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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hydration, gelatinization, and saccharification properties of rice processing for beverage deve-
lopment. The properties of rice were studied on 10 rice cultivars (Samkwang, Ilpum, Seolgaeng, Anda, Dasan-1, Goami-4, 
Danmi, American rice, Chinese rice, and Thai rice) and employing four kinds of pre-treatment methods (dry grain, wet 
grain, dry flour, and wet flour). The results showed that moisture content of rice was between 11.88~15.26%. Increase in 
soaking time along with highest water absorption was noted in American rice cultivar (46.81%). The water binding capacity 
of Thai rice was higher when compared to that of other rice flours. In addition, solubility and swelling power of rice were 
4.52~26.65% and 0.19~2.05%, respectively. The amylose content of Goami-4 was higher in rice processing. Using a rapid 
visco analyzer (RVA), the initial pasting temperature of Danmi cultivar was found to be the highest; the peak viscosities 
of Anda cultivar and Dasan-1 cultivar, and Chinese rice were higher than of those of other rice flours. After saccharification, 
the pH, soluble solids content, and reducing sugar content of rice processed through different pre-treatment methods were 
in the range of 6.22~7.08, 4.67~16.07 °Brix, and 0.35~11.67% (w/w), respectively. In terms of color values, the L-value 
of dry grain, a-value of wet (grain, flour), and b-value of dry sample (grain, flour) were found to be the highest. Assessment 
of various factors and cultivars characteristics of the raw grains are of importance in the development of rice be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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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쌀(Rice, Orzya sativa L.) 소비량은 생활수

준 향상 및 식습관 변화로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1
년 71.2 kg이었으나, 2012년 69.8 kg, 2013년 67.2 kg, 2014년 

65.1 kg, 2015년 62.9 kg으로 매년 1~2 kg씩 계속 감소하고 있

는 실정이다. 쌀의 소비 형태는 주로 밥으로 약 95%가 소비

되고 있으며, 약 5%는 가공용 쌀로 주류 및 떡류가공에 이용

되고 있다(KOSIS 2015). 또한, 쌀 생산량 증가 및 쌀 수입개

방으로 쌀 재고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국내산 쌀은 물론 수

입산 쌀의 소비처를 마련하기 위한 가공용 쌀의 소비확대 요

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즉석밥(Kwon 등 2007), 
쌀죽(Hwang 2011), 쌀국수(Kim 등 2011), 쌀음료(Kim 등 2011) 
등 다양한 쌀 가공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한정된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수출대상 품목도 고려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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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공제품 중 쌀 음료는 식사대용식, 회복기 환자의 건

강식, 기능성음료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쌀 또는 쌀 당화액 

등으로 제조한 쌀 음료와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요구르트 형

태의 쌀 발효음료가 제조사별로 다양하게 시판되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전통 쌀 음료인 식혜는 쌀과 엿기름을 

주원료로 하여 호화시킨 전분을 엿기름 내의 amylase로 가수

분해하여 당화액을 만들어 이용해 왔다(Martinek & Semenov 
1981; Kim 등 2000). 이러한 식혜는 쌀의 수화정도나 호화특

성, 사용하는 양에 따라 맛과 향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Faulds 등, 2008). 당화는 다당류를 산이나 효

소로 가수분해하여 환원당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곡류를 

이용하여 당화시킨 죽류가 개발되고 있다(Hwang 등 2011). 
쌀음료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쌀과 유산균을 이용한 곡류 

발효음료(Kim 등 2011), 균주를 이용한 혼합잡곡 발효음료

(Lee 등 2014), 호화쌀가루를 첨가한 요구르트 음료 개발(Kim 
등 2014) 등이 보고되었으며, 국외 연구로는 쌀 발효음료의 

특성(Puerari 등 2015), 유산균을 첨가한 쌀 발효음료 개발

(Ghosh 등 2015), 곡류의 코지를 이용한 쌀 발효음료 개발

(Bevilacqua 등 2016) 등이 보고되었다. 이렇게 쌀음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현대인에 맞는 제품들이 개발되면서 곡물

을 이용한 음료의 수요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지만, 산업적으

로 표준화된 제조조건 및 음료에 적합한 쌀품종 개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쌀음료베이스 개발을 위한 품종별 가공용 쌀의 기

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산 가공용 쌀 및 수입쌀을 대

상으로 수분함량, 수분흡수율, 수분결합력, 용해도, 팽윤력 등

의 수화특성, 아밀로오스, RVA 등의 호화특성, 효소처리 후의 

pH, 당도, 환원당, 색도 등의 당화특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쌀은 삼광(Samkwang, SK), 일품(Ilpum, 

IP), 설갱(Seolgaeng, SG), 안다(Anda, AD) 다산1호(Dasan 1, 
DS1), 고아미4호(Goami 4, GAM4), 단미(Danmi, DM), 미국쌀

