와 같

이 밥맛은 품종, 재배 및 수확 후 건조, 저장, 도정 및 취반조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여하고 있고(Del Mundo, 1979; Juliano,

1985a), 그만큼 밥맛에 영향을 주는 품질지표는 많은 요인이 복

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분은 밥의 식감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성분이고, 또한 전분 이외에 미립 내 구성 성분 및

전분 구조 등에 따라서 쌀의 수분 흡수속도 및 호화속도 등이 달

라지고, 이로 인해서 최종 밥맛에도 차이가 나타난다(Kim, 2004).

전분은 기본적인 2개 성분인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특히 아밀로스 함량은 쌀 품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Hall과 Johnson, 1966; Juliano 1985b). 우리나라의

고품질 쌀 품종 선발기준에서 아밀로스 함량 기준은 17-18%로

규정하고 있으며(Park 등, 2016; Song 등, 2008), 아밀로스 함량

이 높으면 밥이 단단하고, 푸슬한 물성이 되는 반면에 아밀로스

가 낮으면 취반 후 연하고, 찰진 밥이 된다.

밥맛을 좌우하는 식감은 최종적으로 소비자 선호도를 결정하

는 요인으로 주로 밥의 물성(texture) 측정을 통해 밥의 식감을 평

가한다(Li와 Gibert, 2018; Wang 등, 2020). 일반적으로 취반 전,

쌀을 일정 시간 물에 담그는 수침(soaking) 과정은 미립의 전분

호화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고, 균일하게 분포시켜 가열 시 열

의 전도를 용이하게 하여 밥맛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

이다. 수침이 불충분할 경우 수분이 쌀의 내부까지 충분하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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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되지 않으므로, 가열 시 표면이 먼저 호화되어 내부로의 열전

달이 방해되기 때문에 표면은 질고, 내부는 설익은 밥이 될 수

있다(Kum 등, 1995). 따라서, 취반 전 쌀을 수침하는 과정은 쌀

의 호화를 균일하게 하고, 밥맛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취반미

품질 평가 시험법에서 중요한 요소에 해당된다(Batcher 등, 1956).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 참여형(SPP) 벼 품종 및 일반 고품질 벼

품종 대상으로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취반 시 수침(pre-

soaking)에 따른 수분흡수율 변이 및 취반미 품질 특성을 평가하

였다. 또한, 취반 후 품종별 밥을 일정 시간 보온하면서 물성 변

화를 측정하여 밥의 식감을 비교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벼 품종은 지역특화 수요자 참여형(stakeholder

participatory program, SPP) 벼 품종인 알찬미와 해맑은, 그리고

일반 벼 품종인 추청과 삼광을 사용하였다. 알찬미와 추청은 경

기도 이천 지역에 보급되어 재배 및 수확되었고, 해맑은과 삼광

은 충청남도 아산 지역에서 재배 및 수확된 품종이다. 실험 재료

인 벼는 수확 후 품종별 해당 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RPC)에 단기(약 30-40일 정도) 저장한 시료

를 사용하였다. 시험용 백미 도정을 위해서 벼의 왕겨는 제현기

(SY88-TH, Ssangyong, Incheon, Korea)를 이용하여 제거하였고,

백미 도정은 정미기(MC-90A, Toyo Co., Wakayama, Japan)을 이

용하여 현미 100 g 중량을 기준으로 도정도 91%인 백미로 가공

하였다. 성분 분석을 위한 쌀가루는 UDY cyclone mill (UDY

Corp., Fort Collins, CO, USA)를 사용하여 준비하였다.

일반성분

일반성분은 AOAC (2010) 방법에 따라 정량하였다. 회분 함량

은 550oC 직접 회화법으로 분석하였고(AOAC 945.38), 조단백질

함량은 Micro Kjeldahl 질소 정량법에 따라 자동분석장치(Foss

Kjeltec 2400, Foss Tecator, Huddinge, Sweden)로 측정하였으며,

질소 환산계수 5.95를 대입하여 계산하였다(AOAC 920.53). 조지

방 함량은 Soxhlet 지방추출기(Soxtec System HT 1043 extraction

unit, Foss Tecator, Eden Prairie, MN, USA)를 사용하여 2-3 g 분

말시료를 헥산(Daejung, Siheung, Korea)으로 추출하였다(AOAC

979.09).

총전분 및 아밀로스 함량

총전분 함량은 total starch assay kit (Megazyme International

Ireland Ltd., Wicklow, Ireland)를 이용하여 AOAC 방법으로 측정

하였다(McCleary 등, 2002). 쌀가루 100 mg에 α-amylase (3,000

U/mL)와 sodium acetate buffer (100 mM, pH 5,0) 혼합액 3 mL

을 넣고 100oC에서 12분 반응시킨 다음 실온에 5분 방치하였다.

