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분의 호화와 노화

천연 상태의 전분은 부분적으로 물에 불용성인 결

정성 입자를 가지고, 입자의 모양, 크기, 성분 그리고

분자 구조가 출처에 따라 다르며, 두가지 glucan,

즉 amylose와 amylopectin의 혼합물이다. 일반적

으로 amylose는 전분의 20∼25%를 차지하며, α

- 1,4- D- glucose의 선형분자로 2 106 g/mol의 분

자량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amylose

에도 α- 1,6- 결합에 의한 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직선상의 나선구조 안에 지질과 지

질 복합체, 요오드와 알콜 등의 복합체와 inclusion

complex를 형성할 수 있으며, amylose와 결합된

지질은 가열중 amylose의 용출 및 전분의 호화와

노화특성을 변화시킨다(Maningat and Juliano,

1980). Amylopectin은 α- 1,4- 결합을 주사슬로

약 4∼6%의 α- 1,6- 결합을 가지로 가지는 분자량

이 amylose의 100배 이상 큰 거대한 cluster 구조

로서 각 사슬은 이중나선 구조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Blanshard, 1987) amylo- pectin의 분지

도와 사슬길이는 전분의 결정성에 중요하다.

전분입자내의 amylose와 amylopectin의 배열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전분입자내 전분분자들은 방사상으로 배열되어 있으

며 amylopectin의 사슬배열과 cluster들이 결정성 부

분을 이루고 이중나선 구조의 amylose가 am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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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del of starch crystallite show-

ing the possible positioning and inter-

actions of various component. (Tashiro and

Ebata,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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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tin 분자 사이에 존재하거나 지질과 복합체를

이루어 존재한다는 이론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Fig. 1). 그리고 전체분자는 한

성장환에서 시작하여 다음 성장환에서 종결되는 양

파같은 층상구조를 이룬다고 제안되었다(Blanshard,

1987, Hood, 1982).

전분을 물에 분산시키면 전분입자내에 물의 확산

에 의한 한정된 양만 가역적으로 팽윤하여 무정형영

역에 소량의 물을 흡수하는데 이는 발열과정이며 전

분 현탁액을 가열하면 호화 온도까지는 전분의 광학

적 성질과 X선 형태가 유지되지만 그 이상이 되면

결정구조를 잃고 입자가 비가역적으로 팽윤한다. 이

때 흡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무질서화 과정을

호화라고 한다. 호화된 전분은 준안정 평형상태에

있어서 시간과 온도에 따라 그들의 구조와 성질이

변화하며 회합이 촉진되고 고분자 사슬의 재결정화

가 일어나서 리올로지 특성, 결정화도, 물결합 능력

이 변화한다. 이 과정을 노화라고 하고 초기 무정형

상태에서 질서정연한 배열 또는 결정상태로 가는 과

정 중에 일어나는 변화를 말한다(Donovan, 1979,

Gudmundson et al., 1990, Biliaderis, 1994,

Biliaderis et al., 1986, 1980, Nishinari et

al., 1994, Zeleznak and Hoseney, 1986, Ring,

1985). Biliaderis (1994)에 의하면 호화 메카니즘

은 충분한 양의 수분이 존재할 때 우선 무정형부위

에서 수화와 팽윤이 일어나고 가열하면 전분결정체

의 용융이 촉진되어 helix - coil 전이가 일어나며 이

때 큰 엔트로피를 얻어서 분자내의 질서정연한 배열

에서 자유로운 배열로 전이가 일어나면서 수소결합

이 끊어지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Miles 등

(1985)은 전분의 노화는 2 단계로 일어나며 호화

동안에 용해된 amylose의 겔화가 일어난 후 호화된

입자들 내에서 amylopectin의 재결정화가 일어난

다고 보고하였다.

