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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perties of rice were studied on five rice cultivars (Ilpumbyeo, Samkwang, Goami-4, Dodamssal, and Thai rice), 
and employed two kinds of saccharification treatment methods (treatment : rice shape, treatment II: grinding rice shape). 
Thai rice showed differences in width and length when compared to other cultivars of rice, and the Goami 4 had the lowest 
thousand-grain weight. The Goami4 and Dodamssal each showed high contents of amylose and resistant starch, and the 
water absorption rate was close to maximum at 90 minutes as well as the highest level of Goami 4 at all times. The qualities 
of highest water-binding capacity, solubility and swelling power was most significant in Thai rice. The lowest hardness 
level of wet rice resulted in the lowest hydration-related characteristics. High amylose content rice, in particular, showed 
low sugar content and slightly increased sugar content as the saccharification process improved (treatment II). On the other 
hand, high amylose cultivars had the same high degree of hardness as boiled rice. From these results, the Dodamssal was 
found to have the lowest viscosity at all temperatures but highest viscosity during the saccharification process, suggesting 
it may be successfully implemented as a thickener in rice beverage proces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ttempt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development of rice beverage manufacturing technology, based upo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related to beverage processing of rice cultiv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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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쌀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주로 아시아 지역

에서 주식으로 사용하지만, 최근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쌀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Peng 등 2009; Oh 등 2016). 
국내에서는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식생활이 다양해면

서 쌀 소비량이 감소되고 있으며, FTA에 의한 쌀 수입개방으

로 쌀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

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4년 65.1 kg에서 2016년 

61.9 kg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가공용 쌀의 

소비량은 2014년 53만 톤에서 2016년 65만 톤으로 매년 증가

하는 경향으로 가공을 통한 쌀의 소비 확대가 가능함을 시사

하고 있다(KOSIS 2016). 이에 따라 밥류(Kwon 등 2007; Oh 
등 2010), 죽류(Hwang 2011; Ku 등 2013), 면류(Kim 등 2011a; 
Choi 등 2014), 빵류(Lee & Lee 2006), 주류(Cho 등 2012), 음
료류(Kim 등 2011b; Shin 등 2016)등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

공제품의 개발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쌀을 이용한 가공제품 중 대표적인 쌀 음료는 쌀을 당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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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pearance of the grain with different cultivars. 
(a) Dodamssal, (b) Samkwang, (c) Thai rice, (d) Ilpumbyeo, 
(e) Goami 4.

키거나, 유산균을 넣어 발효시킨 다음 요구르트 형태의 쌀 발

효음료를 제조하여 식사대용식이나 건강음료로 이용되고 있

으며, 다양한 기능성을 갖는 probiotic food로서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Kalui 등 2010; Kim 등 2011). 최근 쌀 음료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유산균을 첨가한 쌀 발효음료, 균주를 이용한 

혼합잡곡 발효음료, 호화쌀가루를 첨가한 요구르트형태의 

음료, 쌀음료베이스 개발을 위한 특성 등이 보고되었으며(Kim 
등 2011; Lee 등 2014; Kim 등 2014; Shin 등 2016), 국외 연구

로는 쌀 발효음료의 특성과 유산균 및 곡류의 코지를 이용

한 쌀 발효음료 등이 보고되었다(Puerari 등 2015; Ghosh 등 

2015; Bevilacqua 등 2016). 이렇듯 쌀 음료에 대한 연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음료가공에 대한 기술개발과 그 수

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쌀 

음료 개발과 음료가공에 적합한 쌀 품종의 선정에 대한 연구

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음료 가공과 관련된 쌀 품종의 품질 특성을 바탕

으로 쌀 음료 제조기술 개발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쌀의 외관특성, 총전분, 저항전분, 아밀로스함량 등의 전분특

성, 시간에 따른 수분흡수율 변화, 수화 및 호화 과정에 따른 

경도 특성, 처리조건에 따른 당도, 환원당, 점도 등의 당화특

성을 조사하여 쌀 품종간의 품질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쌀은 아밀로오스 함량이 다른 5종의 품

