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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소개

쌀의 품질은 크게 외형, 내부성분 및 관능적 품

질로 구분할 수 있다. 외형품질을 측정하는 인자로

는 투명도, 윤기 및 백도 등 색과 관련한 인자와 정

상립, 싸라기 및 피해립 등 외형과 관련한 인자가 

있다. 내부성분은 함수율, 단백질, 아밀로오스 및 

지방산가 등이 주요한 측정인자이다. 관능적 품질

은 사람의 미각, 후각, 시각 등을 이용하는 식미평

가 방법이며, 최근 쌀의 식미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들이 연구 ․보고되면서 이들 인자를 기계적으로 간

편하게 측정하여 통계적 기법으로 식미를 평가하

는 장치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식미평가장치

는 주로 일본에서 개발되어 국내에 보급되고 있으

며, 주로 생산현장 등에 보급되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이러한 장치의 결정계수는 

0.45로 보고되고 있으며, 각 업체별로 기간의 호환

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기

계적 방법으로는 현재의 기술능력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 식미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러나 관능적 식미평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기호도 평가이므로 평가방법, 패널 등에 따라 결과

도 상이하다. 향후 누구나 신속하게 객관적인 쌀의 

식미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의 요구가 증가할 것으

로 판단되며, 쌀의 식미와 관련한 인자의 연구와 IT 

등의 기술 도입으로 식미평가장치는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식미

평가장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향

후 3~5년 내에 관련 연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

단되며, 그동안 일본 등에서 주도적으로 연구해온 

관련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1980년경부터 쌀의 맛에 대한 연구

가 본격화되어 육종, 재배, 저장, 가공 방법에 있어

서 다양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일본인은 

적절한 경도와 찰기가 있는 밥을 즐겨먹는 경향이 

있으며, 식미가 좋은 품종으로는 Kosihikari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다. Kosihikari는 아밀로오스, 단백

질의 함유량이 적정하여 식미가 높은 쌀로 평가받

고 있어 일본 국내 쌀 재배 면적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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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식미 품질 평가방법

패널에 의한 관능 평가

식품의 맛에 대한 평가는 여러 패널을 선정해 

동일 시료를 실제로 먹어서 판단하는 관능 평가가 

일반적이다. 쌀에 있어서는 식량청이 제정한 ‘쌀의 

식미 시험 요령’에 기초해 실시되며, (재)일본곡물

검정협회는 전국의 지역별 대표적인 쌀을 대상으

로 매년 식미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일본의 관능

적 평가방법의 기준은 시가(滋賀)현 코난(湖南)산 

니혼바레(日本晴)를 기준 품으로 하여 이와의 비

교로 식미 평가를 수행하며, 개인의 감각 차에 대

한 편향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패널 또는 소수라도 

훈련된 패널을 이용, 정미기, 취반기 등은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 쌀의 식미 평가 이외의 요소(기구의 

성능에 의한 차이)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예비 시험을 통하여 물의 양, 정미수율 등을 조정

하고 있다. 

기기를 사용한 평가법

쌀의 식미장치로서 다음의 세 가지 타입을 개발

해 왔다. (1) 현미, 백미를 분쇄하여 근적외선 분석

장치로 평가하는 분쇄형 식미장치, (2) 현미, 백미

를 입자 그대로 평가하는 미립 식미장치, (3) 취반 

쌀을 일정 용기에 채워 평가하는 취반 식미장치이

다. 이러한 기기는 관능 평가와 상관이 높은 성분

이나 특성을 측정하며, 미립이나 쌀의 식미 평가값

(이하, 식미값)을 표시한다.

식미장치 

분쇄형 식미장치

일본의 쌀 소비량은 1950년대에 1인당 120 kg 

정도였지만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다양화로 

인해 현재는 60 kg 정도까지 감소되었다. 소비자의 

맛있는 쌀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간단하게 쌀

의 식미를 판단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하게 되었

다. 쌀의 식미 평가에 대해서는 1968년에 식량청

에서 쌀의 식미시험실시요령이 나오면서 관능 검

사법이 일반화되었다. 그 후, 1985년 (재)일본곡물

협정협회에서 쌀의 식미를 이화학적으로 판정하는 

보고가 소개되었고, 기업체에서는 보다 쉽게 판정

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된 근적외선 분광분석 장

치의 기술을 이용하는 기술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1986년에 관련 식미장치가 개발되었으며, 이 식

