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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latinization properties and the molecular structure of Korean waxy rice starchesisolated from two japonica types, Sinseonchal, and 

Dongjinchal, as well as an indica type, Hangangchal 1 were investigated. Sinseonchal is preferred cultivar for making Korean 

traditional rice cakes and cookies. Sinseonchal starch was the highest in crude protein, amylopectin, damaged starch contents, and water 

binding capacityamong the cultivars tested. The initial pasting temperature (72.75°C), peak (360.54 RVU), breakdown (162.21 RVU) 

and setback (30.83 RVU) viscosities of Sinseonchal had the highest values (p<0.05). Onset and peak temperatures by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were also the highest in Sinseonchal. The molecular weight of Sinseonchal amylopectin was 5.46 107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cultivars, but its peak height and area were the lowest among them. The amylopectin peak by HPSEC showed a 

shoulder in the lower molecular weight portion and its relative area decreased in the following order; Sinseonchal > Dongjinchal > 

Hangangchal 1. On the branch chain length distribution of amylopectin, the proportion of DP13-24 and DP25-36 showed reverse 

trends, with higher japonica type amylopectin in D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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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밀로펙틴의 분자구조는 찹쌀전분의 평균 중합도

(degree of polymerization, DP), 평균 사슬길이(CL), 분지

도, 사슬길이 분포 프로파일과 결정형 구조 등의 이화학

적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Wang YJ와 

Wang L 2002, Park I 등 2013). 곡류 전분의 팽윤 현상은 

아밀로펙틴 함량에 영향을 받으며(Tester RF와 Morrison 

WR 1990), 아밀로펙틴의 긴 사슬은 이중나선형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결정성 부분으로 밀집되어 있어 완전

히 분리되기 위해서는 고온이 필요하므로 찰 전분입자는 

깨어지기 어렵다(Vandeputte GE 등 2003). Tester RF와 

Morrison WR(1990)은 아밀로펙틴 분자 내에 결정성은 팽

윤과 호화의 초기 온도로 결정하고 최대 팽윤 요소는 총 

아밀로펙틴 분자의 모양이나 분자량과 관련이 있다고 제

안하였다. 

아시아의 국가들에서는 많은 전통음식들인 떡, 과자, 

스낵, 뻥튀기, 술과 국수 등을 찹쌀로 만들고 있다(Wang 

YJ와 Wang L 2002). 그 이유는 고 아밀로펙틴 함량에 의

한 점착성과 구멍이 있는 텍스쳐를 갖는 높은 팽창력, 우

수한 수분보유력과 냉동해동안정성 특성 때문이다(Bao J 

등 2004). 찹쌀 낟알은 멥쌀 낟알보다 반투명한 외관과 

낮은 밀도가 특징이다(Juliano BO 1979). 그러므로 찹쌀

의 수분흡수력은 멥쌀보다 크며(Jeong EG 등 2008) 쌀가

루 제품의 텍스쳐 성질은 호화, 노화 및 리올로지 성질에 

의해 기인된다. 쌀과 쌀가루 제품의 식미와 가공품질은 

대부분 전분의 이화학적 특성과 분자구조에 의해 결정된

다. 전분의 구조와 물리적 성질 사이의 관련성을 이해하

는 것은 쌀가루 가공제품의 텍스쳐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자포니카 형의 찹쌀은 끈기로 인해 달콤한 떡을 만드

는데 사용되며 반면에 인디카형의 찹쌀은 그것의 부드러

움으로 인해 쌀 푸딩과 쌀 타말레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Villareal CP 등 1993).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최초의 품

종으로 자포니카형의 신선찰벼를 육종하였고(Song 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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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3), 자포니카형의 동진찰은 1998년 쌀 가공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육종하였으며, 신선찰과 동진찰 품종은 떡

과 한과를 만드는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

었다(Choi YH와 Kang MY 1999). 한강찰1호는 2006년 

인디카형으로 다수확 찹쌀로 육종되었는데 높은 병에 대

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랫동안 찰기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한강찰1호는 떡과 한과를 가공하였을 

때 좋은 품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과학자들은 찹쌀과 찹쌀전분에 대해 이화학적 성

질(Juliano BO와 Villareal RM 1987, Tester RF와 Morrison 

WR 1990, Kim SK와 Shin MS 1992, Sung YM 등 2000, 

Wani AA 등 2012), 리올로지 성질(Ibanez AM 등 2007, 

Park IM 등 2007, Chung HJ 등 2008, Singh H 등 2012, 

Lin JH 등 2013), 미세구조와 분자구조(Kim K 등 1992, 

Nishihara MT 1996, Bertoft E와 Koch K 2000, Han XZ와 

Hamaker BR 2001, Chang YH와 Lin JH 2007, Wani AA 

등 2012)에 대해 보고하였다. 최근 찹쌀전분의 아밀로펙

틴의 미세구조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지만(Chauhan F와 

Seetharanman K 2013, Huang YC와 Lai HM 2014), 자포

니카형와 인디카형 찹쌀전분에 대해 비교하여 연구한 결

과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자포니카형의 찹쌀인 신선찰과 동

진찰, 인디카형의 한강찰1호로부터 전분을 분리하여 이화

학적 특성을 비교하고 HPSEC(high performance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와 HPAEC (high performance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분자구조를 