종을 선택하였는데, 그 중 일품(Ilpumbyeo, Suwon, Korea), 삼
광(Samkwang, Suwon, Korea), 고아미4(Goami4, Suwon, Korea), 
도담(Dodamssal, Suwon, Korea)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

원에서 2016년에 재배 및 수확된 것이며, 태국쌀(Thairice, 
Thailand)은 2015년에 생산되어 2016년에 국내 수입된 쌀을 

이용하였다(Fig. 1). 국내에서 재배된 쌀은 정조를 받아 현미

기(Model SY88-TH, Ssangyoung Ltd., Korea)를 이용하여 백미

(10분도미)로 도정하였고, 분석방법에 따라 가루시료가 필요

한 것은 분쇄기로 분쇄하여 100 메쉬 체로 걸러 일정크기의 

입자인 시료를 사용하였다.

2. 쌀의 외관특성
품종별 백미 외관 특성인 형태와 크기를 조사하기 위해 

Caliper(Model CD-15CP, Mitutoyo Corp., Japan)를 이용하여 

길이, 폭 및 두께를 측정하였고, 측정된 값으로 장폭비를 계

산하였다. 천립중은 일정 크기의 계산에 의해 장폭피를 완전

립 무게를 측정하여 천립중을 비교하였다.

3. 쌀의 전분특성(총 전분, 저항전분, 아밀로오스 함량)

품종별 쌀의 총 전분과 저항전분 함량은 Megazyme kit(K- 
TSTA, Megazyme International Ireland Ltd. Wicklow, Ireland)를 

구입하여 분석하였다. 시료 100 mg에 pancreatin α-amylase로 

37℃에서 16시간 반응 후 침전물에 2M KOH 용액을 첨가하

여 분산 및 용해시켰다. pH 3.8인 1.2 M sodium acetate buffer
와 amyloglucosidase을 첨가하여 50℃에서 30분 반응시킨 후 

가수분해된 glucose양에 따라 가용성 전분과 저항전분을 각

각 환산하였으며, 총 전분의 함량은 두 값을 더하여 계산하

였다. 
아밀로오스 함량은 Juliano(1985)의 비색정량법에 따라 분

석하였다. 분쇄시료 100 mg에 95% ethanol과 1 N sodium hy- 
droxide를 가하고, 100℃에서 호화시킨 후 냉각하였다. 이 호

화액에 1 N acetic acid와 2% I2-KI 용액을 첨가하여 정색반응

을 시킨 다음, 분광광도계(Evolution 500, Thermo, USA)를 이

용한 620 nm의 파장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4. 쌀의 시간에 따른 수분흡수율 변화
수분흡수율은 쌀 시료 2 g에 증류수 6 mL를 가하여 10, 20, 

30, 60, 90, 120분 동안 수침상태를 유지한 후 물을 제거하고, 
종이 타올로 표면수를 제거한 다음, 칭량하여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수침수의 온도는 가공수 온도로 가장 많이 이용

되는 15℃내외로 하였고, 수침시간 동안은 15℃로 유지되는 

항온기 안에서 수침을 유지하였다.

수분흡수율 (%) = 
수침 후 시료무게—수침 전 시료무게

 ×100
수침 전 시료무게

5. 가공처리 과정에 따른 쌀의 경도 비교
음료 가공 시 이루어지는 수화, 호화 과정에 따른 쌀 품종

별 경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데시케이터에 24시간 방치하

여 수분평형을 이룬 쌀, 1시간 수침 후 15분간 물빼기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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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r Length 
(mm)

Width
(mm)