미장치는 식미값과 쌀의 구성 성분, 즉 아밀로오

스, 단백질, 수분, 지방산화를 측정하였다. 이 식미

장치는 당시 일본에서 중요시 하였던 쌀의 브랜드 

관련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데 식미값을 지정

하면 가격이 가장 저렴한 조합이, 또한 가격을 지

정하면 식미값이 가장 높은 것을 선정할 수 있으

며, 재고의 관리 등도 가능하였다. 이 장치는 쌀을 

미세 분쇄(평균 입자형 약 50 μ)로 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근적외선 분광분석 장치에서 쌀의 연속 

흡광도 측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림은 Kosihikari와 Michikogane의 현미, 백미의 

흡광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흡광도에 명확한 차이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차이가 식미의 차가 

된다고 판단한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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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bsorbance of varietys rice (Takashi M, Jap Soc for Food Eng, 10, 191-197, 2009)

미립형 식미장치

근적외선 분광기를 사용하여 입자상으로 분석하

는 장치는 해외에서 소맥, 대두의 단백질, 수분, 지

질을 간단하게 측정하는 장치로서 개발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쌀의 식미장치에 이용하는 연구가 수

행되었다. 이 후 미립자로 측정 가능하며 조작이 

간단하여 쌀 생산자나 정미 공장 등에서도 사용하

기 쉽고, 또한 이동도 간편한 구조로 개발되었다. 

현재 이러한 형태의 장치는 쌀의 단백질 함량을 낮

게 억제할 목적으로 생산지의 농협 등에 다수 보급

되었으며, 고품질 쌀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쌀 생산 지역에 따라서는 단백질 함량에 따라 현미

의 구입 가격에 차이를 두고 있어 생산자의 시비

(施肥)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품질 쌀의 생산을 위

해서 장치가 이용되고 있다. 

취반 식미장치

분쇄 및 미립형 식미장치는 원료 쌀의 양부를 판

정하는 기기이며, 취반 후의 품질은 가수량이나 취

반 조건이 적절하지 않으면 아무리 식미가 좋은 쌀

이라도 맛있게 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반한 쌀을 

즉시 판정할 수 있는 취반 식미장치가 개발되었다. 

일반적으로 맛있는 밥은 ‘외관이 좋고 쌀이 한 알 

한 알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적절한 정도의 단단

함과 끈기가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밥의 전분의 호화(α화)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취반 식미장치는 주로 호화도를 반사광 및 투과광

을 근적외선으로 사용한 센서로 측정하여 식미치

를 산정한다. 동시에 외관, 단단한 정도, 끈기, 밸런

스도(度)도 측정, 표시하며, 관능검사치와 비교 검

사하여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각 

항목의 수치화는 매우 중요한 설계인자로서 외관

은 밥의 광택 및 투명도를 수치화하며, 단단한 정도

와 끈기는 레오미터(Rheometer)로 판정한 데이터

를 기초로 산정한다. 밸런스도(度)는 끈기를 단단

한 정도로 나누어 산술적으로 표시하며, 식미치는 

종래의 식미장치의 데이터와 관능검사를 기초로 

산정한다. 장치의 주요 구성은 램프에서 빛을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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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ucture chart of cooked rice taste analyzer (Natsuga M et al., Journal of JSAM, 64, 106-112, 2002)

30 mm의 링에 담은 밥에 조사하여 반사광량과 투

과광량을 각 센서에서 획득하여 이를 컴퓨터에서 데

이터를 처리함으로써 각 항목을 계산한다. 측정방법

은 150 ml 용량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용기에 백미 

30 g을 넣고 가수량 1.35배로 취반한 시료를 잘 교반

하여 취반한다. 그 중 8±0.1 g을 계량하여 스테인리

스 재질의 링 형태의 용기에 측정정도가 변하지 않

도록 압축기와 지그를 사용하여 충진 한다. 이 용기

를 측정용 셀에 넣어 측정을 시작하여 반사, 투과 강

도를 포토센서로 검지하여 PC로 데이터를 전송한

다. 측정은 앞면 1회, 뒷면 1회로 모두 2회를 실시하

며, 3회 반복하여 평균치를 이용한다(Fig. 2).

취반 식미장치에서 식미가 좋은 쌀과 좋지 않은 

쌀로 취반한 밥의 반사광에는 차이가 나타난다(X

축이 450 nm에서 1200 nm까지인 파장을 나타내

며, Y축이 반사율). 이 결과를 기초로 반사의 파장

은 쌀의 외관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가시광 

540 nm, 밥의 수분에 차이가 있는 970 nm의 2개 

파장을 사용하며, 또한 투과 파장은 가시광 540 

nm, 640 nm의 2개 파장을 선정하였다. 밥의 외관

은 식미가 좋은 쌀의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여 3개 파장을 사용하고 있다(Fig. 3). 