Amyloglucosidase (3,300 U/mL) 100 μL 넣고 50oC 항온수조(150

rpm)에서 30분 반응시킨 후, 3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한

다음 상등액을 분리하였다. 가수분해된 glucose가 포함된 상등액

100 μL에 GOPOD 3 mL 첨가 후 50oC 항온수조(90 rpm)에 10분

방치 후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해서 총전분 함량을 계산하였다.

벼 품종별 아밀로스 함량은 Juliano (1985b)의 비색정량법에 따

라 시료 100 mg에 95% 에탄올 1 mL와 1 N NaOH (Daejung)

9 mL를 가하여 분산시키고, 100°C 항온수조에서 20분 동안 호화

시킨 후 냉각하였다. 반응액 5 mL에 1 N acetic acid (CH
3
COOH)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1 mL와 2% I
2
-KI 용액

(Kett Electric Laboratory, Tokyo, Japan) 2 mL를 첨가한 후 증류

수로 100 mL가 되도록 정용하였다. 30분 동안 방치한 다음 분광

광도계(UV spectrophotometer 1601, Shimadzu Co., Kyoto, Japan)

를 이용하여 62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해서 아밀로스 함량

을 계산하였다.

수분흡수율(water uptake ratio, WUR)

수분흡수율 측정(Singh 등, 2005)은 시험관에 백미 시료 2.0 g

을 넣고, 증류수 25 mL를 가한 다음, 항온수조(25oC)에서 1시간

정치시키면서 10분 간격으로 시료를 꺼내어 곡립의 표면수를 여

과지로 제거한 다음 곡립의 무게 증가량으로부터 수분흡수율을

계산하였다.

수분흡수율(%)

=
 수침 후 시료의 무게(g)−수침 전 시료의 무게(g) 

×100
           수침 전 시료의 무게(g)

RVA에 의한 호화 특성

벼 품종별 호화특성은 신속점도계(Rapid Visco Analyzer, model

RVA-3D, Newport Scientific, Warriewood, Australi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품종별 쌀가루 3.0 g에 증류수 25 mL을 첨가하는 것

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시료 수분함량에 따라 쌀가루 및 증류수

양을 보정하였다. RVA 분석 전용 용기에 보정된 분량의 쌀가루

와 증류수를 혼합하여 50oC, 960 rpm 조건에서 10초 동안 현탁

액을 균질화한 후 160 rpm 조건으로 1분간 유지하였다. 온도 조

건을 95oC까지 4.7분 동안에 상승시킨 다음 2분 30초간 유지한

후, 다시 50oC까지 3분 40초 동안에 냉각시키면서 호화점도를 측

정하였다. 총 분석 시간은 약 13분 소요되었다. 측정항목은 최고

점도(peak viscosity), 최저점도(through viscosity), 최종점도(final

viscosity), 강하점도(breakdown viscosity), 치반점도(setback viscosity),

및 호화 개시온도(pasting temperature)이다. 각 항목의 RVA 점도

는 3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DSC에 의한 호화 특성

품종별 호화 특성은 시차주사열량계(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DSC Q1000, TA Instruments Inc., New Castle, DE,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SC 팬에 쌀가루와 수분의 중량

비율이 1:4 (20% w/w)가 되도록 넣고, 밀봉하여 상온에서 1시간

안정화한 후 측정하였다. DSC 기기 온도를 20oC에서 150oC까지

10oC/min의 속도로 가열하면서 얻어진 흡열곡선으로부터 호화개

시온도(onset temperature, To), 호화정점온도(peak temperature,

Tp), 호화종료온도(completion temperature, Tc)를 구하고, 흡열피크

면적으로부터 호화엔탈피(melting enthalpy, ΔH)를 산출하였다.

Toyo 윤기치

취반미의 식미(palatability) 특성은 Toyo mido meter (MA-90B,

Toyo Engineering Corp.,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Toyo 분석은 밥의 윤기치로 식미를 예측하는 기기적 분석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측정이 가능한 간이 측정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Chun 등, 2007; Kim 등, 2012). 백미 시료 33 g을 80oC에서 10

분 동안 취반한 후 상온에서 3분 동안 뜸을 들인다. 그 후, 밥의

표면에 생기는 막 두께를 측정하여 수치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품

종별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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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반미 식감

취반미 식감측정은 식감측정기인 텐시프레서(TensipresserTM, My

Boy II system, Taketomo Electric Inc.,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텐시프레서는 밥의 경도, 점성 등 물리적인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기로, 사람이 밥을 먹을 때 관능적

