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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방 드레싱의 점도와 안정성에 미치는 저항전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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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o develop fat-free dressing containing a resistant starch (RS) as a dietary fiber, the viscosity and stability of various type RSes 

prepared from wheat, maize, potato, rice, waxy rice, and amaranth starches were investigated by using Brookfield viscometer. The shape 

of RS granule in the dressing during storage was also observed. Methods: The viscosity of fat free dressing with different retrograded 

RS3 (RS3V) prepared from waxy rice starch with 0.1% lemon vinegar and ascorbate mixed solution had higher RS3 that was 

maintained constant during storage. Annealing and heating prior to cross-linking, and heating after cross-linking increased RS level of 

RS4 type starches. Results: The viscosities and stabilities of dressings with R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starch sources and RS 

preparation conditions. The heated RS4 (HRS4) increased in viscosity and stability with RS4 addition. Especially the fat-free dressings 

with HRS4 prepared from rice and waxy rice starches maintained stability regardless of separation after one month storage with only 7% 

separation after 6 month storages. The shape of RS4 granule in acidic medium of dressing did not change until 6 months. Conclusion: In 

this study, RS4 made by the rice and waxy rice starches showed high viscosity and maintained stability of the fat-free dressings during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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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식사패턴이 변화되면서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감

소하여지고 이에 기인하는 대장암 발병율이 급증하고 있

다. 특히 식이섬유 중 대장에서의 건강에 도움을 주며 식

품에 첨가하였을 때 품질의 변화가 적은 저항전분에 대

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전분은 소화율에 따라 빨리 소

화되는 전분(Rapidly Digestive Starch, RDS), 천천히 소화

되는 전분(Slowly Digestive Starch, SDS)와 소화되지 않

는 전분(Resistant Starch, RS)로 구분한다(Englyst HN 등 

1992). 저항전분(Resistant Starch, RS)은 건강한 개인의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는 전분과 전분 분해산물의 

합으로 정의되고 있으며(Asp NG 1992), 대장에서 발효되

어 단쇄지방산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항전분은 5개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효소에 접근하지 못하여 소화가 되지 않는 RS1, 생전분

으로 B형의 결정구조를 갖는 전분, 감자전분, 덜 익은 

바나나전분, 고아밀로스 옥수수전분이 포함되는 전분

인 RS2, 가열에 의한 아밀로스의 노화에 의해 얻어지

는 전분인 RS3, 화학적인 변성에 의해 소화되기 어렵

게 제조된 변성전분인 RS4와 전분의 아밀로스의 나선형 

구조에 지방의 소수성기를 포접하여 형성된 아밀로스-지

질 복합체 형태의 전분인 RS5이다(Englyst HN 등 1992, 

Eerlingen RC 등 1993, Dupuis JH 등 2014). 이 중 식품 

개발에 첨가되어 식이섬유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열

에 의해 안정된 상태의 RS가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RS3와 RS4형의 저항전분을 개발하는데, 물리적인 방법

으로는 가열-냉각처리에 의한 노화전분(retrograded st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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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laving-cooling cycled RS)과 가교결합제를 첨가하여 

화학적변성을 시킨 가교결합 RS(cross-linked RS)을 활용

한다. 형태에 따른 저항전분의 특성은 원료인 전분의 종

류, 아밀로스 함량, 처리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고 RS 함

량도 달라지므로 RS 함량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노화된 전분인 

결정화된 아밀로스는 155-160°C 범위에서 용융되므로 열

에 대해 안정한 성질을 가지고 물에 첨가되었을 때 점도 

증가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Haralampu SG 2000). 이와 

달리 가교결합에 의한 RS4는 수분흡수력이 낮고 호화온

도 이상에서도 팽윤이나 용해가 일어나지 않고 α-amylase

처리에 의해서도 전분입자가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Mun SH & Shin MS 2002, Woo KS & Seib PA 

2002, Shin M 등 2004). 저항전분의 생체조절기능은 식이

섬유작용과 유사하여 혈중 글루코스와 인슐린 수준을 낮

추고, 체중조절을 하며 심혈관계 질환을 억제하고, 배변

량을 증가시키며, 대장의 pH를 낮추어 대장암의 억제효

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다(Silvester KR등 1997, Silvi S 등 

1999, Birt DF 등 2013). 많은 과학자들은 RS 함량을 증

가시키기 위해 물리적, 화학적, 효소적 방법으로 많은 연

구를 진행하여 오고 있다(Shin MS 등 2002).