분석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시료는 2011년 수확한 자포니카형의 찹쌀품종은 신선

찰과 동진찰, 인디카형의 찹쌀은 한강찰1호로 익산에 위

치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벼맥류부(전북, 한국)

에서 구하였다. 찹쌀전분은 백미로 도정한 찹쌀로부터 얻

었으며아밀로펙틴과 손상전분 함량을 분석하기위해 사용

한 amylose/amylopectin assay kit와 starch damage assay 

kit는 Megazyme International Ireland Ltd. (Wicklow, Ireland)

에서 구입하였다. 

2. 전분의 분리

찹쌀전분은 백미찹쌀로부터 알칼리 침지법(Song JY 등 

2011)에 의하여 분리하였다. 백미 낟알을 수세하고 증류

수에 4시간 수침하고물을 제거한 다음 0.2% NaOH 용액

으로 1시간 침지하였다. 알칼리용액과 쌀알을 3분씩 2회 

믹서(하나로싹, Daesung Atron. Co., Seoul, Korea)로 간 

다음 100 mesh와 270 mesh 체를 차례로 통과한 현탁액

을 원심분리기(Supra 22K, Hanil Science Industrial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3,000 rpm(1,630×g)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은 따라 버리고 0.2% NaOH 용액을 

넣어 반복하여 씻었다.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0.2% 

NaOH로 반복적으로 씻어 상등액의 노란색이 사라지면 

증류수로 씻고 1 N HCl 용액을 사용하여 pH 7.0으로 중

화시켜 증류수로 3회 씻은 후 5000 rpm(2,730×g)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하였다. 분리된 전분은 실온에서 풍건하였

으며 건조된 전분은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쇄 후 100 mesh 

체에 통과시켜 시료로 사용하였다.

3. 일반성분 분석

찹쌀전분의 일반성분은 AACC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고, 수분(Method 44-15A), 조단백질(Method 46-11A), 

회분(Method 08-01)과 조지방질(Method 30-10)함량을 분

석하였다(AACC 2000). 

4. 이화학적 특성 측정

1) 아밀로펙틴함량 측정

찹쌀전분의 아밀로펙틴 함량은 아밀로오스/아밀로펙틴 

분석키트(amylose amylopectin assay kit, Megazyme Inter-  

national Ireland Ltd., Bray, Co. Wicklow, Ireland)를 사용

하여 Gibson TS 등(1997)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시

료 0.02 mg에 1 mL DMSO (dimethyl sulfoxide)를 넣고 

끓는 수조에서 완전히 녹였다. 95% 에탄올 6 mL을 넣고 

실온에서 30분간 방치시켰고 2,000×g에서 10분간 원심분

리(Combi-514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Seoul, Korea)

하여 상등액을 버렸고 1 mL DMSO를 넣고 침전물이 없

어질 때까지 끓는 수조에서 용해하였다. Concanavalin A 

solvent로 25 mL로 정용한 용액인 solution 1 1 mL를 

microcentrifuge tube에 옮기고 0.5 mL Con A solution을 

넣고 1시간 방치하였고, 이를 20,000×g, 20°C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 1 mL에 sodium acetate buffer(100 

mM, pH 4.5) 3 mL을 넣고 끓는 물에서 5분간 방치시켜 

Con A를 불활성화시켰다. Amyloglucosidase/α-amylase 효

소 혼합액 0.1 mL을 넣고 40°C 수조에서 30분간 반응시

킨 후 원심분리하였다(2,000×g, 10 min). 상징액 1 mL과 

GOPOD시약(glucose oxidase/peroxidase) 4 mL를 40°C 수

조에서 20분간 반응시켜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총 전분 함량은 solution 1(0.5 mL)에 sodium acetate 

buffer 4 mL를 넣고 amyloglucosidase/α-amylase 효소 혼

합액 0.1 mL을 넣은 후 40°C에서 10분간 반응하였고 이 

용액 1 mL에 GOPOD 4 mL을 넣고 20분간 반응한 후 

510 nm에서 흡광도(Ab)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식에 의

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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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lopectin content (%)

= 100 – [Ab of Con A/Ab of total starch] × 66.8 

2) 물결합능력 측정

찹쌀전분의 물결합능력은 Medcalf MD와 Gilles KA 방

법(1965)에 의해 측정하였다. 찹쌀전분 0.5 g 건량을 측정

하여 원심분리관에 넣고, 증류수 20 mL을 가하여 1시간 동

안 교반하였다. 교반한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4,410×g

로 30분간 원심분리하였고, 상등액을 제거한 후 원심분리

관을 30초간 세워둔 후 침전된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물결합능력(%) =






×

W = 침전된 시료와 원심분리관의 무게(g)

W0 = 빈 원심분리관의 무게(g)

S = 처음 시료의 무게(g)

3) 팽윤력과 용해도 측정

80°C에서 팽윤력과 용해도는 Schoch TJ(1964)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찹쌀전분 0.25 g 건량을 측정하여 원심

분리관에 넣고 증류수 20 mL를 가하여 교반하면서, 80°C 

항온수조에서 30분 동안 가열시켰다. 가열된 전분액은 얼

음물에 담갔다가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원심분리(10,950 

×g, 30 min)하였고, 침전된 시료의 무게와 미리 항량이 

된 은박접시에 상등액을 담아 105°C에서 건조시켜 무게

를 측정한 값을 이용하여 팽윤력과 용해도를 다음의 식

으로부터 각각 계산하였다.