으로 느끼는 저작감을 기계적으로 간편하게 나타내는 장치이다

(Naito와 Ogawa, 1998). 취반은 컵밥 형태로서 백미 시료 각각

30 g씩 스테인리스 컵(높이 8 cm, 직경 4 cm, 부피 187 mL)에 넣

고, 가볍게 저어주면서 흐르는 물로 3회 수세한 다음, 실온(약

25oC)에서 30분간 침지하였다. 침지된 시료는 체에 밭쳐 물기를

제거하고, 물 36 mL를 채워 넣어서 준비하였다. 취사를 위해서

전기밥솥 용기에 물 160 mL를 채운 다음 준비해 놓은 시료 컵을

놓고 취반하였다. 취반이 끝나면 밥을 10 g씩 칭량하여 시료 측

정용 컵에 성형하고 2분 동안 정치시킨 다음 puncture probe

(25 mm2)가 설치된 식감측정기에 장착하였다. 측정은 two-bite 압

착법으로, 먼저 총 두께의 25% 압착으로 바깥층(surface layer)과,

다시 90% 압착으로 밥 전체의 물성 특성을 측정하였다. 이때 측

정 속도는 2.0 mm/s였고, 측정항목은 밥의 경도(hardness), 부착성

(adhesiveness) 및 찰기(stickiness)를 측정하였고, 분석 시료 당 9

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표시하였다(Naito와 Ogawa, 1998;

Takahashi 등, 2000).

시간 경과에 따른 취반미 식감 변화 측정

취반 후 일정 시간 경과 후 밥의 식감 변화는 품종별 취반한

밥을 전기밥솥에 12시간 보온(71-73oC)하면서 6시간 간격으로 밥

의 물성을 식감측정기(TensipresserTM, My Boy II system,

Taketomo Electric Inc.)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식감측정기의 측

정 조건 및 분석항목은 취반미 측정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 결과는 최소 3회 반복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이

고, 측정값은 SAS (Ver 9.2, SAS Co., Cary, NC, USA) 통계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산분석(ANOVA test)을 실시하였고, 다중범

위시험법(Tukey’s multiple range test)으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본 연구에 사용된 벼 품종은 수요자 참여형(Stakeholder

participatory program, SPP) 벼 품종인 알찬미(AC)와 해맑은(HM),

그리고 일반 벼 품종인 추청(CC)과 삼광(SK)이다. 알찬미와 추청

은 경기도 이천 지역에 보급되어 재배 및 수확되었고, 해맑은과

삼광은 충청남도 아산 지역에 보급된 품종이다. 품종별 일반성분

은 Table 1과 같다. 수분함량은 8.9-10.7% 범위로 다소 낮았으며,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벼를 저장하고 있는 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RPC)의 저장조건에도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쌀의 전분 다음으로 많은 성분인 단백

질 함량은 6.39-6.78% 범위로 품종별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추청

이 6.78%로 가장 높고, 알찬미가 6.3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단백질 함량의 차이는 품종에 따른 유전적인 특성 이외

에 비료, 토양 및 물 조절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일반적

으로 백미의 단백질 함량은 5-15% 정도이다(Ohtsubo, 1995). 단

백질 함량은 밥맛에 영향을 미치는데, 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취반 후 단단하고 덜 찰지다고 알려져 있고, 밥맛이 우수한 쌀의

단백질 함량은 7.0% 미만인 것으로 보고되었다(Juliano, 1965;

Okadome 등, 1999).

총전분 및 아밀로스 함량

품종별 총전분과 아밀로스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총전분과 아밀로스 함량은 각각 83.59-85.20%와 18.15-19.79%

범위였고, 4개 품종에서 해맑은의 총전분과 아밀로스 함량이 가

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고품질 쌀 품종 선발기준에서 아밀로스

함량 기준은 17-20%로 규정하고 있으며(Song 등, 2008; Park 등,

2016), 본 실험에서 사용한 4개 품종은 고품질 쌀의 아밀로스 함

량 기준에 부합되었다. 아밀로스는 취반 후 밥의 품질과 호화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아밀로스 함량이 높으면 취반

미가 단단하고, 푸슬한 밥이 되지만 아밀로스 함량이 낮으면 취

반 후 연하고 찰진 밥이 된다. 우리나라의 고품질 밥쌀용 쌀 품

질 조건으로 아밀로스 함량과 단백질 함량이 중요한 지표로 사

용되고 있으며 이들의 함량이 기준조건에 부합된 품종의 식미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Choi와 Shin, 2009; Song 등, 2008). 아

밀로스 함량으로 쌀을 분류하면, 찹쌀은 아밀로스 함량은 0-5%

Table 1. Approximate components of different rice cultivar

Rice cultivar Moisture (%) Ash (%) Protein (%) Lipid (%)