(American rice, AR), 중국쌀(Chinese rice, CR), 태국쌀(Thai 
rice, TR)로 국내산 7종은 경기도 수원 소재의 농촌진흥청 국

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시험용 포장에서 2015년 재배, 생
산된 쌀이며, 수입산 3종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유통 수입

쌀 중에서 최근에 생산된 쌀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품종에 따른 가공용 쌀의 수분함량 및 수화특성
수분함량은 cyclone mill(TM05C, Satake, Tokyo, Japan)을 

이용하여 분쇄한 쌀가루를 100 mesh 표준체망을 통과시킨 것

을 시료로 하여 적외선 수분함량측정기(AND MX-50 moisture, 
Tokyo, Japan)로 측정하였다.

수분흡수율은 쌀 시료 2 g에 증류수 6 mL를 가하여 60분 

동안 수침상태를 유지한 후 물을 제거하고, 종이타올로 표면

수를 제거한 다음, 칭량하여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온도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고자 수침수의 온도와 수침은 25℃를 유

지하여 수행하였다.

수분흡수율
(%) =

수침 후 시료무게－수침 전 시료무게
× 100

수침 전 시료무게

수분결합력은 쌀가루 시료 1 g에 증류수 40 mL를 혼합하

여 25℃에서 1시간 교반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제거한 다음 침전물의 무게를 측정하여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수분결합력
(%) =

침전물의 무게－처음 시료무게
 × 100

처음 시료무게

용해도와 팽윤력은 쌀가루 시료 0.5 g을 30 mL의 증류수에 

분산시켜 90±1℃의 항온수조에 30분간 반응시키고, 3,000 rpm
으로 2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다음 식에 의하여, 분리된 상등

액을 105℃에서 12시간 건조시켜 측정된 무게로 용해도를 계

산하고, 침전물의 무게로 팽윤력을 계산하였다.

용해도
(Solubility, %) =

상등액을 건조한 고형물의 무게  
 × 100

처음 시료 무게 

팽윤력(Swelling 
power, %) =

원심분리 후 침전 무게 
 × 100

처음 시료 무게 ×(100－용해도)  

3. 품종에 따른 가공용 쌀의 호화특성
가공용 쌀의 호화특성은 신속점도계(RVA-4, Newport scientific, 

Warriewood NSW, Australi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품종별 

쌀가루 3 g(수분함량 14% 기준)에 증류수 25 mL를 섞어 현탁

액을 만든 후 50℃에서 95℃까지 온도를 상승시킨 후, 일시 

고온상태로 둔 다음, 50℃로 다시 냉각시키면서 점도를 측정

하였다.
아밀로오스 함량은 Juliano(1985)의 요오드 비색 정량법으

로 분석하였다. 즉, 0.1 g 쌀가루에 1 mL 에탄올과 9 mL 1 
N NaOH를 가한 다음, 진탕 항온수조에서 10분간 호화시킨 

후 증류수로 100 mL를 채웠다. 그 중 5 mL에 1 mL acetic acid
와 2 mL 2% I2-KI(iodine solution)를 가한 후 증류수로 100 
mL를 맞춘 다음, 20분 후 6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표준물질은 감자 아밀로오스(Sigma Chemical Co., St.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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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 USA)를 사용하였다.

4. 품종 및 전처리 방법에 따른 가공용 쌀의 당화특성
가공용 쌀 10가지 품종에 대해 수침과 분쇄처리로 쌀, 수

침처리 쌀, 건식쌀가루, 습식쌀가루의 원료를 얻었다. 수침은 

쌀 무게 10배 분량의 물에 1시간 수침 후 겉말림하여 수침에 

의해 증가된 무게를 측정하고, 분쇄는 가정용 믹서기를 이용

하여 10초씩 3회 반복하여 분쇄하였다. 전처리 방법에 따른 

당화특성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침처리한 원료는 수

침에 의해 흡수된 물량을 고려하여 당화 시 첨가하는 물량을 

조정하였다.
당화는 시료(생쌀 20 g 기준)에 5배 무게의 물을 가한 후, 고

온용 α-amylase(Tenmamyl 120 L, Type L, Novozymes, Bagsværd, 
Denmark) 40 μL를 가하여 90℃ 항온수조에서 120 rpm으로 

진탕하며 2시간 실시하였고, 당화시료를 실온으로 식혀 10초
씩 3회 반복하여 분쇄한 시료로 당화특성을 분석하였다. 즉, 
pH와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pH meter(Metrohm 691, Metrohm, 
Herisau, Switzerland)와 당도계(PAL-3, ATAGO, Tokyo, Japan)
를 이용하였고, 환원당은 시료용액 1 mL에 DNS(3,5-dinitro-
salicylic acid)시약 1 mL를 넣고 끓는 수욕 중에서 5분 반응시

켜 냉각한 후 spectrometer(T80+ UVNIS Spectrophotometer, 
PG, Instruments, Alma Park, UK)로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여 glucose standard curve로 환원당 함량(%, w/v)을 계산

하였다. 색도는 색차계(Minolta, CM-5, Tokyo, Japan)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명도(lightness, L), 적색도(redness, a), 그
리고 황색도(yellowness, b) 값으로 나타내었다. 