용해도(%) =
상등액의 건조무게(g)

× 100
시료의 무게(g)

팽윤력(g/g) =
침전된 샘플의 무게(g) × 100

시료의 무게(g) × (100 − % 용해도)

4) 손상전분 측정

손상전분은 AACC 76-31 방법으로 starch damage assay 

kit (Megazyme International Ireland Ltd., Bray, Co. Wicklow, 

Ire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Evers AD와 Stevens DJ 

1985). 찹쌀시료는 40°C에서 2-5분간 예열하였고, fungal 

α-amylase solution (50 U/mL)은 5-10분간 예열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 시료 100 mg을 원심분리관에 담고, fungal 

α-amylase solution (50 U/mL) 1.0 mL을 넣어 40°C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0.2% 황산 용액 8 mL을 넣어 반응

을 정지시킨 뒤, 1,630×g로 5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원

심분리한 상등액과 glucose standard, blank의 0.1 mL을 

각각 취해 amyloglucosidase solution (0.1 mL/2 U) 0.1 

mL을 가하여 40°C 항온수조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GOPOD reagent 4 mL을 넣어 20분간 반응시켜 510 nm

에서 UV-Vis spectrophotometer (Optizen pop, Mecasys Co., 

Ltd,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흡광도를 이용하여 다음 식에 의해 손상전분 함

량을 계산하였다.

손상전분(%) =
150

×
8.1

glucose 흡광도 시료의 무게(mg)

5. 형태적 특성 관찰

찹쌀 전분의 입자 표면형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주사전

자현미경(JEOL JAM-540,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Tokyo, Japan)을 이용하였다. Stub에 양면테이프

를 붙인 후 시료를 골고루 도포하고, 금/백금으로 도금

하여 전도성을 갖게 하였다. 주사전자 현미경을 이용하

여 가속 전압 15 kV, phototime 85 sec로 3,000배의 배율

로 관찰하였다.

6. 신속점도측정기에 의한 호화양상 측정

전분의 호화특성은 신속점도측정기(RVA Tecmaster, New-  

port Scientific Pty, Ltd, Warriwood, Australi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3 g(수분함량 12% 기준)에 증류수 25 

mL을 가하여 측정하였다. 50°C에서 1분, 4.7분 동안 

95°C까지 상승시키고 95°C로 2.5분 유지한 후, 3.7분 동

안 50°C까지 냉각시키면서 점도를 측정하였다. 초기호화

온도(initial pasting temperature), 최고점도(peak viscosity, 

P), 최저점도(trough viscosity, T), 최종점도(final viscosity, 

F)와 breakdown(P-T), setback(F-T) viscosity를 계산하

였다.

7. 시차 주사 열량기에 의한 열적 특성 측정

찹쌀전분의 열적특성은 시차 주사 열량기(DSC-Q1000, 

Universal V.3.6C TA Instruments, Olivia Gibson, UK)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전분 3.0 mg을 취하여 aluminum 

pan에 넣고 증류수 6.0 mg을 가하여 밀봉하였다. 실온에

서 overnight 한 후 가열 온도 범위는 30~130°C, 가열 속

도는 10°C/min로 측정하였고, indium은 온도를 보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가열에 따른 thermogram으로부터 호

화개시온도(To), 호화피크온도(Tp), 호화종료온도(Tc), 호

화엔탈피 차이(ΔH)를 구하였다.

8. HPSEC-RI에 의한 찹쌀 전분의 분자량 측정

찹쌀 전분의 분자량은 HPSE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료의 전처리와 분석조건은 Yoo SH 등(2012)의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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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Waxy rice starch

Sinseonchal Dongjinchal Hangangchal 1

Ash
1)

 (%) 0.24±0.07 0.20±0.04 0.13±0.01

Crude protein
1)

 (%) 0.86±0.02
a

0.29±0.06
c

0.40±0.04
b

Crude lipid
1)

 (%) 0.11±0.00 0.14±0.02 0.10±0.03

Amylopectin (%) 98.67±0.07 98.20±0.40 98.29±0.14

Water binding capacity (%) 141.62±2.28
a

133.22±2.86
b

114.32±1.80
c

Swelling power at 80°C (g/g) 30.23±1.43 29.17±1.07 31.59±1.63

Solubility at 80°C (%) 2.55±0.11
b

3.79±0.28
a

1.42±0.09
c

Damaged starch (%) 4.02±0.01
a

3.34±0.03
c

3.72±0.17
b

Data represent mean±SD.
a-c

Superscripts in the same row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1)

The contents were presented 12% moisture basis. 