AC 10.72±0.04a 00.56±0.04ab 6.39±0.08c 0.45±0.01b

CC 10.27±0.04b 0.49±0.03b 6.78±0.01a 0.55±0.03a

HM 8.92±0.02d 0.60±0.05a 6.51±0.01b 0.47±0.01b

SK 9.34±0.05c 00.53±0.01ab 06.47±0.01bc 0.33±0.01c

F-value 1323.22*** 4.82** 55.76*** 67.90***

Rice cultivars were Alchanmi (AC), Chucheong (CC), Haemalgeun (HM), Samkwang (SK).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2. Total starch and amylose content of different rice

cultivar

Rice cultivar Total starch (%, db) Amylose (%, db)

AC 83.88±0.26b 18.15±0.23c

CC 83.59±0.84b 019.31±0.21ab

HM 85.20±0.12a 19.79±0.18a

SK 83.76±0.32b 18.92±0.40b

F-value 7.34** 19.76***

Rice cultivars were Alchanmi (AC), Chucheong (CC), Haemalgeun
(HM), Samkwang (SK).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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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멥쌀의 경우 아밀로스 함량이 5.1-10.0%이면 매우 낮음,

10.1-20% 낮음, 20.1-25.0% 중간, 25% 이상은 높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Juliano, 1985b).

수분흡수율

취반 전 쌀을 일정 시간 침수하는 과정은 쌀의 호화를 균일하

게 하고, 밥맛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쌀의 수분흡수율(water

uptake ratio, WUR)은 취반미 품질 측정 시험법에서 중요한 요소

에 해당한다(Batcher 등, 1956). 품종별 백미를 60분 동안 침지시

키면서 10분 간격으로 곡립의 수분흡수율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곡립의 수분흡수율은 침지 후, 20분까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수분흡수율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침지 후 10분 경과 시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지 20분에서 30분까지는

완만한 증가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더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였다. 20분 침지 후 품종별 수분흡수율은 알찬미 30.08%,

추청 28.38%, 해맑은 27.19%, 삼광 28.75%로 품종별 쌀 수분흡

수율은 알찬미가 가장 높은 수분흡수율을 보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쌀을 상온(20oC)에서 침지시간에 따른 수분흡수율을 측정

한 결과, 초기 20분 동안 수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그 이후

에는 수분흡수율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특히, 초기

5분 동안의 수분흡수율에서 품종별 큰 차이를 보였다(Kim 등,

2005). 또한, 특수미 품종별 취반 시 수분흡수 양상을 관찰한 결

과, 초기 30분 동안 수화가 빠르게 이루어졌고 30분 이후에는 변

화가 적고 완만한 흡수율 변화가 나타났다(Yoon 등, 2012).

취반 전 쌀 침지과정은 미립의 전분 호화에 필요한 수분을 공

급하고, 균일하게 분포시켜 가열 시 열의 전도를 용이하게 하므

로 밥맛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침지가 불충분할

경우 수분이 쌀의 내부까지 충분하게 침투되지 않으므로 가열 시

표면이 먼저 호화되어 내부로 열전달이 방해되기 때문에 표면은

질고, 내부는 설익은 밥이 될 수 있다(Kang 등, 1995a). 한편, 쌀

침지에 따른 수분 흡수 속도가 빠를수록 취반 특성이 좋은 것으

로 보고되었으며, 수분 흡수속도는 품종, 침지온도 및 시간, 쌀알

의 길이와 폭의 비율 등과 관계가 있다(Kang과 Lho, 1998). 밥의

식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벼 고유 특성 및 취반 조건에 따

른 전분의 공극률, 찰기, 수분흡수율 및 가열 시간 등 다양한 요

소에 영향을 받으나, 수분흡수율은 전분의 호화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Kim 등, 2005).

또한, 쌀의 단백질 함량은 미립의 수분흡수에 영향을 주는 또 다

른 요인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침지 및 취반 시, 수용성 단

백질 성분이 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하면서 전분의 팽창에 필

요한 수분흡수율이 낮아지고, 따라서 전분의 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Kesarwani 등, 2016). 취반 시 쌀의 수용성 단

백질이 전분입자에 얇은 층을 형성하게 되어 밥의 경도는 높아

지고, 점성과 탄성은 저하시킴으로서 밥맛이 저하된다. 결국, 단

백질 함량은 밥의 식감과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Juliano, 1985a).