5. 통계처리
연구결과에 대한 측정값은 SPSS package program(version 

12.0, SPSS, Chicago, IL, USA)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고,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를 이용하여 평균값

을 비교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5% 
(p<0.05) 유의수준에서 평균 간의 다중비교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품종에 따른 가공용 쌀의 수분함량
품종에 따른 가공용 쌀의 수분함량은 Fig. 1과 같다. 국내

산 가공용 쌀의 수분함량은 11.88~15.26% 범위로 다산1호 및 

고아미4호가 각각 15.26% 및 14.78%로 수분이 가장 높았으

며, 설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입 가공용 쌀의 수분함량은 

13.00~13.46%로 3가지 품종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설갱을 제

외한 국내산 쌀이 수입산 쌀보다 더 높았다. 국내산과 수입산 

쌀의 수분함량을 비교한 Lee 등(2008)의 보고와 Song 등(2008)

Fig. 1. Moisture content of processing type rice by 
various cultivars. SK, Samkwang; IP, Ilpum; SG, Seolgaeng; 
AD, Anda; DS1, Dasan-1; GAM4, Goami-4; DM, Danmi; 
AR, American rice; CR, Chinese rice; TR, Thai ric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within a column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p<0.05).

의 보고에서 국내산보다 수입산 쌀이 더 낮은 수분함량을 나

타내었다. 이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공용 수입쌀은 대

부분 1년 전에 생산된 쌀로 수확 후 저장기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쌀은 수확 후 저장기간이 오래 되면 품

질의 변화가 생기므로 저장기간이 짧은 수입쌀을 가공에 이

용할 수 있도록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Han & Koh 
2012).

 
2. 품종에 따른 가공용 쌀의 수화특성
품종에 따른 가공용 쌀의 수화특성으로 수분흡수율, 수분

결합력, 용해도 및 팽윤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

었다. 수분흡수율은 품종별 쌀의 최적 침지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상온(25℃)에서 시간별로 수분흡수율을 측정하

였을 때 수분흡수율이 평형을 이루는 시간은 단미를 제외한 

모든 품종에서 60분 전후로 산업체 쌀 수침 기준과 일치하는 

경향이었다(자료 미제시). 따라서, 품종별 쌀의 수침시간을 

60분으로 정하여 측정한 결과, 국내산 가공용 쌀은 다산1호
가 40.13%로 가장 높았고, 설갱과 단미가 각각 19.57%와 

19.36%로 가장 낮게 나타나, 포화수분흡수에 도달하기까지

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입 가공용 쌀의 

경우, 미국쌀은 46.81%로 가장 높았고, 가장 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쌀의 수분흡수율은 품종, 저장기간 및 쌀 

제분 시 전분의 손상도와 연관이 있어(Hatcher 등 2002; Han & 
Koh 2012), 쌀을 가루로 이용할 경우 전분입자에 물이 결합되

어 무정형 부분에 침투 및 흡착하여 가공적성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쌀음료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Chaing & Yeh 2002).  
품종별 쌀가루에 대한 수분결합력은 수분을 보유하는 능

력으로 국내산 가공용 쌀의 경우 삼광이 188.5%로 가장 우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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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r1) Water absorption
(%)

Water binding capacity
(%) 

Solubility
(%)

Swelling power
(%)

SK 22.70±2.13d2) 188.5±2.7b  4.91±0.24fg 2.047±0.098a

IP 22.37±1.18de 181.1±4.8c  5.68±0.33de 1.724±0.113b

SG 19.57±1.05fg 129.1±5.4g  4.52±0.31g 2.027±0.097a

AD 29.23±0.68c 168.4±1.9d  4.52±0.31g 2.018±0.074a

DS1 40.13±0.58b 161.3±2.8e  6.01±0.60de 1.876±0.195ab

GAM4 21.40±1.48de 152.9±0.6f 10.42±0.20c 0.674±0.012c

DM 19.36±0.82g 128.5±3.5g 26.65±0.86a 0.189±0.008d

AR 46.81±0.77a 188.8±2.4b  5.32±0.15ef 2.001±0.073a

CR 20.95±0.48ef 190.1±5.9b  6.31±0.35d 1.745±0.104b

TR 21.87±0.52de 211.8±4.3a 13.70±0.15b 0.577±0.009c

1) SK, Samkwang; IP, Ilpum; SG, Seolgaeng; AD, Anda; DS1, Dasan-1; GAM4, Goami-4; DM, Danmi; AR, American rice; CR, Chinese 
rice; TR, Thai rice