Table 1. General compositions and physical properties of Korean waxy rice starches

변형하여 실험하였다. 전분 50 mg을 5 mL의 90% DMSO

에 혼합하여 1시간 동안 boiling water bath에서 교반 가

열 하였고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stirring 하였다. 전분을 

침전시키기 위해 전분 분산액(1%, w/v) 1 mL에 99% 에

탄올 6 mL과 혼합하였다. 25°C에서 4,500×g로 15분간 원

심분리한 다음 상등액은 모두 버리고 전분 pellet은 boiling 

water 1 mL에 용해시켰고 30분간 vortex하였다. 뜨거운 시

료 용액은 5.0 μm membrane filter를 사용하여 여과한 후 

HPSEC system에 주입하였다. HPSEC (Aglient 1,100 series) 

system을 사용하였고 refractive index detector (Shodex 

RI-101, Showa Denk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Column은 50°C에서 두 가지의 분석 column인 

Shodex OHpak SB-806 HQ (8.0 300 mm, Showa Denko, 

Tokyo, Japan)와 Shodex OHpak SB-804 HQ columns (8.0 

300 mm each, Showa Denko, Tokyo, Japan)를 각각 사용

하였으며, 분산 용매는 de-ionized water를 사용하였고, 속도

는 0.6 mL/min로 측정하였다. Calibration standard는 Shodex 

STANDARD P-82 (Cat No F8400000, Showa Denko, 

Tokyo, Japan)를 사용하였다.

9. HPAEC-PAD에 의한 찹쌀 전분의 아밀로펙틴 분

지사슬 분포 측정

찹쌀 전분의 분지사슬길이 분포는 HPAE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의 전처리는 Kim HS와 Huber KC(2010)

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험하였다. 유리 vial에 전분 100 

mg과 1 mL 증류수를 넣고 혼합한 다음 DMSO 9 mL에 

분산시켰다. 녹인 시료는 테플론 용기에 넣어 전자레인지

(RE-448RT, Samsung, Seoul, Korea)에서 35초간 가열하였

다. 50 mL 원심분리관에 무수에탄올 30 mL을 넣고 교반하

면서 전분용액 5 mL을 가했다. 이 액을 25°C에서 3,000×g

로 20분간 원심분리 한 후에 상등액을 제거하고 전분을 

건조하였다. 50 mg의 전분을 10 mM sodium acetate 완충

용액(pH 3.5) 10 mL에 넣고 교반하면서 중탕과 가열로 용

해시켰다. 각각의 시료에 isoamylase(0.5 U/mL; Megazyme 

International Ireland Ltd, Wicklow, Ireland)를 가한 다음 

37°C incubator에서 24시간 반응시켰고 끓는 수조에서 10분

간 담가 isoamylase를 불활성화시킨 후 0.45 μm filter (PVDF 

syringe filter, ADVANTEC, CA, USA)로 여과하였다. 아밀로펙

틴의 분지사슬분포는 pulsed amperometric detector (HPAEC- 

PAD)가 장착된 Dionex ICS-5000에 HPAEC (Dionex, Sunnyvale, 

CA, USA)로 분석하였다. 여과한 시료는 guard column (50 

×3 mm)이 있는 250×3 mm Dionex CarboPac PA-200 

column에 주입하였다. 시료는 eluent A (150 mM sodium 

hydroxide)와 eluent B (500 mM sodium acetate를 함유한 

150 mM sodium hydroxide)사이의 gradient로 0.5 mL/min

의 속도로 용출하였다. Eluent B의 비율은 0분 0%, 10분 

20%, 20분 40%, 30분에 50%, 60분에 70%로 변화되었다.

10. 통계처리

모든 결과는 3번 이상 반복 측정하였고, 평균치와 표준

편차로 나타내었다. SPSS 12.0K (SPSS Inc., USA) 통계

모델을 이용하여 ANOVA에 의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

고,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

성을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일반성분과 이화학적 특성

찹쌀전분의 일반성분은 찹쌀전분의 수분함량을 12%로 

보정하여 계산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과 같았다.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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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의 수분함량은 6.28-9.77% 범위로 나타났고 신선찰 

전분의 조단백질은 0.86%로 가장 높았고 동진찰 전분은

0.29%로 가장 낮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알칼

리 용액으로 분리한 전분은 알칼리에 용해되는 단백질인 

glutelin이 거의 제거되어 단백질 함량이 적게 측정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회분(0.13-0.24%)과 조지방(0.10-0.16%)함

량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Kim SK와 Shin MS(1992)

는 신선찰 전분의 조단백질이 0.94%, 회분은 0.14%, 조지

방은 0.08%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과 유사한 경

향을 나타냈다.