광학계의 기초 이론은 Lambert-Beer의 법칙에 

기초하여 반사, 투과 광량을 직접 센서로 받아들여 

전압을 변환한다. 시료 측정 전에 기준 판을 측정

해 기기의 오차를 최소화한다. 시스템에 있어서 광

학 부분에서 4개의 특정 파장(λn)에 있어서 시료 

측정의 센서 출력을 다음 식에 의해 구하였다. 

 ∙


 ∙


  

: 시료의 센서 출력

: 반사율(또는 투과율)

: 시료 측정시의 보정 계수

 : 시료에 대한 센서 출력

: 기준 센서 출력(이 값을 각 파장 시료 측정

시의 센서 출력으로 하여 컴퓨터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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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pectrum of the reflection light of cooked rice(① Koshihikari, ② Michikogane, ③ Koshihikar (2), ④ Yukihikar, 
⑤ Yukihikari (2), ⑥ Hourei) (Takashi M, Jap Soc for Food Eng, 10, 191-197, 2009)

검량선은 관능 검사치에 의하여 외관, 냄새, 맛, 

찰기, 경도, 종합적으로 평가한 시료를 이용하여 다

음 식을 기반으로 중회귀 분석을 실시한다.

  ∙ ∙ ∙ ∙

 : 시료의 관능 검사치

 : 회귀계수

.. : 편회귀계수

..: 각 파장에서 시료의 센서 출력값

시료 90점에서 작성한 검량선과 시료 32점의 검

증 확인 결과가 관능 검사의 종합 평가치와 추정

치에서 상관 계수가 0.84 이상으로 높은 값이 제시

되었다(Fig. 4).

식미장치의 평가 

분쇄형 및 취반형 식미장치의 비교평가

취반형 식미장치와 분쇄형 식미장치는 모두 근

적외선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쌀의 식미 판정을 하

고 있으나 측정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분쇄형 

식미장치는 쌀을 분쇄하여 아밀로오스, 단백질, 수

분, 산화도를 측정하고 일반적인 취반 후의 식미치

를 추정하는 반면 취반형 식미장치는 취반한 밥의 

호화상태를 반사광, 투과광을 사용하여 판정한다. 

이처럼 취반형 및 분쇄형 식미장치는 측정방법이 

다르지만 측정대상은 관계가 매우 높다. 즉, 밥의 

맛있는 정도는 쌀의 주성분인 전분의 호화도에 의

하여 결정된다. 전분 중의 아밀로오스, 단백질이 적

고 수분이 적정하고, 산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 

그 백미로 취반한 밥은 호화가 진행되어 외관이 좋

고 단단한 정도와 점성이 적당하여 관능적으로 맛

있다고 느껴지게 되는데, 이는 분쇄형 식미장치의 

기본 개념이다. 취반형 식미장치는 쌀의 화학적 성

분의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직접 취반한 상태의 밥

을 측정한다. 즉 호화가 진행되고 있는 밥은 외관

이 좋고 단단한 정도가 적당하고 끈기가 있고 밸런

스가 좋다. 이 수치를 측정하여 식미값으로 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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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ship between overall flavor and results of validation (Liu HJ et al., Journal of JSAM, 65, 111-117, 2003)

Fig. 5. Comparison of grinding and cooked rice taste analyzer (Liu HJ et al., Journal of JSAM, 65, 111-117, 2003)

한다. 백미를 분쇄하여 식미치를 구하는 분쇄형 식

미장치와의 비교에서 0.864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나머지의 0.136은 취반 조

건 등에 의한 차이라고 보고하고 있다(Fig. 5).

관능검사와 식미장치의 비교평가

관능검사와 식미장치(A, B, C, D)의 비교평가에

서 사용한 식미장치의 측정원리는 근적외선 분광

분석법으로 식미장치 A는 입자상태로 측정하여 수

분, 단백질 함량, 끈기, 식미 평가치를 산출한다. 장

치 B는 백미를 분쇄하여 측정하여 수분, 단백질 함

량, 끈기 지표, 고미화(古米化) 지표를 산출하여 이

들 수치를 기초로 식미 평가치를 산출한다. 장치 C

는 백미를 분쇄하여 측정하여 수분, 단백질 함량, 

끈기 지표를 산출하여 이들의 수치를 기초로 식미 

평가치를 산출한다. 장치 D는 백미를 물에서 단시

간 가열한 후에 전자파를 이용하여 미립 표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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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의 양을 측정하여 식미 평가치를 산출한다. 