RS를 첨가하여 식이섬유 함량을 증가시키려는 보고들

(Alloncle M 등 1989, Shin MS 등 2002, Kim JO & Shin 

M 2003, An YH 등 2005, Ren C & Shin M 2013)이 있

으나 대부분은 고체 식품에 첨가한 경우의 연구들이다. 

전분의 입자크기의 차이나 가열호화에 의해 생긴 호화전

분의 경우 물에 분산될 수 있으며 생전분과 같은 크기의 

전분 중 쌀 전분이나 아마란스 전분 등은 입자 크기가 

2-8 μm 이므로 이를 액체식품에 첨가하였을 때 지방을 

대체하거나 안정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되었다. 특히 하이드로콜로이드를 첨가하면 전분입자

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점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 지방대

체제로서의 역할을 도와준다는 보고도 있었다(Kulicke 

WM 등 1996, Lai LS 등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 3대 작물인 옥수수, 밀, 쌀 

전분과 찹쌀전분, 감자전분, 아마란스 전분으로 RS3와 

RS4 형태의 저항전분을 만들고 이들의 RS 함량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또한 이 RS들이 지방

대체제로서 드레싱에 첨가하였을 때 가능한 물성을 가질 

수 있는지 점도와 안정성 및 RS 입자를 관찰하여 비교하

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각종 전분은 실험실에서 분리하였는데 감자는 대서 품

종(원예시험장, 강원도, 대한민국), 쌀은 일미벼(전남 농

업기술원, 전남, 대한민국), 찹쌀은 화선찰벼(전남 농업기

술원, 전남, 대한민국) 및 아마란스는 한국식물자원연구

소(경기도, 대한민국)에서 각각 구하여 알칼리 침지법으

로 분리하였다. 옥수수전분은 삼양제넥스(인천, 대한민국)

에서, 밀 전분은 신송산업(충남, 대한민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레몬식초(오뚜기, 서울, 대한민국)와 설탕(CJ

제일제당, 서울, 대한민국)은 지역 마트에서 구입하였다. 

가교결합제인 sodium trimetaphosphate(STMP)와 sodium 

polyphosphate(STPP), 그리고pancreatin과 xanthan gum은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

였고, promozyme(pullulanase)는 Novo Nordisk Biochem 

(Franklinton, NC, USA)에서, Sodium acetate와 아스코르

브산은 Junsei Chemical Co. Ltd.(Tokyo, Japan), 에탄올은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Gyeonggi, Korea)에

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 노화 RS3와 가교결합 RS4의 제조

종류가 다른 6가지 전분으로 RS 함량과 성질이 다른 

저항전분을 제조하기 위하여 Fig. 1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가열-냉각 싸이클을 반복하여 제조한 RS3는 전분과 물의 

비율을 1:2로 혼합하여 121°C에서 1 h 가압 가열하였고 

전분 호화액을 냉장온도에서 12시간 방치하는 과정을 반

복한 다음 상온에서 건조시키고 분쇄하여 100 mesh체를 

통과시켜 시료로 사용하였다. 레몬식초와 아스코르브산

을 첨가하여 가열-냉각과정을 거친 RS(RS3V)도 같은 방

법으로 제조하였다. 가교결합에 의한 RS4의 제조는 Woo 

KS & Seib PA(2002), Kim JE 등(2015)의 방법을 변형하

여 가열처리 후 가교결합(PRS4), annealing 후 가교결합

(AnRS4), 가교결합 후 열처리(HRS4)의 방법으로 실시하

여 물리적 방법과 가교결합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반응 후 RS4는 중화 및 증류수로 잔존된 염을 제거하였

고 상온 건조 후 분쇄하여 100 mesh 체를 통과한 다음 

시료로 사용하였다.