아밀로오스 함량, 물결합능력, 80°C에서의 팽윤력과 용

해도, 손상전분의 함량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

로 전분의 아밀로오스 함량은 아밀로오스의 직선상 helix

에 요오드가 내접화합물(inclusion complex)을 형성하여 

나타내는 파란색을 분광광도계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나

타낸다(Chrastil J 1987). 전분을 구성하는 아밀로펙틴의 

바깥 긴 사슬은 아밀로오스와 유사하게 iodine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분의 아밀로오스 함량은 실제 아밀로오스 

함량보다 많게 측정 될 수 있으며(Mahmood T 등 2007). 

아밀로펙틴으로만 되어있는 찹쌀전분은 아밀로오스를 함

유한 일반 전분과는 다르게 오차가 커질 수 있다. 반면에 

아밀로펙틴과의 결합에 의한 방법인 Concanavalin A 방

법을 사용하면 Con A가 α-D-mannopyranosyl 잔기와 α

-D-glucopyranosyl 잔기에 친화성이 있어 분지된 다당류

와 특이적으로 complex를 형성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Concanavalin A와 아밀로펙틴이 complex를 형성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그 결과 아밀로펙틴 함량은 

98.20-98.67%로 나타났다(Gibson TS 1997). 3종류의 찹쌀

전분의 아밀로오스 함량은 유의적인 차이를 가지지 않았

으며 신선찰, 동진찰과 한강찰 1호의 아밀로오스 함량은 

각각 1.33%, 1.80%, 1.71%이었다.

물결합능력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p<0.05) 114.32-141.62% 

범위를 나타냈다. 전분의 물결합능력은 가공적성을 결정

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서 전분입자의 표면에 흡착되거

나 내부로 침투되는 물의 양을 측정한 것으로 상온에서 

충분한 물이 있을 때 전분의 무정형 부분에 물이 침투되

는 정도를 측정한 값이다(Lee MK 등 2004). 물결합능력

은 신선찰 전분이 141.62%로 가장 높았고 동진찰 전분

(133.22%), 한강찰1호 전분(114.32%) 순으로 유의적인 차

이가 있었다(p<0.05). Song JY와 Shin MS(1998)는 찹쌀전

분인 신선찰 전분과 화선찰 전분의 물결합능력은 각각 

138.3%와 137.3%로 멥쌀전분보다 비결정 부분이 많고 

내부 치밀도가 낮으므로 높은 값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아밀로펙틴은 아밀로오스보다 수분 흡수력이 

커서 멥쌀 전분에 비해 찹쌀 전분의 물결합능력이 크나 

아밀로오스를 거의 함유하지 않는 찹쌀 전분 간의 차이

는 구성된 아밀로펙틴의 구조적인 차이에 기인된다고 보

고되었다(Choi GC 등 2003). 품종 간 물결합능력의 차이

는 아밀로펙틴의 바깥 사슬길이나 분지 정도에 의하며 

아밀로펙틴 cluster에서 무정형 부분의 비율과 관계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찹쌀전분의 물결합능력이 크면 이

를 함유한 찹쌀가루로 반죽을 형성 할 때 반죽가공성이 

증가되며 이로 인해 가열 중의 호화에 사용될 물이 증가

되어 가열에 의한 가공 및 조리 특성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자포니카형의 신선찰과 동진찰 및 인

디카형의 한강찰1호 찹쌀가루 제품의 품질과 가공성은 전

분을 이루는 아밀로오스 함량이 2%로 낮은 값을 보이며 

세 품종간에 차이가 없으므로 아밀로펙틴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수분흡수는 아밀로펙틴의 무정형의 분지된 지점과, 전

분입자 사이의 자유로운 공간에 의해 입자 표면에 흡착

된 물에 의한다(Choi GC 등 2003). Song JY와 Shin MS 

(1998)는 찹쌀전분의 물결합능력이 멥쌀전분보다 큰 것은 

무정형부분이 많고 내부 밀도가 낮은 것에 기인된다고 

하였다. 물결합능력에 영향을 주는 손상전분함량은 신선

찰 전분에서 가장 높았다. 찹쌀전분간에 물리적 특성의 

의미 있는 차이는 아밀로펙틴의 분자구조에 의한다. 80°C

에서 팽윤력과 용해도는 각각 29.17-31.59 g/g과 1.42-5.62%

로 한강찰1호 전분이 가장 낮은 용해도를 보였다. 전분입

자의 팽윤되는 정도는 아밀로펙틴의 분자량, 구조뿐만 아

니라 전분에 함유된 지방질 함량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

였다(Song JY와 Shin MS 1998). 용해도는 전분 분산액을 

일정온도로 가열할 때 팽윤되면서 용해된 부분의 고형분

을 분석한 것으로 용해도가 높을수록 전분입자로부터 저

분자 사슬이 용출된 부분을 나타낸다. 신선찰 전분을 포

함하는 자포니카형의 전분은 인디카형 전분보다 물결합

능력과 용해도가 더 높았다.