2) 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1. Water absorption, water binding capacity, solubility, and swelling power of processing type rice by various 
cultivars

였고, 그 다음으로 일품이 181.1%로 나타났으며, 설갱이 129.1%, 
단미가 128.5%로 낮은 수분 결합력의 결과를 보였다. 수입 

가공용 쌀은 미국쌀, 중국쌀 및 태국쌀이 각각 188.8%, 190.1% 
및 211.8%로 수분결합력은 국내산 가공용 쌀에 비해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이러한 결과는 가공용 수입쌀은 

저장기간이 길어지면서 수분함량이 감소하여 단단해졌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Zhou 등 2002). 품종별 가공용 쌀의 용

해도는 단미가 26.6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태국쌀 

13.70%, 고아미4호 10.42%로 높았고, 나머지 품종은 4.52~ 
6.31% 범위로 나타났다. 용해도는 쌀가루로 부터 용해된 용

질의 양으로 향후 음료의 탁도나 점도와 관련이 될 수 있는 

특성으로 10종의 시료 중 단미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은 

단미 자체의 높은 유리당 함량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으

로 사료된다. 팽윤력은 고체에 액체를 흡입시켜 늘어난 용적

으로 팽윤력을 측정한 결과, 단미가 0.19%로 가장 낮았으며, 
반대로 삼광, 설갱, 안다, 미국쌀은 2.00~2.05%로 유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p<0.05). 팽윤력은 수분흡수율, 수분결

합력 및 용해도 등과 같이 수화 관련 중요한 성질로 값이 클

수록 탈수과정에서 물리화학적 변화가 적고, 건조과정에서도 손

상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Sima 등 2000; Femenia 등 2003).
따라서 품종별 가공용 쌀의 수화특성 결과로 쌀을 원료로

한 음료베이스에는 삼광, 일품, 미국쌀 등의 품종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품종에 따른 가공용 쌀의 호화특성
품종에 따른 가공용 쌀의 호화특성인 아밀로오스 함량과 신

속점도 측정(RVA: rapid visco analyzer) 결과는 Fig. 2와 Table 
2에 나타내었다. 10종의 쌀 품종별 아밀로오스 함량은 Fig.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아미4호가 36.65%, 태국쌀이 29.76%
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반면, 단미가 12.1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5). Seo & Kim(2011)의 보고에서 태국쌀의 아

밀로오스 함량이 29.2%라고 한 결과와 비슷한 결과였다. 그 

외 품종들은 17.29~19.80%의 수준으로 아밀로오스 함량을 나

타내었다. 우리나라 고품질 쌀의 아밀로오스 함량 기준은 17~ 
20%로 규정하고 있어(Son 등 2002), 본 실험에 사용된 10종 

중 고아미4호, 태국쌀 및 단미를 제외한 7종은 고품질 쌀 아

밀로오스 함량기준에 적합하였다. 또한, 쌀의 아밀로오스 함

Fig. 2. Amylose content of processing type rice by 
various cultivars. SK, Samkwang; IP, Ilpum; SG, Seolgaeng; 
AD, Anda; DS1, Dasan-1; GAM4, Goami-4; DM, Danmi; 
AR, American rice; CR, Chinese rice; TR, Thai ric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f)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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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따라서 수분결합력, 수분흡수율 등 수화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아밀로오스 함량이 낮으면 호화가 쉬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oon 등 2012). 품종별 가공용 쌀의 아밀로오스 

함량이 다르게 나타나 호화 양상도 다르며, 쌀 음료베이스 개

발 시 가공적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품종별 가공용 쌀가루의 호화특성으로 RVA를 측정

한 결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품종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호화온도는 단미와 고아미4호가 각각 91.6℃
와 78.5℃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그 외 품종은 68.0~71.1℃
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존 연구 보고에 의하면 전분입자의 

결정도가 낮으면 호화온도가 낮고, 가열시 팽윤이 느린 것은 

호화 온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Biliaderis 등 1980; Ghiashi 등 
1982).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단미와 고아미4호는 전분입자 

결정도가 높고, 가열 중에 팽윤력이 느려 호화온도가 높은 것

으로 생각된다(Table 1). 최고점도와 최종점도는 다산1호가 가

장 높았고, 단미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공 안정도를 나타

내는 강하점도(breakdown)는 다산1호, 안다, 미국쌀 및 중국

쌀이 각각 108.4 RVU, 100.3 RVU, 104.2 RVU 및 102.4 RVU
로 높았고, 태국쌀이 62.8 RVU로 측정되었다. 전보에 의하면 