쌀 침지에 따른 외관 특성

품종별 쌀을 60분 동안 수침하는 동안 10분 간격으로 관찰한

품종별 외관, 색 및 형태 변화는 Fig. 2와 같다. 침지 중 쌀 외관

은 뚜렷한 변화를 나타냈는데, 수침 중 쌀이 수분을 흡수하게 되

면 미립 내 수분 확산 현상이 발생하면서 투명했던(transparent)

외관이 불투명한(opaque) 상태로 변하였는데 마치 찹쌀과 같은

뽀얀 흰색으로 나타났다. 쌀 표면의 색 변화는 수침 10분 후부

터 시작하여 수침 60분이 경과되었을 때는 미립 전체가 불투명

한 흰색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쌀 수침으로 인해

서 부피가 팽창하고 미립의 내부 구조에서 크랙(cracks)이 형성되

었는데, 크랙 형성은 미립 내부에 공간을 확보하여 물의 내부 확

산을 가속화시켜서 쌀 중심부까지 충분히 수화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침 시간이 경과 할 수록 크랙은 서서히 커지면서 결국

수분 확산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내부 공간이 증가하여 수분 이

동 속도가 가속화되는 것이다(Hu 등, 2020). 쌀의 수분흡수 기전

에 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미립 내부로의 수분 확산은 물이

미립의 표면(외층)에서 내부로 침투하는 과정이기 보다는, 배아

가 제거된 부분에서 시작해서 수분이 내부로 침투하는 과정이

고, 특히 배유가 위치하고 있는 안쪽(ventral side)에서 미립의 등

쪽(lateral side)으로 수분의 이동이라고 하였다(Tong 등, 2017;

Tomita 등, 2019).

쌀의 내부 구조는 균일하지 않은 메트릭스(matrix)이기 때문에,

수침으로 인한 수분흡수율 및 크랙 형성 유형은 쌀 및 품종에 따

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쌀 수침 중 외관 변화를 이미지(image

analysis)로 분석한 결과, 수분흡수로 인한 팽창 및 크랙 형성 등

쌀 외관의 변화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침 시

간으로 나타났다(Hu 등, 2020). 즉, 물이 미립의 중심부까지 흡수

되는 시간에 의해서 외관의 변화는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취반

시간 및 밥맛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쌀 수침

중 수분흡수율 및 크랙 형성 과정을 통해서 취반미 식미를 예측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DSC에 의한 호화 특성

쌀 전분입자의 열에 의한 물리적 상전이 현상으로 호화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DSC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호화 상전이

에 필요한 에너지양을 나타내는 첫 번째 흡열피크의 호화개시

(To) 온도는 61.56-63.19oC 범위로 품종 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

다. 4개 품종에서 해맑은이 비교적 낮은 호화개시 온도를 나타내

었는데, 이는 해맑은 품종이 다른 품종에 비교하여 전분 구조의

결정도가 낮고, 가열 시 전분의 팽윤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의

미한다. 한편, 호화최대온도(Tp) 및 호화종결온도(Tc)는 각각 68.25-

70.26oC 및 76.16-78.59oC로 품종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품

종별 호화온도의 차이는 전분 구조의 차이로 치밀한 결정구조를

지닐수록 가열 시 느리게 팽윤 되고, 호화온도는 높게 반영된다

Fig. 1. The changes in the water absorption of different rice

cultivar during soaking for 60 min. Rice cultivars were Alchanmi
(AC), Chucheong (CC), Haemalgeun (HM), Samkwang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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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an 등, 1993; Matveev 등, 2001). 한편, 쌀 전분의 호화 상전

이에 필요한 에너지양을 나타내는 흡열엔탈피(ΔH)는 3.17-3.66 J/

g으로 해맑은이 역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화엔탈피는

전분을 구성하는 분자구조 간 결합력과 결정성을 나타내는 것으

로 전분의 결정성이 낮으면 호화개시 온도 및 호화에 필요한 에

너지양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Zhou 등, 2002).

RVA에 의한 호화점도 특성

벼 품종별 호화점도 특성을 신속점도계(RVA)로 측정하였고, 품

종 간 뚜렷한 차이가(p<0.05)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최고점도(PV)는 209.05-239.14 RVU 범위로 해맑은과 삼광

이 다른 2개 품종과 비교했을 때 약간 높은 점도값을 보였다. PV

는 쌀 전분과 물의 수화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분 입자가 쉽

게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분은 물을 흡수하면 팽윤하고 부

피 증가로 인하여 호화점도가 증가하는데, 쌀 전분의 호화점도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는 아밀로스 함량이며, 특히

아밀로스 밀도(the ratio of amylose content to granule size)가 높

은 아밀로스를 포함하는 전분은 열처리 시, 전분 입자로부터 용

출된 수용성 아밀로스가 점도를 상승시킨다(Woo 등, 2015). 품종

별 강하점도(BDV)와 치반점도(SBV)는 각각 63.64-71.58 RVU와

6.17-17.42 RVU 범위로 알찬미와 삼광 품종이 BDV는 높고, SBV

는 낮게 나타났다. BDV는 안정한 상태의 호화된 전분이 고온과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호화전분의 안정성이 깨지면서 점도가 낮

아지는 현상으로 전분 입자의 파괴정도를 나타낸다. SBV는 밥의

노화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전분의 호화를 위한 가열

이 중지되고 냉각하는 과정에서 호화된 전분 분자들이 수소결합

에 의하여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점도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특