2. 형태적 특성

찹쌀전분입자의 모양은 Fig. 1과 같이 모든 전분입자

가 입자크기가 다른 다면체를 나타냈다. 찹쌀전분 입자

의 크기는 3.7-6.1 μm로 일반적인 입자크기인 2-7 μm보

다 좁은 범위를 보였다. 한강찰1호 전분입자 크기는 4.0-6.1 

μm, 평균 5.3 μm로 가장 컸으며 신선찰 전분입자의 크기는 

3.7-5.9 μm(평균 5.0 μm)로 한강찰1호 전분보다 작았다. 

동진찰 전분입자의 평균 크기는 5.2 μm(3.8-5.7 μm)이었

다. 전분입자 크기를 비교하면 자포니카형 찹쌀전분이 

인디카형 찹쌀전분보다 작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일반적

으로 전분 입자크기는 전분의 물리적 특성, 호화, 호화액

의 성질, 결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어 자포니카형과 인디카형의 전분입자 크기 차이로 

인해 두 형태의 찹쌀전분이 호화특성에 영향을 줄 것으

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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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of waxy rice starches. A, Sinseonchal; B, Dongjinchal; C, Hangangchal 1.

Waxy rice starches
Initial pasting

temp (°C)

Viscosity (RVU)

Peak (P) Trough (T) Final (F) Breakdown (P-T) Setback (F-T)

Sinseonchal 72.8±0.0
a

360.5±0.2
a

198.3±5.7
b

229.2±4.5
a

162.2±5.8
a

30.8±1.2
a

Dongjinchal 72.4±0.0
b

322.8±3.9
c

196.5±1.9
b

212.9±0.4
b

126.3±2.0
b

16.4±1.5
b

Hangangchal 1 71.9±0.1
c

337.5±0.4
b

219.4±0.2
a

232.0±1.8
a

118.1±0.1
b

12.5±1.6
c

Data represents mean±SD.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2. Pasting properties of waxy rice starches

3. 전분 호화액의 양상

찹쌀전분 호화액의 가열 냉각과정 중의 양상은 쌀제품

의 가공성에 적용할 수 있다. 찹쌀전분은 아밀로펙틴으로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아밀로오스가 없기 때문에 호화

액의 양상은 팽윤된 입자나 아밀로펙틴의 바깥사슬 중 

저분자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아밀로펙틴의 분지정

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지도가 높을수록 호화개

시온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Park IM 등 

2007). 품종이 다른 찹쌀전분의 호화특성은 Table 2와 같

았다. 호화개시온도는 71.08-72.75°C 범위였고 신선찰 전

분은 가장 높은 호화개시온도를 보였다(p<0.05). 찹쌀전

분의 호화개시온도는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분지도가 클수

록 낮아졌다고 보고되었다(Park JD 등 2007). 신선찰 전

분은 세 품종 중에서 최고점도, breakdown 점도와 setback 

점도가 가장 높아 각각 360.54, 162.21, 30.83 RVU이었다

(p<0.05). 한강찰1호 전분은 trough 점도와 final 점도가 높

았으나(219.42와 231.96 RVU), setback 점도(12.54 RVU)

는 낮았다(p<0.05). 이에 비해 동진찰 전분은 최고점도가 

가장 낮았으며 그 외의 점도는 신선찰과 한강찰1호 전분 

사이에 위치하여 자포니카형 전분인 신선찰과 동진찰 전

분의 호화양상도 다른 경향을 나타냈다. 호화액의 점도의 

변화는 호화과정 중에 용출된 아밀로오스나 전분입자나 

팽윤된 입자로부터 용출된 직선상의 고분자에 의해 기인

되었다. 찹쌀전분 호화액의 최고점도는 호화된 아밀로펙

틴의 수화 정도와 탈 분지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

는 가열 중에 전분입자로부터 아밀로오스가 용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Breakdown 점도는 가공 중에 호화액의 

안정성 지표를 나타내며 setback 점도는 전분의 노화를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이다. 낮은 breakdown 점도는 호화액 

점도의 열안정성을 나타내지만 찹쌀가루의 가공품질은 

끈기가 저하되는 원인인 전분의 높은 breakdown 점도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자포니카형 찹쌀전분은 인디카형 

전분보다 높은 breakdown과 setback점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아밀로펙틴의 분지 사슬길이는 또한 호화성질에 영향

을 주는데 이것은 아밀로펙틴의 긴 사슬이 이중나선형을 

형성할 수 있어 완전한 분해를 하기 위해 더 높은 온도가 

요구되는 결정성 부분으로 밀집적으로 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긴 사슬을 가진 아밀로펙틴은 호화온도를 증가시

키고 최고점도와 breakdown 점도를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다(Jane J 등 1999).