수입 유통쌀의 강하점도는 미국쌀, 중국쌀 및 태국쌀이 각각 

104.7 RVU, 84.4 RVU 및 78.2 RVU로 미국쌀이 높았다고 하

였다(Song 등 2008). 강하점도는 아밀로오스 함량과 부의 상

관관계에 있다고 보고(Jang 등 1996; Yoon 등 2012)한 것과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단미의 경우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노화 정도를 나타내는 치반점도(setback)는 일품

Cultivar1) Viscosity (RVU)2) Pasting temperature
(℃)Peak Holding strength Breakdown3) Final Setback4)

SK  194.9±4.6c4)  125.0±8.0bc  69.9±4.4d 219.0±6.1d  24.2±2.7de 68.1±0.0d

IP  201.7±7.2c  107.1±6.5d  94.6±1.7b 196.4±6.6e －5.3±1.2g 68.0±0.1d

SG  194.5±1.4c  110.3±2.3d  84.3±1.0c 220.2±2.2d  25.7±0.8d 68.1±0.0d

AD  234.2±8.2b  133.9±4.7b 100.3±8.4ab 275.5±5.1b  41.2±7.9c 68.1±0.1d

DS1  263.8±2.0a  155.4±8.4a 108.4±7.0a 308.1±12.1a  44.3±10.7c 68.0±0.1d

GAM4  135.7±0.5e  122.6±0.8c  13.1±0.3e 229.4±0.4d  93.6±0.6a 78.5±0.5b

DM    6.3±0.2f    5.2±0.5e   1.1±0.5f  17.5±1.3f  11.2±1.2f 91.6±0.0a

AR  227.4±1.3b  123.2±2.7c 104.2±3.2a 224.0±2.5d －3.4±3.5g 68.1±0.0d

CR  232.7±1.3b  130.3±7.7bc 102.4±7.5ab 248.9±8.4c  16.2±8.2ef 68.1±0.1d

TR  169.3±11.1d  106.5±7.2d  62.8±4.4d 228.2±13.6d  58.9±2.5b 71.1±0.4c

1) SK, Samkwang; IP, Ilpum; SG, Seolgaeng; AD, Anda; DS1, Dasan-1; GAM4, Goami-4; DM, Danmi; AR, American rice; CR, Chinese 
rice; TR, Thai rice

2) Rapid visco units.
3) Peak viscosity minus hot viscosity. 
4) Final viscosity minus peak viscosity. 
5) 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2. Pasting characteristics of processing type rices by cultivars

과 미국쌀이 낮게 나타나, 노화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

며, 반면 고아미4호와 태국쌀이 높은 치반점도를 나타내었

다. 이는 기존에 연구된 보고에 의하면 수입쌀의 치반점도는 

태국쌀과 중국쌀은 높은 반면, 미국쌀은 낮았다는 결과와 일

치하였다(Song 등 2008). 

4. 품종 및 전처리 방법에 따른 가공용 쌀의 당화특성
(pH)

품종별 가공용 쌀을 쌀, 수침처리 쌀, 건식 쌀가루, 습식 쌀

가루로 전처리를 달리하여 당화 후 당화액 pH를 측정한 결과

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품종별 원료 전처리 방법에 따른 

당화액의 pH 값은 유의적으로 다른 차이를 보였으며, 설갱을 

제외한 모든 품종에서 습식 쌀가루가 높게 나타났다(p<0.05). 
전처리 방법에 따른 품종의 당화액 pH 값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쌀, 수침처리한 쌀 및 습식쌀가루 등에서의 pH는 

일품이 가장 높았고, 건식쌀가루 처리군은 설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품종별 원료 전처리 방법에 따른 당화처

리 후 pH가 다른 것은 쌀의 물리화학적 특성, 영양성분, 당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기산이 해리되는 H+ 이온의 영향에 기

인할 것으로 사료된다(Hwang 등 2011). 

5. 품종및전처리방법에따른가공용쌀의당화특성(가
용성 고형분)

품종별 가공용 쌀의 원료 전처리 방법에 따라 쌀, 수침처

리한 쌀, 건식쌀가루, 습식쌀가루를 이용하여 고온용 α-amyl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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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r1) Ingredient condition 

Dry grain Wet grain Dry flour Wet flour
SK 6.87±0.01b2)B3) 6.81±0.00aC 7.01±0.06abA 7.03±0.01aA