3. Pancreatin-gravimetric method에 의한 RS 

함량 분석

RS 함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생체에서와 유사하게 RS4 

전분에 효소 작용이 잘 일어나도록 제안한 Shin M 등

(2004)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원심분리관에 전분시

료(1.0 g, db)에 20 mL sodium acetate 완충용액(pH 5.2)

과 마그네틱바(ϕ3.2×13 mm)를 가하고 1시간 가열한 다음 

즉시 냉각하였다. 여기에 효소용액(2.0 mL)을 가하고 

37°C 항온수조에서 16시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95% 에

탄올로 80% 에탄올 농도를 맞춘 다음 1시간 방치하여 

RS를 침전시켰다. 이를 AOAC method(2000)과 같은 과

정인 gravimetric 방법으로 실시하여 침전된 RS의 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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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paration of autoclaving-cooling cycled RS3 and 

cross-linked RS4 starches with different processing conditions.

RS3 RS3V RS4 PRS4 AnRS4 HRS4

Corn 17.05±1.00
bBC

20.14±0.86
aB

15.55±1.34
dC

30.92±2.24
bA

20.18±1.44
dB

19.64±0.68
eB

Wheat 19.98±0.19
aC

15.53±0.19
bD

25.08±1.28
aB

38.03±2.72
aA

38.58±0.92
bA

38.00±0.60
bA

Potato 9.18±0.57
cE

11.88±0.47
cD

20.85±0.65
bC

38.23±2.30
aB

51.06±0.66
aA

50.09±0.25
aA

Rice 7.94±0.65
cE

12.16±0.82
cD

18.56±0.67
cC

40.79±1.21
aA

23.69±2.28
cB

21.97±0.71
dB

Waxy rice 2.81±0.13
dD

3.48±0.16
dD

15.38±0.03
dC

43.23±3.65
aA

25.96±0.08
cB

25.57±1.56
cB

Amaranth 2.27±0.13
dD

3.74±0.04
dC

21.80±0.81
bB

27.49±0.27
bA

20.47±0.47
dB

21.68±0.88
dB

Data represents mean±SD.
a-d 

Values accompanied by small letter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statistically differ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E 

Values accompanied by capital letter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statistically differ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1. RS levels of resistant starches prepared from different botanical sources and treatments using pancreatic-gravimetric method

측정하였고 무게로부터 함량을 계산하였다. 효소용액은 

pancreatin과 pullulanase 혼합 효소로 Shin M 등(2004)의 

방법에 따랐다.

4. 제조한 RS로 무지방 드레싱 제조

지방대체제로 RS를 이용하였으며 무지방 드레싱은 레

몬식초(20 mL), RS(3.5 g), xanthan gum 분산액(0.06 g/10 

mL water)와 설탕(5 g)을 사용하였다. 제조된 드레싱으로 

점도와 저장 중의 침전물을 측정하였다.

 

5. 점도 측정

무지방 드레싱의 점도는 Brookfield viscometer(LVF-85756, 

Brookfield AMETEK, Inc., Middleboro, M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측정조건은 No. 2. spindle(rotation 

speed at 12 rpm)를 사용하여 한 시간 동안의 점도 변화

를 확인하였다. 점도 변화를 비교하여 드레싱의 최적제품

과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6. 저장 중 RS 입자의 형태 관찰 

저장 중 무지방 드레싱에 첨가된 RS 입자의 형태 변화

는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저장한 

드레싱에서 전분입자를 분리하여 건조한 다음 관찰하였

다. 건조된 전분시료에 아세톤을 가하여 입자를 분산시키

고 금으로 도금시켜 전도성을 갖게 한 다음, 주사전자현미

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JSM-5400, JEOL 

Ltd., Tokyo, Japan)을 사용하여 가속전압 25 kV, Phototimes 

85초, 500-2,000배의 배율로 관찰하였다.

7. 통계처리

모든 실험의 유의차 검증은 SPSS statistics(ver. 12K,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ANOVA에 의

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평가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각종 저항전분의 RS 함량 

Table 1은 여러 종류의 전분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저

항전분을 제조하여 pancreatic-gravimetric 방법으로 RS 함

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RS3 형태의 RS는 원료 전분의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경우인 밀과 옥수수 전분으로 제조했을 때 높은 함량을 

보였고 산처리를 병행하였을 때 수율이 약간 증가하였다. 

RS3는 노화과정 중에 분자들이 회합하여 아밀로스가 결

정화되면서 이중 나선형의 안정한 구조가 형성되어 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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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viscosity of fat-free dressings with RS3V made from various starches by Brookfield viscometer. 