2. 전분의 호화, 노화 메카니즘

전분은 호화과정 중 전분입자는 결정성을 상실하

고 원래 크기의 수배까지 팽윤하고 동시에 amylose

성분은 우선적으로 용해된다. 100℃ 이하의 온도에

Fig. 2. Scheme of starch paste (Morris, 1990)

T able 1. Some factors influencing the rheo-
logical behavior of starch paste (Eliasson,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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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격렬한 기계적 층밀림 변형력이 없다면 호화된

전분입자는 integrity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전분

호화액은 거대분자의 medium에 팽윤된 입자가 분산

되어 있는 현탁액으로 설명되고 있다(Fig. 2). 즉 전

분 호화액은 주로 amylopectin인 팽윤입자로 구성된

분산상과 amylose로 구성되는 수용성 거대분자를

함유하는 연속상의 2상계(two phase sys- tem)로

이루어져 있다(Doublier et al., 1987). 이들 분산상,

연속상의 2가지 성분들이 호화액의 리올로지 특성을

좌우한다(T able 1).

입자의 크기, 형태, 변형성에 의존하는 함수인

volume fraction으로 설명되는 분산상의 리올로지

특성은 전분 호화액의 리올로지 특성에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견고한 구형의 입자를 함유한 호화액

의 리올로지 특성은 실험적 또는 이론적으로 상당히

정립되어 있는데 호화시 연속상의 점도 증가에 비해

전분 호화액의 점도 증가가 월등히 높은 것은 분산

상의 입자가 차지하는 volume fraction과 깊은 관

계가 있다. 입자의 다분산성에 의해 입자의 충진정

도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 최대의 volume

fraction이 얻어지게 된다. 입자의 형태와 변형성

또한 호화액의 리올로지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 인자

이다.

호화과정중 전분의 amylose 성분이 전분입자로부

터 연속상으로 용출되는데 이 연속상은 연속상 내에

서의 수용성 거대분자의 농도(Cs )에 의해 특징지워

진다. Bagley와 Christianson(1982)에 의해 제안

된 가정을 기초로 하여 Doublier 등(1987)은 팽윤

과 용해도의 실험값으로부터 volume fraction Ф

와 Cs를 측정하였다.

Ф = (1- S/ 100) × C × G (6)

Cs = 1/ (1- Ф)× C × S/ 100 (7)

여기에서 S는 용해도지수(g/ 100g), C는 전분농

도(g/ g), G는 팽윤지수(g/ g)이다. 페이스트의 점도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한다.

η = ηc × f(Ф) (8)

연속상의 점도 ηc의 값은 Cs의 함수이고, f(Ф)

는 분산상의 특징적인 함수이다. 더구나 ηc와 f(Ф)

가 층밀림 속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 식은 전분 호

화액의 리올로지를 정성적으로 설명하는 유용한 도

구로 이용된다.

전분은 호화되어 입자의 integrity를 그대로 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분 호화액은 점탄성을 지니고

있고 팽윤된 입자는 일시적인 network을 형성한다.

전분 호화액을 냉각시키면 불투명한 전분 겔이 형성

되고 저장시 몇주에 걸쳐 더욱 단단하게 되는 노화

과정(Fig. 3)을 거치게 되는데 전분의 노화는 호화

중 용해된 amylose가 관여하는 공정과 팽윤된 입자

내의 amylopectin이 관여하는 공정 등 2개의 분리

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화 초기에 발생하는

shear modulus와 결정성의 증가는 amylose 겔과

전분 겔 모두에서 비슷한 속도로 일어난다. Amylose

Fig. 3. Scheme for molecular mechanism of
starch retrogradation. (Liehr and Kulick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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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과 전분 겔 내에서 발생하는 shear modulus의 증

가 사이의 주요한 차이점은 amylose 겔의 shear

modulus는 24시간 후 일정한 값에 도달하지만 전분

겔의 shear modulus는 몇주동안 계속 증가한다는

점과 24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modulus의 증가는 가

열에 의하여 복원될 수 있다는 점이다. Amylose 겔

의 경우에는 가열에 의하여 이러한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4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modulus

의 변화는 팽윤된 입자의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수

반함을 알 수 있으며 amylose 겔이 강력한 결정성을

부여함을 알 수 있다(Doublier , 1987).