IP 6.92±0.01aB 6.81±0.01aC 6.92±0.02bcB 7.05±0.02aA

SG 6.79±0.01cC 6.70±0.00bD 7.08±0.00aA 6.94±0.01cB

AD 6.71±0.00eBC 6.62±0.01dD 6.83±0.17cdAB 6.90±0.03dA

DS1 6.62±0.00fB 6.53±0.01eC 6.51±0.01eD 6.77±0.00eA

GAM4 6.51±0.02hB 6.43±0.01fC 6.53±0.01eB 6.61±0.00gA

DM 6.23±0.01iB 6.22±0.01gB 6.25±0.00fB 6.30±0.04hA

AR 6.75±0.00dC 6.67±0.03cD 6.83±0.04cdB 6.95±0.01bcA

CR 6.76±6.76dB 6.61±0.00dD 6.73±0.00dC 6.98±0.03bA

TR 6.55±0.01gC 6.61±0.02dB 6.46±0.01eD 6.69±0.01fA

1) SK, Samkwang; IP, Ilpum; SG, Seolgaeng; AD, Anda; DS1, Dasan-1; GAM4, Goami-4; DM, Danmi; AR, American rice; CR, Chinese 
rice; TR, Thai rice

2) 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3) Any means in the same row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3. pH on the saccharification characteristics of processing type rices by cultivars and pre-treatment methods

Cultivar1) Ingredient condition (°Brix)
Dry grain Wet grain Dry flour Wet flour

SK 13.67±0.74ab2)AB3) 14.17±0.23aA 14.20±0.00aA 13.20±0.00bcC

IP 13.73±0.59abA 14.03±0.15aA 14.13±0.12abA 12.00±1.73dB

SG 14.20±0.44aA 14.27±0.06aA 14.03±0.06abcA 12.83±0.64cdB

AD 12.93±0.06bC 13.67±0.23abAB 13.87±0.06cA 13.40±0.20bcB

DS1 14.30±0.36aAB 13.07±1.01bcC 13.90±0.00cBC 15.30±0.10aA

GAM4  6.43±0.15eC  4.67±0.06eD 11.47±0.12eB 14.17±0.06bA

DM 10.63±0.38cB  9.10±0.46dC 12.63±0.06dA 12.63±0.32cdA

AR 12.63±1.65bB 13.23±0.06bcB 14.20±0.20aB 16.07±0.06aA

CR 13.47±0.29abC 12.73±0.21cD 14.00±0.00bcB 15.67±0.15aA

TR  8.20±0.20dD 12.67±0.40cB 10.20±0.10fC 15.63±0.06aA

1) SK, Samkwang; IP, Ilpum; SG, Seolgaeng; AD, Anda; DS1, Dasan-1; GAM4, Goami-4; DM, Danmi; AR, American rice; CR, Chinese 
rice; TR, Thai rice

2) 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3) Any means in the same row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4. Soluble solids on the saccharification characteristics of processing type rices by cultivars and pre-treatment 
methods

처리 후 가용성 고형분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에서 보

는 바와 같다. 일부 품종을 제외하고 수침처리한 것보다 수침

처리하지 않는 것, 쌀보다는 쌀가루의 효소처리가 더 효과적

으로 가용성 고형분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아미4호
의 쌀과 수침처리 쌀은 6.48 °Brix와 4.67 °Brix이었으나, 건식

쌀가루와 습식쌀가루는 11.47 °Brix와 14.17 °Brix를 나타내어 

전분의 수화보다는 전분의 표면적 증가가 당도를 증대시키

는데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쌀 당화액

의 가용성 고형분 함량의 차이는 쌀 품종에 따라 전분의 함량 

및 전분 분해효소의 활성 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

다(Hwang 등 2011).

6. 품종및전처리방법에따른가공용쌀의당화특성(환
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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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r1) Ingredient condition (% (w/w)) 
Dry grain Wet grain Dry flour Wet flour

SK 1.04±0.02b2)D3) 9.26±0.08aB 6.32±0.08bC 11.09±0.11bA

IP 0.88±0.01cD 7.46±0.17cB 5.56±0.06dC 10.48±0.15deA

SG 1.29±0.00aD 8.41±0.17bB 4.40±0.03fC 10.38±0.23eA

AD 0.66±0.03eD 8.33±0.05bB 4.36±0.06fC  9.37±0.17gA

DS1 0.78±0.02dD 3.35±0.21dC 4.24±0.13fB  9.75±0.22fA

GAM4 0.75±0.02dD 1.05±0.02fC 2.96±0.09gB  8.60±0.10hA

DM 1.03±0.02bC 0.75±0.01gD 2.61±0.02hB  3.26±0.12iA

AR 0.40±0.02gD 8.22±0.20bB 6.03±0.06cC 10.87±0.19bcA

CR 0.35±0.02hD 1.32±0.02eC 5.01±0.08eB 10.75±0.13cdA

TR 0.60±0.02fD 3.52±0.07dC 9.83±0.22aB 11.67±0.26aA

1) SK, Samkwang; IP, Ilpum; SG, Seolgaeng; AD, Anda; DS1, Dasan-1; GAM4, Goami-4; DM, Danmi; AR, American rice; CR, Chinese 
rice; TR, Thai rice

2) 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3) Any means in the same row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5. Reducing sugar contents on the saccharification characteristics of processing type rices by cultivars and pre- 
treatment methods 