분해효소에 저항성을 가지게 되며(Englyst HN 등 1992), 

노화전분에서 RS 함량은 물과 전분의 비율, 전분 시료의 

아밀로스 함량, 아밀로스의 중합도, 가열온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산을 첨가하면 우선적으로 무정형부분이 부분

적 가수분해되어(Wang F 등 2001) 아밀로스의 결정화 과

정 중 분자들이 회합되기 좋은 구조가 될 수 있다고 하였

으며 구연산을 첨가한 경우 RS 함량이 증가했다고 하였

다(Unlu E & Faller JF 1998). 본 연구에서는 여러 조건의 

유기산을 첨가하여 가열-냉각과정을 거쳤을 때 RS 함량

이 증가되었던 조건으로 실시하였는데 밀 전분을 제외하

고는 증가하였으나 증가 정도는 적었다.

RS4 형태의 RS도 전분의 종류, 물리적 처리방법에 따

라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물리적 처리와 가교결합 처리

를 병행하였을 때 RS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열처리와 annealing에 의해 저항전분의 함량이 증가하

였으며 이는 열처리나 annealing에 의해 분자들 간의 재

배열이 일어나기 쉬워지고 가교결합이 효율적으로 일어

나 저항전분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하였다(Song JY 

등 2011). Chatakanonda P 등(2000)도 가교결합 시킨 전분

은 가교결합제에 의해 전분구조가 더 치밀해지고 DSC로 

측정한 호화온도가 증가했다고 하였다. 

2. 저항전분을 첨가한 드레싱의 점도 및 침전 

산 첨가 저항전분 RS3V와 가교결합 RS4인 PRS4, 

AnPS4, HPS4을 이용하여 무지방 샐러드 드레싱을 제조

하였다. 식초, 저항전분, 설탕과 검 용액을 첨가하여 드레

싱을 제조하였고 Brookfield viscometer로 점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았고 이 때의 침전물의 변화는 Fig. 3

과 같았다. 사용된 RS는 산 첨가한 RS3V, 가교결합 RS4

는 PRS4, AnPS4, HPS4이었다. RS3V를 첨가한 드레싱의 

점도는 찹쌀전분>아마란스, 쌀>감자, 밀>옥수수 전분 의 

순서로 높았다. 대부분의 드레싱은 제조 1시간 후부터 분

리가 서서히 시작되어 1주 후부터는 일정하게 유지되었

으나 쌀 전분은 2주후부터 찹쌀전분은 3주 후부터 분리

되기 시작했고 특히 찹쌀전분은 4주까지 거의 분리되지 

않았다. 현탁액의 점도는 전분과 검의 상호작용으로 증가

시킬 수 있으며 전분과 검의 비율이나 전분입자의 모양, 

입자크기,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사슬길이나 중합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Lai LS 등 2003). Shi X & BeMiller 

JN(2002)도 전분과 검 분산액을 가열하였을 때 점도가 높

아지는 것은 직선형 구조의 아밀로스와 검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드레싱에 첨가된 RS3 형태의 

저항전분은 전분의 호화과정에서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이 용출되므로 이들이 xanthan gum과 상호작용을 하여 

점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찹쌀전분은 찰 

전분으로 RS3와 RS3V 전분에서 RS 함량이 3% 정도로 

매우 낮은 값을 보였으나 호화된 분획의 높은 점성 때문

에 매우 안정한 콜로이드 분산액을 이루었으며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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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sediment of fat-free dressings with RS3V made from various starches by Brookfield viscometer. 

상 보관하였을 때도 전혀 분리되지 않아 아주 좋은 저 열

량 드레싱 제조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아마란스와 멥쌀전분은 다른 전분에 비해 점도는 높지

만 분산된 상태에서 일부 분리가 일어났으므로 쌀 전분

과 찹쌀, 아마란스 전분으로 제조한 RS3V를 혼합한 시스

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팽윤력이 높은 감자 

전분으로 제조한 RS3는 쌀전분의 RS3와 비슷한 점도를 

유지하였고, 샐러드 드레싱 제조 시에 식초와 아스코르브

산을 첨가하면 점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쌀, 감

자, 밀, 옥수수전분으로 제조한 RS를 이용하여 점도를 조

절하면 적합한 점도를 지닌 샐러드 드레싱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PRS4를 첨가한 드레싱의 점도 변화는 Fig. 2와 같이 