성이다. BDV와 SBV는 취반미 식미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품질

평가 항목으로 사용되었는데, BDV 값이 크고, SBV 값이 적을

때 식미가 우수하였다(Jing 등, 2016; Tang 등, 2019). 호화온도를

예측하는 호화개시온도(pasting temperature, PaT)는 물리적인 특

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알려져 있는데, 품종별 호화개시

온도는 68.05-68.18oC 범위로 PaT는 비교적 낮았고, 품종 간의 통

계적 유의성은(p<0.05) 나타나지 않았다. 호화개시온도는 품종 및

Fig. 2. The image of the appearance and change of cracks during soaking for 60 min; S_10 represents 10 min soaking. Rice cultivars
were Alchanmi (AC), Chucheong (CC), Haemalgeun (HM), Samkwang (SK)

Table 3. Thermal properties of different rice cultivar by DSC analysis

Rice cultivar To (oC) Tp (oC) Tc (oC) ΔH (J/g)

AC 63.19±0.18a 70.26±0.34a 77.92±2.19a 03.43±0.22ab

CC 62.44±0.39b 069.76±0.24ab 78.59±0.45a 3.20±0.01b

HM 61.56±0.09c 68.25±0.23c 76.16±0.66a 3.17±0.13b

SK 063.03±0.18ab 69.18±0.13b 76.70±0.31a 3.66±0.20a

F-value 28.99*** 37.82*** 2.66 5.63**

Rice cultivars were Alchanmi (AC), Chucheong (CC), Haemalgeun (HM), Samkwang (SK).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o, Tp, and Tc represent the onset, peak and final temperatures, respectively. ΔH represents gelatinization enthal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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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품종 특성으로 전분의 호화개시 온

도가 70oC 이하인 경우는 낮음, 70-74oC의 경우는 중간, 그 이상

은 높은 것으로 분류가 된다(Uyen 등, 2001).

취반미 Toyo 윤기치

밥 표면의 보수막과 윤기 정도를 측정하여 반사 특성에 의해

식미(palatability)치를 구하여 밥의 식감을 예측하는 Toyo 윤기치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oyo 윤기치 값을 품종별로 비교한

결과 69.40-71.90 범위로 측정값은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Kim 등(2012)의

연구에서, 시판 브랜드 쌀 33종의 Toyo 윤기치는 69.23-81.73 범

위로 품종별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일반적으로 단백질 함

량이 높은 품종의 식미치가 낮았고, 단백질 함량과 밥의 경도가

낮은 품종의 식미치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반 밥쌀용

벼 13종에 대한 취반미 식미치 평가에서 Toyo 윤기치는 59.57-

79.97 범위로 품종별 차이를 확인하였다(Park 등, 2016). 밥맛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크게 분류를 하면, (1) 벼 품종, 산

지, 재배조건 등에 차이를 보이는 쌀 본래의 성분 특성, (2) 벼

수확 후, 건조, 저장, 도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공적인 특

성, 그리고 (3) 밥의 물리적인 성상에 영향을 주는 취반조건 및

취반 후 저장조건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Kim 등, 1991).

취반미 식감 특성

밥을 씹을 때의 식감(조직감)을 기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식

감 측정 전용 분석기기인 텐시프레서(tensipresser)로 품종별 취반

미 식감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측정은 two-bite 압착

법으로, 측정 용기에 담은 밥 두께의 25%를 압착하는 낮은 압착

시험(low compression test, LCT)과, 다시 90%를 압착하는 높은

압착시험(high compression test, HCT)을 병행하여 측정하였다. 취

반미 경도(hardness, N)는 품종 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p<0.05), 분석 값은 약간의 차이를 보여서 삼

광(0.31)>알찬미(0.30)>추청(0.28)>해맑은(0.28)이었고, 밥의 찰기

는(stickiness)는 알찬미(0.56)>해맑은(0.49)>삼광(0.47)>추청(0.43)

으로 나타났다. 밥의 기계적인 조직감 특성에서 경도와 찰기는

밥맛과 선호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Li 등,

2020; Li와 Gilbert, 2018; Okabe, 1979), 찰기가 높은 쌀이 선호

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찰기는 밥맛 품질 평가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기기적인 경도는 어금니 사이로 시료

를 압착할 때 드는 힘을 의미하며, 찰기는 밥의 끈기를 의미하는

데 시료를 첫 번째 압착한 후 시료를 떼어낼 때 필요한 힘의 강

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부착성(adhesiveness, N·mm)은 시료를

압착 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알찬미(0.55)>삼

광(0.54)>해맑은(0.51)>추청(0.45)으로 밥을 씹은 후 떼어낼 때 필

요한 운동에너지는 알찬미가 가장 높아서 찰기가 가장 좋은 것

으로 측정되었다.