쌀음료 개발에 있어서 환원당은 쌀의 전분효소에 의한 당

화과정에서 유리되는 것으로 당 분해 정도가 낮으면 높은 환

원당 함량을 나타내며, 식품의 감미와 풍미에 영향을 주는 주

요성분 중의 하나이다(Shin 등 2001). 품종별 가공용 쌀의 원

료 전처리 방법에 따라 쌀, 수침처리한 쌀, 건식쌀가루, 습식

쌀가루를 이용하여 고온용 α-amylase 처리 후 환원당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전처리 방법에 따라 수

침처리하지 않는 것보다 수침처리한 것, 쌀보다는 쌀가루가 

유의적으로 더 환원당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p<0.05). 국내산 

가공용 쌀 품종 중 삼광의 경우, 수침처리하지 않는 쌀이 1.04% 
(w/w), 수침처리한 쌀이 9.26%(w/w)이었으며, 건식쌀가루가 

6.32%(w/w), 습식쌀가루가 11.09%(w/w)로 환원당 함량을 나

타냈다. 수입쌀 중에서 미국쌀은 쌀, 수침처리한 쌀, 건식쌀가

루 및 습식쌀가루의 환원당 함량이 각각 0.40%%(w/w), 8.22% 
(w/w), 6.03%(w/w) 및 10.87%(w/w)로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

내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품종별 차이는 전분효소에 의해 

생성되는 당류와 전분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고, 원료의 전처

리별 차이는 건식보다는 습식이 전분의 표면적이 넓어 환원

당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7. 품종및전처리방법에따른가공용쌀의당화특성(색도)
식품의 색은 제품의 신선도, 기호도, 품질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쌀음료 개발 시 품종별 원료 전처리 방법에 

따라 효소처리를 한 후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6에 나타

내었다. 쌀음료 베이스 당화액의 명도를 나타내는 L 값은 원

료의 전처리 방법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어 수침처

리하지 않는 것보다 수침처리한 것이 고아미4호를 제외한 대

부분 품종에서 낮은 값을 보였다(p<0.05). 또한, 단미를 제외

한 모든 품종에서 건식쌀가루보다 습식쌀가루에서 L 값이 더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적색도를 나타내는 a 값
은 수침처리하지 않는 쌀이 －2.45~－0.24, 수침처리한 쌀이 

－2.05~－1.15, 건식쌀가루가 －2.32~0.57, 습식쌀가루가 －2.09~ 
－1.33 범위로 수침처리하지 않은 쌀과 습식쌀가루가 낮은 

수치를 보였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품종별로 삼광, 일
품, 태국쌀이 낮은 수치를 보였고, 단미와 고아미 4호가 높게 

나타났다. 전처리 방법에 따라 수침처리하지 않는 쌀보다 수

침처리한 쌀, 건식쌀가루보다 습식쌀가루가 품종에 따라 다

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쌀의 당화에 의한 색은 pH나 당의 종류, 온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Kim & Cho 2008; Hwang 
등 2011), 본 연구에서 쌀음료베이스의 색은 쌀 품종별 전처

리 방법에 따라서도 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쌀음료베이스 개발을 위한 품종별 가공용 쌀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국내산 쌀 7종(삼광, 일품, 설갱, 안다, 다산1호, 
고아미4호, 단미)과 수입쌀 3종(미국쌀, 중국쌀, 태국쌀)을 대

상으로 수화, 호화 및 당화 관련 특성을 살펴보았다. 품종별 

쌀의 수분함량은 11.88~15.26% 범위로 나타났으며, 수분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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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r1) 
Ingredient condition