4. 열적 특성

Table 3에 품종이 다른 찹쌀전분의 DSC 결과를 나타내

었다. 호화 흡열피크의 호화초기온도(To)와 호화피크온도

(Tp)는 쌀 품종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호화초기온

도와 호화피크온도는 각각 58.99-64.50°C와 65.83-70.09°C

를 보였다(p<0.05). 초기호화온도는 아밀로오스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Park IM 등 2007, Chung HJ 등 

2011). 아밀로펙틴 분자구조는 전분입자의 결정구조와 상

관성이 있다(Gidley MJ와 Bulpin PV 1987). 찹쌀전분의 

아밀로오스 함량은 1.33-1.80%로 신선찰 전분의 아밀로

오스 함량이 1.33%로 가장 낮은데 신선찰 전분의 호화초

기온도(To)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전분의 단백질 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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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To (°C) Tp (°C) Tc (°C) ΔT (Tc-To) ΔH (J/g)

Sinseonchal 64.50±0.10
a

70.09±0.12
a

77.31±0.60 12.81±0.70 9.79±2.06

Dongjinchal 63.13±0.22
b

68.67±0.23
b

76.39±0.28 13.27±0.50 9.64±1.77

Hangangchal 1 62.49±0.25
c

68.50±0.00
b

75.24±0.19 12.75±0.45 9.90±0.07

Data represents mean±SD.

Mean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3. Thermal properties of waxy rice starches

Fig. 2. Amylopectin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of waxy rice starches determined by HPSEC-RI system. The standard used for

the calibration curve are P1600, P800, P400, P100, P50, and P20. A, Sinseonchal; B, Dongjinchal; C, Hanganchal 1.

의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었다. 호화엔탈피 차이는 품종에 

따른 찹쌀전분에 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8.84-9.90 

J/g이었다. 일반적으로 찹쌀전분은 넓은 호화 흡열피크를 

보이는데, 이는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은 전분이 더 결정

성부분이 크며 무정형부분이 적은 것에 의한다고 하였다

(Jane J 등 1999).

5. 아밀로펙틴의 분자량 분포

동진찰, 신선찰, 한강찰1호 전분의 HPSEC를 통한 전분

의 분자량 분포 분석 결과는 Fig. 2와 같았다. 모든 품종

의 찹쌀 전분에서 아밀로펙틴의 void volume에서 모두 

peak를 보였으며 신선찰 전분은 peak area가 가장 낮고 

동진찰 전분, 한강찰1호 전분의 순으로 peak area가 증가

하였다. 또한 신선찰 전분은 아밀로펙틴에 intermediate 

fraction이 따라 나오는 경향을 보였으며 동진찰 전분도 

약간의 intermediate fraction이 나타났으나 한강찰1호 전분

은 단일 피크를 보였다. 분자량은 신선찰 전분이 5.46×10
7
 

Da으로 가장 크고, 한강찰1호 전분 4.60×10
7
, 동진찰 전

분 4.44×10
7
 Da 순이었다. 아밀로오스는 대부분 직선상의 

사슬로 α-1,4결합을 하고 있고 분자량은 약 10
5
-10

6
 Da 범

위로 나타나고 아밀로펙틴은 α-1,4 결합에 α-1,6 결합이 

가지 형태로 구조를 형성하고 분자량은 10
6
-10

8
 Da 범위

로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Simsek S 등 2013). 신선

찰 전분의 peak 이후에 생긴 shoulder 부분은 분자량이 

작은 분자들이 모여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고, 동진찰 전

분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HPSEC profiles 결과 모든 찹쌀전분은 오직 아밀로펙

틴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Park IM 등(2007)에 

따르면 아밀로펙틴의 평균 분자량은 장립종은 1.10×10
8
, 

중립종이나 단립종은 1.81×10
8
, 찹쌀은 2.47×10

8
으로 나

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신선찰 전분은 아밀로오스 분자로 

보이는 낮은 분자량 피크를 나타내지 않는 반면, 아밀로

펙틴 피크로 보이는 긴 피크를 보였다.

6. HPAEC-PAD에 의한 찹쌀 전분의 분지사슬 분포

HPAEC를 이용한 찹쌀 전분의 분지 사슬 분포는 Table 

4와 같았다. 전분의 기본 골격은 아밀로펙틴에 의해 이루

어져있고 아밀로펙틴의 기본 구조는 cluster model로 긴 

사슬이 배열되어 있는 결정성 부분과 분지된 부분인 무

정형으로 되어 있으며 사슬길이의 크기나 분지 정도는 

품종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Manners DJ 1989). 

PAD의 검출 예민도의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

로 긴 사슬 프로파일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다. 아밀

로펙틴 분지사슬은 다음 사슬의 형태에 따라 A chains 

(DP6-12), B1 chains (DP13-24), B2 chains (DP 25-36), 

and B3+ chains (DP≥37) (Hanashiro I 등 1996, Sasaki T 

등 2009)로 나눌 수 있다. 실험에 사용된 품종 모두 DP 

12에서 가장 높은 피크 면적을 나타냈다. 쌀과 같은 A 

type 및 C type은 DP 11-12에서 최고 분포를 보이고 B 

type의 작물은 DP 13에서 가장 큰 분포를 나타냈다고 보

고되었다(Song J 등 2008). 전분은 아밀로펙틴의 짧은 사

슬 비율이 높을수록, 외부 사슬 길이가 짧을수록 노화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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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MW
Peak 

DP

% Distribution
DPw

1)

DP6-9 DP6-12 DP13-24 DP25-36 DP≥37

Sinseonchal 5.46×10
7

12 9.43±0.16
2)

28.92±0.45 49.89±0.06
a3)

11.88±0.15
b

9.28±0.34 19.15±0.18

Dongjinchal 4.44×10
7

12 9.88±0.03 29.67±0.27 50.00±0.12
a

11.73±0.05
b

8.60±0.10 18.84±0.07

Hangangchal 1 4.60×10
7

12 9.80±0.21 29.28±0.18 49.20±0.03
b

12.19±0.04
a

9.30±0.21 19.19±0.07

1)
Weight-average degree of polymerization

2)
Data represents mean±SD. 