쌀 전분은 밥맛의 90%를 결정하는 쌀의 주요 성분으로, 밥의

경도 및 찰기 등 물리적 특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데, 아밀로

스 함량이 많고, 아밀로펙틴 중합도가 높을수록 밥의 경도가 높

아진다(Reddy 등, 1993). Patindol 등(2010)은, 쌀의 아밀로스와 아

밀로펙틴 조성 비율이 밥의 경도(hardness)와 찰기(stickiness)를 결

정하는 주요 품질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아밀로

스 함량이 많으면 취반 시, 전분의 호화로 인해서 수용성 아밀로

스가 취반미 표면에 solid-like gel을 형성하게 되어 밥의 경도는

높아지고 찰기는 낮아지게 된다(Li 등, 2020). 또한, 쌀의 단백질

함량이 취반미 물성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취반 중

쌀이 수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수화, 전분 확산(dispersion),

및 점도 증가 등으로 밥맛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Martin과

Fitzgerald, 2002). 이처럼 밥의 물성은 식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

으므로, 취반미의 텐시프레서 측정 결과는 밥의 식감을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 Pasting viscosity of different rice cultivar by RVA analysis (viscosity unit: RVU)

Rice cultivar PV TV BDV FV SBV PaT (oC)

AC 213.67±0.69c 150.03±3.30b 63.64±2.63b 222.25±2.57b 08.58±1.89c 068.13±0.03ab

CC 209.05±0.29d 145.39±2.22b 63.67±2.05b 226.47±1.19b 17.42±1.16a 68.15±0.01a

HM 234.39±0.76b 168.14±2.09a 66.25±1.34b 248.11±1.82a 13.72±1.08b 68.05±0.05b

SK 239.14±1.33a 167.55±2.50a 71.58±1.62a 245.31±0.67a 06.17±1.04c 68.18±0.03a

F-value 923.46*** 62.99*** 10.78*** 174.49*** 42.98*** 9.27***

Rice cultivars were Alchanmi (AC), Chucheong (CC), Haemalgeun (HM), Samkwang (SK).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V=peak viscosity, TV=trough viscosity, BDV=breakdown viscosity, FV=final viscosity, SBV=setback viscosity, PaT=pasting temperature

Table 5. Palatability and texture properties of cooked rice by Toyo and Tensipresser analysis, respectively

Rice cultivar Toyo value
Texture properties 

hardness (N) springiness adhesiveness (N·mm) stickiness (N)

AC 70.53±0.49a 0.30±0.05a 33.34±3.78a 0.55±0.06a 0.56±0.05a

CC 70.90±1.41a 0.28±0.03a 30.66±2.22a 0.45±0.04b 0.43±0.02b

HM 69.40±1.68a 0.28±0.03a 33.56±2.08a 00.51±0.03ab 0.49±0.07b

SK 71.90±0.70a 0.31±0.03a 33.46±2.52a 0.54±0.04a 0.47±0.04b

F-value 5.63** 1.57 2.11 7.84*** 10.98***

Rice cultivars were Alchanmi (AC), Chucheong (CC), Haemalgeun (HM), Samkwang (SK).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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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경과에 따른 취반미 식감 변화

벼 품종별 취반미를 70-72oC인 보온밥솥에서 12시간 보온하면

서 6시간 간격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밥의 식감 평가 항목인 경

도(hardness), 찰기(stickiness), 부착성(adhesivness)을 텐시프레서로

측정한 결과는 각각 Fig. 3과 같다. 취반(cooking)으로 호화된 전

분을 방치해 두면 점차 물을 유리하여 투명감을 잃고 밥의 경도

가 높아진다. 이 현상을 노화라고 하는데, 밥의 노화는 일반적으

로 60oC 부근에서 시작되어 15oC 부근에서 급속히 진행한다. 특

히, 5oC로부터 −1oC의 온도가 가장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Lee와 Lee, 2011). 본 연구에서는 밥의 노화를 방지

하면서 장시간 보온하기 위하여 70oC를 유지하는 보온밥솥을 이

용하였다. Fig. 3(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취반 직후와 보온 6시간

경과 후 밥의 경도(N)는 추청이 0.28에서 0.39로 현저하게 증가

하였다. 반면에, 알찬미는 취반 직후 경도가 0.30 N, 6시간 보온

후 0.31 N으로 밥의 경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한편, 해맑은

취반미 경도는 0.28 N에서 6시간 보관 후 0.31 N으로 다소 증가

하긴 했으나, SPP 품종인 알찬미와 해맑은 취반미 경도는 일반

밥쌀용 품종인 추청과 삼광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밥을 장시간 보온 시, 품종별 밥의 찰기를 취반 직후와 비교했을

때(Fig. 3B), 알찬미의 찰기는 취반 후 12시간 경과 시 다른 품

종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아서 찰기가 높은 밥을 선호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착성