쌀의 이화학적 특성과 장치 분석을 비교하여 상

관 계수를 산출하였는데, 수분은 장치 A와 장치 C 

모두 이화학적 특성의 실측치와 위험률 0.1%로 유

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장치 C의 수분 

상관 계수는 장치 A보다 낮았으며, 이것은 장치 C

가 백미를 분쇄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분쇄에 의한 

수분 증발이 생겨 입자로 측정한 측정치와의 상관

관계가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단백질 함량은 장치 A, B, C 모두 실측치와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근적외선 분광법

에 의한 쌀의 단백질 함량 측정은 이미 높은 정도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원리를 응용한 쌀

의 식미 분석 역시 단백질 함량의 측정 정도가 좋

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밀로오스 함량은 장치 B

에 있어 위험률 0.1%로 실측치와 정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었다. 지방산도는 쌀의 지질 변화를 나타내

는 것으로 기존의 쌀 품질열화의 지표로서 이용되

어 왔다. 장치 B에 의한 고미화 지표는 지방산도의 

실측치와 위험률 5%로 부의 관계였다. 그러나 수

분, 단백질 함량, 아밀로오스의 상관관계와 비교할 

때 그 수치가 낮아 고미화의 정도를 측정하기에는 

다소 무리라고 보고하였다. 아밀로그램의 최고 점

도, 텍스처 메타에 의한 부착성, 취반 특성의 요오

드 전분 반응의 정색도는 모두 쌀의 텍스처에 관련

한 이화학적 특성으로서 장치 A와 장치 C에 의한 

끈기 지표는 이들 이화학적 특성의 실측치와 상관

관계가 낮았다.

투광도는 백미를 육안으로 측정할 때의 투명감

이나 미립표면의 매끈한 정도 등의 외관과 관련이 

있는 이화학적 특성으로, 관능 시험의 종합 평가와 

상관관계가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본 실험에서의 

투광도는 장치 A, B, C의 식미 평가치와 상관이 없

었다. 장치 D의 식미 평가치는 투광도와 위험률 

5%로 정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었으나 이 상관계수

는 다른 기기로 측정한 수분, 단백질 함량, 아밀로

오스 함량과 이화학 특성치와의 상관 계수와 비교

할 때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쌀의 장치에 의한 기기분석에서 수분, 단

백질 함량, 아밀로오스 함량은 측정 가능하나 고미

화(古米化)나 텍스처 및 외관과 관련한 이화학적 

특성의 측정은 충분한 정도를 보이지 않는다. 

장치 A에 의한 식미 평가치는 수분과의 유의성

은 없고, 단백질 함량과 부(負)의 유의성, 끈기 지

표와 정(正)의 유의성을 보였다. 장치 B의 식미 평

가치는 아밀로오스 함량이나 고미화(古米化) 지표

와의 유의성이 없고 단백질 함량과 부(負)의 유의

성이 있다. 장치 C의 식미 평가치는 수분과의 유의

성이 없고 단백질 함량과 부(負)의 유의성, 끈기와 

정(正)의 유의성이 있었다. 

쌀의 단백질은 침지(浸漬) 취반의 경우 미립의 

흡수(吸水)나 전분의 팽윤을 조해하여 미반의 끈기

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 및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들은 일반적으로 끈기가 있는 

미반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단백질 함량

이 높은 쌀은 끈기가 적고 그 결과 관능 시험의 식

미 평가치가 낮은 것이 인정되었다. 즉, 근적외선 

분광법을 측정 원리로 하는 장치는 각 장치에 의한 

차이가 있으나 식미 평가치의 산출에 있어 모두 단

백질 함량을 중요한 요인으로 하고 있다.

4개 장치의 식미 평가치와 관능검사에 의한 종

합 평가치를 비교분석한 결과 모든 장치에 대해서 

식미 평가치와 관능 시험의 종합 평가와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正)의 유의성이 인정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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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A Instrument A

Instrument A Instrument A

Fig. 6. Correlation diagram between taste evaluation by instruments and overall by sensory test (Natsuga M et 
al., Journal of JSAM, 54, 107-113, 2003)

나 상관계수는 최대 0.45 수준에 불과하였다.  예를 

들어 상관계수 r = 0.45 (기여율 r2 = 0.20)의 장치 

D를 사용하여 쌀을 식미가 좋은 그룹과 식미가 좋

지 않은 그룹의 2개 그룹으로 분류할 때 적정하게 

시료를 분류할 확률은 64.8%가 된다. 또 식미가 좋

은 그룹, 중간 그룹, 좋지 않은 그룹의 3개 그룹으

로 분류할 때 적정하게 시표를 분류 가능한 확률은 

47.1%가 된다. 식미 평가장치는 쌀을 2개 또는 3개

의 그룹으로 분류할 때 적당하다.