3)
Mean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4. Molecular weight and branched chain distribution of amylopectin

가 지연되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Singh H 

등 2012).

찹쌀전분의 아밀로펙틴 분지사슬분포에서 DP 6-9 값은 

9.43-9.88% 범위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또한 DP 

6-12 값에서도 28.92-30.00%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모든 품종의 DP 13-24(B1 chain)에서 가장 큰 분지 사슬 

분포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밀, 보리 그 외 A 

형 전분에서도 나타났다(Chaisiricharoenkul J 등 2011). 

DP 13-24에서 한강찰1호 전분이 49.20%로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으며, DP 25-36(B2 chain)에서는 12.19%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아밀로펙틴의 평균 사슬 길이는 

15.07-15.30 범위로 나타났고, DP 평균 무게는 18.78-19.19 

범위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Umemoto T 등(1999)은 자포니카 쌀전분의 아밀로펙틴

은 인디카 쌀전분에 비해 짧은 A chain이 많은 비율이고 

B1 chains이 낮은 비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찹쌀

전분에서 자포니카 쌀전분의 아밀로펙틴은 인디카형의 

쌀전분 아밀로펙틴에 비해 B1 chains의 비율이 높고 B2 

chains의 비율이 더 낮았다 분지사슬길이의 큰 상대적인 비

율은 모든 쌀 품종으로부터 DP12에서 나타났으며 DP18-21 

사이의 사슬길이 프로파일에서 소울더를 보였다. Jane J 

등(1999)의 연구에 따르면 곡류 아밀로펙틴의 사슬길이는 

18.8(waxy rice)과 23.5(amylomaize)이었다. 그러나 Singh 

H 등(2012)은 20종류의 찹쌀전분의 아밀로펙틴의 중량평

균사슬길이는 15.8-18.7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 결과, 

세 품종의 아밀로펙틴의 중량 평균 중합도는 동진찰전분

에서 18.84, 한강1호찰전분에서 19.19이었다. 즉 신선찰과 

한강찰1호 전분은 약간 큰 평균 사슬길이를 가짐을 발견

하였다.

Gidley MJ와 Bulpin PV(1987)에 따르면 아밀로펙틴에 

short chains (DP<10)은 낮은 호화온도를 유도할 수 있는 

이중나선형의 안정성 감소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본 실험

결과 신선찰 전분은 아밀로펙틴에 short chain의 낮은 비

율을 보이고 신선찰 전분은 다른 전분보다 호화온도가 

더 높았다. 따라서 한강찰 1호 전분의 DP25-36 비율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노화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생각되었다. Zhu LJ 등(2010)은 아밀로펙틴의 긴 사슬

의 비율이 높을수록 조리된 쌀 알갱이의 텍스쳐가 단단

하고, 반대로 아밀로펙틴의 긴 사슬의 비율이 적을수록 

조리 후에 부드러운 텍스쳐를 갖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찹쌀 전분의 아밀로펙틴 미세구조에 의해 텍스쳐와 관능

적 품질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Ⅳ. 요약 및 결론

떡이나 한과에 좋은 성질을 갖는 자포니카형 신선찰의 

수량성을 증가하기 위해 육종한 자포니카형의 동진찰과 

인디카형의 한강찰1호로부터 전분을 분리하여 호화성질

과 분자구조를 조사하였다. 가장 바람직한 성질의 신선찰 

전분은 조단백질, 아밀로펙틴, 손상전분 함량과 물결합능

력이 가장 컸다. 신선찰전분의 호화초기온도(72.75°C), 피

크점도(360.54 RVU), breakdown 점도(162.21 RVU), setback 

점도(30.83 RVU)로 세품종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

냈다. 시차주사열량기에 의한 초기호화온도와 피크온도도 

가장 높았다. 신선찰 전분의 아밀로펙틴 분자량은 5.46×10
7

로 가장 컸지만 피크 높이와 면적은 가장 작았다. HPSEC

에 의한 아밀로펙틴 피크는 낮은 분자량 부분에 소울더

를 보였으며 상대적인 면적은 신선찰>동진찰>한강찰 1호 

순이었다. 분지사슬길이분포에서 DP13-24와 DP25-36은 

자포니카 전분과 인디카 전분이 반대 경향을 보였으며 

자포니카형 아밀로펙틴의 DP 13-24가 더 높은 값을 보였

다. 자포니카형의 신선찰과 동진찰 전분과 인디카형의 한

강찰1호 전분의 호화성질과 분자구조는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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