Amylose의 겔화과정은 3단계로 나뉘어지는데

storage modulus와 loss modulus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값을 나타내는 단계로 페이스트가

투명하고 amylose의 회합이 진행되지만 회합물의

크기가 너무 작아 관찰할 수 없으며 상분리가 일어

나 polymer- rich phase와 polymer- poor phase

로 나누어지기 시작한다. 2단계는 storage modulus

가 loss modulus 보다 커지는 시점으로 초기에는

polymer- rich phase가 연속적이 되어 약한

network을 형성시켜 storage modulus가 서서히

증가하게 되고 다음 polymer- rich phase 내의

amylose 사슬이 더욱 더 활발히 회합함으로써

network이 더욱 더 견고해진다. 따라서 결정성이

증가하게 되고 storage modulus가 급격히 증가하

게 된다. 3단계는 storage modulus의 증가속도가

느려지는 단계로 결정성이 더욱 더 증가하게 되지만

페이스트의 점도 증가 때문에 amylose의 용출속도

는 감소한다(Alloncle et al., 1989).

3. 전분과 Hydrocolloid의 상호작용

전분이 주요 성분인 식품에서도 전분만을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기타 물질들이

혼합되어 반응을 하게 되는데 비록 소량이라 할지라

도 전분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질은 존재

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예로 당을 들 수 있는데

전분 호화 중 물에 대하여 서로 경쟁하여 전분입자

의 팽윤을 억제하고 호화온도를 증가시킨다. 수용성

수산기를 함유하는 물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전분

입자의 팽윤을 억제하는 작용이 증가한다. 알콜류는

반대의 작용을 하는데 비극성기는 전분의 호화를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Miles et al., 1985). 이러

한 변화는 전분의 amylose- 지질 복합체 중 지질에

대해 알콜류로 치환되기 때문이다. 또 전해물질, 산,

유화제, 지질 등의 기타 성분들이 전분호화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있다

(Doublier and Choplin, 1989, Hizukuri and T akeda,

1978, Hikone, 1998). Savage와 Osman(1978)은 옥수

수 전분에 glucose, galac- tose, fructose, maltose,

sucrose, lactose, so- rbitol, mannitol을 각각 첨가하

여 5, 20, 50% 용액을 시료로 점도와 팽화력을 측정

하여 당류의 농도가 증가하면 점도가 증가하며 이당

류는 단당류보다 팽윤억제에 현저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Nishinari 등(1990)은 κ- carrageenan에

농도별로 glucose, sucrose, urea, guanidine, hydro-

chloride를 여러 가지 농도로 혼합하여 혼합용액의

탄성율과 열적특성을 측정하여 당류의 농도가 증가

하면 용융온도와 탄성률은 증가하고 urea는 겔화효

과를 약화시킴을 보고하였다. Spies와 Hoseney

(1982)는 밀전분에 sucrose를 첨가하여 당류의 농도

가 증가하면 호화온도가 증가하여 호화를 지연시킴

을 보고하였으며, Bean 등(1978)은 밀전분에

glucose, fructose, sucrose를 첨가한 혼합용액의 아

밀로그래프를 관찰하였고 복굴절성의 소실은 suc-

rose가 첨가된 시료가 가장 빠름을 보고하였다.

Gudmundsson과 Eliasson(1990)은 감자전분으로부터

추출된 amylose, amylopectin 각각에 계면활성제/ 유

화제로 cetyltrimethyl ammonium bromide와 sodium

dodecyl sulfate와 monogl- yceride를 첨가하여 X-

선 회절과 DSC를 이용하여 노화에 대한 첨가제 효과

를 고찰하였고 amylopectin 함량이 50% 이하일 때

amylopectin은 amylose와 결정을 만들어서 기대했던

것보다 높은 용융열을 나타내며 amylopectin이 50%

이상일 때 amylose 함량은 용융열에 크게 영향을 미

치지 않으며 계면활성제/ 유화제는 용융열을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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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을 보고하였다.