Dry grain Wet grain Dry flour Wet flour

L

SK  76.37±5.03cd2)A3)  65.11±1.95fB  70.25±0.60dB  65.80±1.30eB

IP  78.99±0.43bcA  65.10±1.22fC  71.42±0.57cdB  66.42±2.03eC

SG  78.14±0.39bcA  65.75±0.57fC  70.98±1.75cdB  65.46±049eC

AD  79.46±0.29bcA  69.19±2.12eC  73.24±0.54bB  68.71±0.29bcC

DS1  80.21±0.13abA  72.81±0.63dB  72.67±0.96bcB  70.07±0.60bC

GAM4  78.46±0.48bcC  79.73±0.32aB  81.02±0.39aA  68.27±0.14cdD

DM  74.41±0.50dA  75.16±0.56cA  70.01±0.30dC  72.42±0.62aB

AR  80.73±0.95abA  68.41±0.20eC  71.46±1.91cdB  66.89±0.80deC

CR  80.67±0.68abA  76.03±0.36bcB  74.22±0.19bC  68.53±0.14bcD

TR  82.92±0.79aA  77.43±0.97bB  70.90±0.19cdC  69.20±0.71bcD

a

SK －2.35±0.09efC －1.66±0.10cA －2.14±0.07deB －1.81±0.11bcA

IP －2.40±0.03efC －1.69±0.10cdA －2.21±0.03deC －1.96±0.20cdB

SG －2.45±0.02fC －2.02±0.06efA －2.32±0.10eB －2.09±0.07dA

AD －1.76±0.08cA －1.85±0.09deAB －1.90±0.01cdB －1.77±0.04bA

DS1 －2.11±0.03deB －2.03±0.03efB －2.05±0.07cdeB －1.81±0.04bcA

GAM4 －0.80±0.16bA －1.15±0.03aB －1.09±0.19bB －1.95±0.05cdC

DM －0.24±0.47aB －1.40±0.24bC   0.57±0.57aA －1.33±0.12aC

AR －2.16±0.02efC －1.67±0.02cA －1.91±0.11cdB －1.65±0.07bA

CR －2.18±0.03efD －2.05±0.02fC －1.98±0.04cdeB －1.75±0.01bA

TR －1.84±0.03cdB －1.93±0.05efC －1.69±0.01cA －1.69±0.05bA

b

SK   2.45±0.19eA －0.82±0.39deC   0.88±0.36efB   0.57±0.41efB

IP   3.22±0.21eA －1.33±0.15eC   1.52±0.37defB   1.23±0.87deB

SG   4.57±0.19cA   0.82±0.31bC   2.56±1.01cdB   2.02±0.19cB

AD   5.15±0.29cA   1.22±0.54bD   3.24±0.47cB   2.20±0.34cC

DS1   4.52±0.13cA －0.09±0.19cC   1.96±0.64dB   1.80±0.37cdB

GAM4  10.06±0.39bA   7.98±0.21aB   7.69±0.39bB   7.74±0.18bB

DM  12.23±0.62aB   8.57±0.76aC  14.85±0.71aA   9.59±0.62aC

AR   3.13±0.58deA －0.28±0.17cdC   1.54±0.68defB   0.36±0.17fC

CR   3.13±0.29deA －0.74±0.15deD   1.75±0.22deB   0.66±0.10efC

TR   1.71±0.65fA －1.04±0.16eC   0.59±0.06fB   0.21±0.33fB

1) SK, Samkwang; IP, Ilpum; SG, Seolgaeng; AD, Anda; DS1, Dasan-1; GAM4, Goami-4; DM, Danmi; AR, American rice; CR, Chinese 
rice; TR, Thai rice

2) 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3) Any means in the same row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6. Color values on the saccharification characteristics of processing type rices by cultivars and pre-treatment methods 

율은 안다, 미국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분결합력은 태국

쌀이 가장 높았으며, 단미, 고아미4호 및 설갱은 낮은 수분결

합력을 나타내었다. 용해도는 10종의 시료 중 단미가 월등히 

높은 26.6%를 나타내었으며, 팽윤력은 설갱, 안다, 미국쌀이 

유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p<0.05). 품종별 쌀가루의 

아밀로오스 함량은 고아미4호와 태국쌀이 가장 높은 반면, 단

미가 가장 낮았다. RVA를 측정한 결과, 호화온도는 단미와 

고아미4호가 각각 91.6℃와 78.5℃로 가장 높았고, 그 외 품종

은 68.0~71.1℃로 나타났다. 최고점도와 최종점도는 다산1호
가 가장 높았고, 단미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치반점도는 일

품과 미국쌀이 낮게 나타나, 노화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

상되었다. 



신동선 최예지 심은영 오세관 김시주 이석기 우관식 김현주 박혜영 한국식품영양학회지626

한편, 쌀, 수침처리 쌀, 건식쌀가루, 습식쌀가루로 가공용 

쌀 전처리를 달리하고, 수침시 흡수되는 수분량을 고려하여 

물을 첨가하고, 고온용 α-amylase 처리 후 당화특성을 비교하

였다. 당화액의 pH는 일품을 제외한 모든 품종에서 습식쌀가

루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가용성 고형분 함량

은 대부분 수침처리한 것보다 수침처리하지 않는 것, 쌀보다

는 쌀가루의 효소처리가 더 효과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환원

당 함량은 전처리 방법에 따라 수침처리하지 않는 것보다 수

침처리한 것, 쌀보다는 쌀가루가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

다(p<0.05). 색도는 L값의 경우 고아미4호를 제외한 대부분 

품종에서 쌀보다 수침처리한 쌀이 낮은 값을 보였다. a값은 

수침처리하지 않는 쌀과 습식쌀가루에서 낮은 값을 보였으

며, b값은 쌀보다 수침처리한 쌀, 건식쌀가루보다 습식쌀가루

가 품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쌀을 원료로 한 음료베이

스 개발을 위해서는 원료곡의 호화, 액화 및 당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인자와 품종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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