은 취반 후 보온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지만(Fig. 3C), 12시간 보온 후 알찬미와 해맑은 품종이 높은

부착성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SPP벼 2품종과 일반

밥쌀용 벼 2품종을 취반하여 12시간 보온하면서 식감 변화를 평

가한 결과, SPP벼 품종인 알찬미와 해맑은 취반미가 시간이 경

과했을 때 밥의 경도는 낮고, 찰기는 높아서 밥의 식감이 잘 유

지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SPP벼 품종의 취반미 노화

속도도 늦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쌀 전분을 구성하는 아밀로스(amylose)와 아밀로펙틴(amylopectin)

의 구조적인 특성과 열수 가용성 전분의 용출율이 밥의 물성

(texture)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열수 가용성 전분의 용출율 및

분자구조가 밥의 물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낸다. 특히, 열수

가용성 아밀로스의 용출율은 밥의 경도와는 부의 상관을, 부착성

과는 정의 상관성을 보였다. 한편, 아밀로펙틴의 분자구조와 밥

의 물성과의 관계에서 밥의 식감은 아밀로펙틴의 긴 사슬이 적

고 짧은 사슬이 많이 분포할수록, 밥의 경도가 낮고 부착성이 높

았다(Kang 등, 1995b). Reddy 등(1993)에 따르면 아밀로펙틴의 초

장쇄(super long chain)는 밥의 경도와 정의 상관을, 부착성과는

부의 상관을 보여서, 아밀로펙틴의 초장쇄가 적을수록 점성이 높

고, 노화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불용성 아밀

로스가 많고, 긴 사슬을 많이 가진 아밀로펙틴은 쉽게 내부 분자

끼리 상호결합을 통하여 강하고 단단한 전분 입자를 이루어 밥

의 경도가 높아지고, 찰기가 낮으며, 촉촉한 감이 부족하여 밥맛

이 저하된다. 따라서, 사슬길이가 짧고 초장쇄가 적은 아밀로펙

틴 구조를 보이는 쌀의 취반미 경도가 낮고, 부착성이 높아 식감

이 좋은 것으로 보인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화 수요자 참여형 SPP벼 품종이 보급된

지역에서 재배한 알찬미(AM)와 해맑은(HM) 품종과 일반 고품질

밥쌀용 품종을 대상으로 백미 수침 과정에서 미립의 외관 변화

를 관찰하고, 수분흡수 특성 및 취반미 물성을 평가하였다. 수침

과정에서 쌀이 수분을 흡수하면서 미립 내부로의 수분 확산 현

상으로 인해 투명했던(transparent) 외관이 불투명한(opaque) 상태

로 변하여 마치 찹쌀과 같은 뽀얀 흰색을 보였다. 침지 20분 경

과 후, 쌀의 50% 정도가 흰색으로 변하였고, 30분 경과된 쌀은

90% 정도가 흰색을 나타내었다. 또한, 수침으로 인해서 쌀 부피

가 팽창하고, 미립 내부 구조에서 크랙(crack)이 형성되었는데, 이

로 인해 미립 내부에 공간을 확보하여 물의 내부 확산이 가속화

되면서 쌀 중심부까지 충분히 수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수

Fig. 3. Texture changes of cooked rice kept warm in an electric

rice cooker for 12 h. (A) hardness, (B) stickiness, (C) adhesiveness.
Rice cultivars were Alchanmi (AC), Chucheong (CC), Haemalgeun
(HM), Samkwang (SK)



쌀 수분흡수 및 취반미 물성 493

분흡수율은 침지 후, 20분까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이후 30분까지는 매우 완만한 증가를 보였다. 30분 이후에는 시

간이 경과해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였

으며, 품종별 수분흡수율에서 알찬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쌀 침지 중 색변화 및 크랙 형성은 쌀의 수분흡수율에 현저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DSC에 의한 품종별 쌀 전분

의 호화 양상은, 해맑은 품종이 호화온도 및 흡열엔탈피(ΔH)가

낮은 경향으로, 해맑은 품종의 전분 구조의 결정도가 낮고, 호화

상전이에 필요한 에너지양이 적어서, 가열 시 전분의 팽윤이 빠

르게 진행되어 밥맛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한다. 취반미 식

감 분석 결과, SPP벼 품종이 밥의 경도는 비교적 낮고, 찰기는

높아서 찰기가 높은 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SPP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반

후 일정 시간 보온된 밥의 식감을 평가하기 위해서 취반 직후와

12시간 보온했을 때 평가한 취반미 물성은 SPP벼 품종인 알찬미

와 해맑은 취반미가 시간이 경과했을 때 밥의 경도는 낮고, 찰기

는 높아서 밥의 식감이 잘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SPP

벼 품종의 취반미 노화 속도도 늦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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