쌀의 관능시험에서 종합 평가는 외관, 향, 끈기

와 유의성이 있어 외관과 향이 좋고 끈기가 있는 밥

의 종합 평가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장치 분석에 

의한 쌀의 식미 평가에는 수분, 단백질 함량, 아밀

로오스 함량 등을 측정함으로써 밥의 단단한 정도

나 끈기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장치에 의한 외관과 향에 관한 정

보는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관능 분석의 종합 평가에서 장치 분석의 식미 평

가치에 투광도의 데이터를 첨가해서 중상관분석을 

실시할 경우 상관 계수가 높아져 쌀의 식미분석장

치에 쌀의 외관 정보 측정을 첨가한다면 식미평가

의 정도는 향상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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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도 판정장치

밥의 식미를 판정할 때, 먼저 외관을 본 후 그 

다음으로 냄새를 맡으며, 입에 넣어 식감을 확인하

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일본은 밥의 냄새를 

맡을 때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냄새가 나면 오래된 

쌀이라고 판단하며, 경도, 찰기의 물성치가 동일해

도 평가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냄새

에 대한 평가는 관능 검사에 있어서는 일반적이지

만, 광학 기기로 평가하는 취반 식미장치에서는 외

관 평가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양자의 평가가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열화 정도를 간단하

게 측정하는 장치가 신선도 판정장치이다. SPME 

(solid-phase micro extraction)법을 사용한 가스크로

마토그래피에 의한 오래된 쌀 냄새의 측정 분석을 수

행하여 오래된 쌀 냄새의 원인이 되는 성분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1996년과 2001년의 시가현산 

니혼바레의 상온 보관에 있어서의 가스크로마토그

래피에 대한 측정 결과에서 1996년산 쌀의 그래프는 

많은 냄새 성분이 검출되어 있으며, 햅쌀의 경우 안 

좋은 냄새 성분의 수치가 확연하게 낮게 나타난다. 

오래된 쌀 냄새의 원인인 카르보닐기의 강도 비

율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헥사날의 비율은 변화

가 적지만 펜타날, 프로파날, 부타날 등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에 의한 측정은 쌀 가공 등의 현장에서는 불가능하

며, 또한 일반적으로 냄새 측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산화피막을 사용한 장치의 개발도 시도하였

으나 휘발성 냄새에 관해서는 민감하지만 오래된 

쌀의 안 좋은 냄새에 관한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햅쌀 및 오

래된 쌀의 판정에 이용되고 있는 BTB(Bromothymol 

Blue) 시약을 이용한 비색(比色) 평가법을 사용한 

장치의 개발이 최근에 이루어졌다.

이 장치를 이용하여 2002년산과 2001년산 백미

를 보관 온도를 바꾸어 1주 간격으로 1개월간 신선

도 값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외부기온이 높은 

실내 등에 방치하면 열화가 크게 나타나며, 2002년

산의 경우 외부기온이 40℃ 부근에서는 1개월만에 

오래된 쌀 냄새의 발생 우려가 있는 70포인트로 저

하됨을 알 수 있다(Fig. 7, 8, 9).

이용분야

연중 균일한 품질이 유지되는 고품질 쌀을 생산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쌀의 품질정보를 신속하

게 측정하여 품질관리(QC)체계를 구축하여야 하지

만, 품질이 좋고 나쁨을 판별하는 관련 측정장치의 

보급률이 매우 낮아 대부분 육안이나 경험에 의존

하고 있어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실제 생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쌀 품

질관련 측정장치의 낮은 보급률로 인하여 품질관

리가 어렵게 되고 이는 곧 유통되는 쌀의 품질과도 

직결되고 있다. 유통되는 브랜드 쌀들의 품질은 많

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일한 시설에서도 연

중 균일하지 못한 쌀을 유통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국내 쌀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더욱 가

중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성분, 외형, 취반특성 등 다양한 기법

을 이용하여 쌀의 식미를 측정하는 식미장치가 일

본에서 개발되어 국내에 보급되어 있으나 식미값

의 정확도(상관계수가 0.5정도 수준임)가 낮아 보

급은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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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ercentage composition of carbonyl compounds (Takashi M, Jap Soc for Food Eng, 10, 191-197, 2009)

Fig. 7. Gas chromatograms of volatile components in rice (Takashi M, Jap Soc for Food Eng, 10, 191-19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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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resh degree meter data of new white rice and old white rice (Takashi M, Jap Soc for Food Eng, 10, 
191-197, 2009)

식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의 연구와 외형 

및 성분측정을 바탕으로 우리 고유의 식미인자인 

윤기와 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반기술의 개발로 

한국형 식미장치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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