전 처리를 하지 않은 RS4보다 모든 시료에서 점도 증가

를 보였으며, 특히 전분입자의 크기가 작은 쌀과 찹쌀전

분이 밀, 감자, 옥수수전분보다 점도가 높았고 드레싱의 

분리도 더 천천히 일어났다. PRS4는 전분의 가열 전처리

에 의해 전분 입자가 부분적으로 호화되어 드레싱의 점

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드레싱에 첨가할 저항전분 제조 

시 좋은 전처리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Annealing한 후 

RS4를 제조한 AnRS4 첨가 드레싱은 Fig. 2와 같이 찹쌀

과 감자전분으로 제조한 전분의 경우 드레싱 점도가 가

장 높았으며 감자전분RS4인 경우 annealing처리에 의해 

드레싱의 점도가 크게 증가되었다. 감자전분은 다른 전분

에 비해 호화온도가 낮으므로 50°C의 annealing에 의해서 

입자가 팽윤되어 RS4에 비해 점도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

되었다. 드레싱을 제조하여 4주간 관찰한 결과 전분입자

의 크기가 작은 아마란스와 쌀과 찹쌀전분으로 제조한 

AnRS4를 첨가한 경우 침전이 서서히 일어났다. Annealing

하여 제조한 AnRS4를 100°C에서 1시간 가열처리하여 

HRS4라 하였고 이를 드레싱에 첨가하였다. 드레싱의 점

도 측정결과(Fig. 2) 찹쌀과 쌀 전분의 경우 점도가 가장 

높았으며 4주간 제조된 드레싱을 관찰한 결과 아마란스, 

쌀과 찹쌀전분의 경우 분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며 6

개월간 저장했을 때 쌀과 찹쌀전분은 약 7% 정도 분리되

었다. RS4는 전분 입자의 형태 변화 없이 가열처리에 의

해 입자 내부가 호화되어 저항전분 입자의 팽윤력이 증

가되므로 드레싱을 제조했을 때 점도를 크게 증가시키고 

안정한 콜로이드액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전분 현탁액과 검 혼합물의 점도는 증가되었으며 이는 

전분입자와 검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며(Wang F등 2001), 

밀이나 옥수수전분과 갈락토만난의 혼합액의 경우 가열

에 의해 호화되면서 입자가 부풀어 점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Alloncle M 등 1989). Abdulmola NA 등(1996)도 

호화된 전분입자는 xanthan gum matrix 내에 filler로서 들어

가 G' modulus를 증가시키며, 팽윤력이 큰 전분이 modulus

와 점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RS4 

형의 저항전분과 검이 혼합된 드레싱은 검과 전분의 상

호작용으로 일정한 점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전

분입자의 형태가 유지되는 상태일 경우 전분의 팽윤력이 



258 송지영 ․ 노준희 ․ 신말식 Korean J Food Cook Sci

2016; 32(3):253-260 http://www.ekfcs.org

Fig. 4.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SEM) of sediments from dressing stored for 6 months and prepared with HRS4. Wheat

(A), corn (B), potato (C), rice (D), waxy rice (E), and amaranth (F) starches. 

Fig. 5.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SEM) of sediment of dressing with nonwaxy (A,B,C) and waxy (D,E,F) rice resistant

starches. RS3V (A,D), PRS4 (B,E), AnRS4 (C,F).

드레싱의 점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RS3V의 경우에도 높은 점도를 나타낼 수 있고 다른 전

분에 비해 드레싱의 안정도가 높았으나 HRS4는 제조과

정에서 전분입자의 형태가 변형되지 않으므로 드레싱을 

제조한 후에도 점도나 안정성의 변화가 더 적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아마란스, 쌀과 찹쌀전분으로 제조한 

HRS4 전분은 드레싱의 원료로 이용성이 매우 높다고 생

각하였다. 