Hydrocolloid류도 전분의 호화특성과 겔 형성 양

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Olkku

and Rha, 1978). 전분 페이스트에 대한 이상과

같은 접근방법은 전분/ hydrocolloid 혼합계에도 그

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첨가된 hydrocolloid가 호

화액의 연속상에 존재하면서 전분의 팽윤, 용해도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연속상의 점도를 급

격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Bagley

and Christianson, 1982). Yoshimura와 Nis-

hinari(1996)는 옥수수 전분에 glucomannan을

농도별로 혼합하여 glucomannan의 농도가 증가할

수록 탄성율과 파단강도, 엔탈피는 증가하며 3일 이

후에는 순수한 옥수수 전분겔이 glucomannan과

혼합된 겔보다 높은 측정치를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성질은 신제품 개발 및 조합식품의 조직감과

안정성을 변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소량의

hydrocolloid 첨가에 의하여 전분 호화액에 큰 점

도 증가를 일으키고 전분 겔의 syneresis가 감소한

다. 호화액의 리올로지와 조직감의 변화의 크기는

사용된 전분과 hydrocolloid의 형태 그리고 기타

첨가용질의 종류에 의존한다.

Hydrocolloid 첨가에 의한 전분 호화액/겔의 점

도 상승효과는 팽윤입자의 구조적 integrity에 미치

는 hydrocolloid의 영향과 가열시 입자로부터 용출

되는 전분분자, 즉 amylose와 hydrocolloid 사이

의 상호작용 등 2가지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Bagley and Christianson, 1982, Sajjan and

Rao, 1987, Bahnassey and Breene, 1994).

팽윤입자의 구조적 integrity에 미치는 hydro-

colloid의 영향에 의한 점도상승의 관점에서 볼 때

전분 겔은 연속상이 filler particle 처럼 작용하는

팽윤입자로 분산되어 있는 복합물질이라 할 수 있다

(Eidam et al., 1995, Doublier , 1987). 이러한

물질의 기계적 특성은 연속상의 리올로지 특성, 팽

윤입자의 volume fraction과 견고성 그리고 2상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존한다(Alloncle and Dou-

blier , 1991). 연속상에 수용성의 hydrocolloid를 함유

하는 현탁액에서는 연속상에서의 hydrocolloid에 의

한 미세한 상분리의 역할이 혼합계의 리올로지에 부

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Ring, 1985, Sajjan and Rao, 1987). 수용액에서 각

각의 고분자물질의 제한된 miscibility 때문에 고분자

물질의 상분리는 비교적 보편적인 현상이며 특히 화

학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거대분자들에 대해서, 그

리고 상분리를 유도하는 조건하에서는 더욱 더 심하

다. 이 때 2개의 각각의 미세한 phase로 분리하여

혼합계의 network의 리올로지를 변화시키는 것은

두 성분 사이의 열역학적 incompati- bility이다. 이

러한 기작은 각각의 미세영역에서 각 성분의 농도를

증가시켜 혼합계의 점도에 실제적인 증가를 일으킨

다. 한편 가열시 입자로부터 용출되는 전분분자, 즉

amylose와 hydrocolloid류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점

도 증가에 관한 관점은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는 않

지만 지속적으로 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liasson, 1986, Christianson, 198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분에 여러 가지 첨

가물을 혼합함으로써 전분 고유의 호화 및 노화양상

이 많이 변화함을 알 수 있으며 쌀, 보리 등의 곡류

와 같은 전분질 식품의 경우 주성분인 전분 외에 단

백질, 지질 등 여러 가지 성분들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쌀, 보리 등을 가공할 때 이들 성분들이 전

분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특히 arabinoxylan, β- glucan 등은 곡류에

비교적 다량 함유된 세포벽 성분이면서 높은 점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들 성분이 전분의 호화, 노화양

상 및 가공적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

만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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