3. 드레싱 내의 저항전분의 형태적 변화 

드레싱의 안정성이 가장 좋은 HRS4를 첨가한 드레싱

과 쌀과 찹쌀전분으로 제조한 저항전분들을 첨가한 드레

싱을 6개월간 실온에서 저장한 후, 침전물을 증류수로 2

회 수세한 후 알코올로 탈수하여 SEM으로 입자표면을 

관찰한 결과 Fig. 4, Fig. 5와 같았다. 드레싱내의 저항전

분은 6개월간 저장 중 전분의 표면에 약간의 손상은 입

었으나 입자형태는 유지되었다. 밀, 옥수수, 감자전분으로 

제조한 HRS4는 중간부분이 함몰된 상태로 입자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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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었고, 부분적으로 검물질이 입자 표면에 부착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아마란스, 쌀, 찹쌀전

분의 경우에는 입자들이 서로 뭉쳐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잔탄 검은 전분과의 혼합액 내에서 depletion 

flocculation이 일어났는데(Abdulmola NA 등 1996), 검 

matrix가 형성되면서 전분입자가 사이에 끼워 들어간 것

으로 생각되었다. 드레싱의 안정성에 전분입자의 크기가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 찹쌀, 쌀, 아마란스 전분처럼 입자

가 작은 RS4 형태의 저항전분을 첨가한 드레싱이 비교적 

높은 점도와 안정성을 나타낼 수 있었다. 특히 팽윤력이 

큰 HRS4가 수분을 많이 흡수하므로 점도를 더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되었다. 생 전분에 산처리를 하는 경우 전분 

입자의 표면은 산에 의해 바깥쪽부터 분해되어 점점 거

칠어지고 입자표면이 벗겨져 가수분해가 진행됨에 따라 

전분입자가 파괴된다고 하였다(Atichokudomchai N 등 

2000). 저항전분의 경우 RS3는 1 N HCl 처리에 의해 일

부 가수분해가 되면서 작은 알갱이가 증가하였고 RS4는 

드레싱에서처럼 중간부분이 함몰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입자형태가 점점 사라졌다고 하였다(Mun SH & Shin MS 

2006). 드레싱내의 저항전분은 드레싱의 산도가 낮으므로 

다른 보고들처럼 많은 손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검과의 

상호작용 즉, 검 matrix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6개월이 지

난 후에도 저항전분의 입자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

로 생각하였고 입자가 작은 전분으로 제조한 저항전분의 

경우 드레싱의 분리가 덜 일어나는 것 또한 검과 저항전

분 사이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쌀과 찹쌀전분으로 제조한 다른 저항전분을 첨가한 경

우에도 위와 비슷한 결과(Fig. 5)를 보였다. RS3V의 경우, 

입자가 일부 잘게 부서져서 뭉친 흔적이 보이고 큰 입자

에서도 작은 구멍이 있어 산에 공격을 받은 흔적은 보이

지만 대부분의 입자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PRS4

와 AnRS4는 앞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Ⅳ. 요약 및 결론

옥수수, 밀, 쌀, 찹쌀, 감자, 및 아마란스 전분으로 RS3

와 RS4 형태의 저항전분 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처리한 

다음 이 RS들을 지방대체제로 무지방 드레싱에 첨가하였

을 때 점도와 안정성 및 저장 중 저항전분 입자를 조사하

였다. RS3의 경우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밀과 옥수수 전

분으로 제조하였을 때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고, 산 처리

를 병행하였을 때 수율이 증가하였다. RS4에는 물리적 

처리와 가교결합을 병행처리 하였을 때 RS 함량이 증가

하였다. 이 RS를 지방대체제로 무지방 드레싱을 제조하

면 점도는 RS3V는 찹쌀 > 아마란스, 쌀 > 감자, 밀 > 옥

수수 전분 순서이었으며, RS4는 점도가 전반적으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찹쌀전분으로 제조한 RS4의 경우 

드레싱 제조 후 4주까지 거의 분리되지 않아 안정성이 

가장 높았다. RS를 첨가한 무 지방 드레싱을 6개월간 저

장하였을 때 전분입자 표면에 손상은 있었으나 형태는 

유지되었다. 본 실험 결과 입자 크기가 작은 전분인 찹쌀

과 쌀 전분의 RS4를 첨가한 드레싱이 가장 높은 점도와 

저장 안정성을 보여 식이섬유가 함유된 무 지방 드레싱

의 제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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