Thickness
(mm) Length/width Thousand grains

weight (g)
Ilpumbyeo 4.83±0.11b 2.85±0.12a 2.01±0.08a 1.70±0.09b 19.90±0.06b

Samkwang 4.83±0.10b 2.78±0.15b 1.98±0.08a 1.74±0.08b 19.31±0.02c

Goami4 4.87±0.13b 2.88±0.13a 1.77±0.09b 1.70±0.09b 15.85±0.16e

Dodamssal 4.92±0.10b 2.86±0.13a 1.99±0.10a 1.72±0.09b 18.91±0.11d

Thairice 7.51±0.24a 2.14±0.10c 1.77±0.10b 3.52±0.21a 20.82±0.06a

1) All values are mean±S.D. (n=3).
2) 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mall letter(a~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1. Grain size and weight of rice cultivars

얻은 불린 쌀, 불린 후 쌀 무게의 120%(w/w) 물을 추가하여 

20분간 가열 후, 10분간 뜸을 들여 취반한 밥의 경도를 측정

하였다. 쌀과 밥알의 크기가 중간이고, 모양이 뭉개지거나 온

전하지 않은 것은 제외시켰고, 모양이 바른 것을 골라 핀셋으

로 옮겨 분석하였다. 경도 측정은 Texture analyzer(Zwick Roell, 
Ulm, Germany)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조건은 pre-test speed 2 
mm/s, post-test speed 2 mm/s, strain 40%, probe diameter 4 mm
의 조건으로 경도(hardness)를 측정하였다. 

6. 품종 및가공방법을 달리한 쌀음료베이스 제조및 품
질특성 분석

일품, 삼광, 고아미4, 도담 및 태국쌀 이상 5종의 쌀을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세척한 후 쌀 부피 2배 분량의 물에 1시간 

수침하였다. 수침 후 15분 이상 물빼기를 한 쌀에 기존 생

쌀무게 기준의 100% 물을 가하여 전기보온밥솥(SCJ-550S, 
SHNL, Seoul, Korea)으로 취사하여 고두밥을 얻었으며, 다음 

두 가지 방법에 의한 당화과정을 수행하였다. 즉, 고두밥에 

생쌀무게 기준의 200% 물을 가하여 처리 Ⅰ은 분쇄과정 없

이 바로 당화시켰고, 처리 Ⅱ는 가정용 분쇄기(SFM-555SP, 
SHNL, Seoul, Korea)로 10초 동안 3회 분쇄(거친 죽 정도)하
여 당화시켰다. 당화는 α-amylase(Tenmamyl 120 L, Type L, 
Novozymes, Bagsværd, Denmark)를 생쌀무게 기준의 0.2%(w/v)
를 가하여 100℃ 항온수조에서 1시간 동안 실시하여 쌀음료

베이스 시료를 얻었고, 실온으로 식혀 품질 특성을 분석하

였다.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당도계(PAL-3, ATAGO, Tokyo, Japan)

를 이용하였고, 환원당은 희석한 시료용액 1 mL에 DNS(3,5- 
dinitrosalicylic acid)시약 1 mL를 넣고 끓는 수욕에서 5분 반

응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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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도는 각 시료의 점도차이에 따라 측정 가능한 spindle 
즉, 삼광은 No. 62, 태국쌀은 No. 63, 일품, 도담, 고아미4는 

No. 64를 사용하여 점도계(DV-Ⅱ+Pro, Brookfield, Middleboro, 

MA, USA)로 측정하였다. 점도의 품종별 유의성은 각기 다른 

spindle 사용으로 수행하지 않고, 가공방법에 따른 유의성만 

살펴보았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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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의 외관 특성
쌀음료베이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품종별 일품, 삼광, 고아

미4, 도담 및 태국쌀의 외관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1에
서 보는 바와 같았다. 외관특성 중 길이는 태국쌀이 7.51 mm
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으로 도담이 4.92 mm로 약간 길었으

며, 나머지 품종은 4.83~4.87 mm 수준이었다. 너비는 고아미4
가 2.88 mm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태국쌀이 2.14 mm로 가장 

얇았다. 두께는 일품이 2.01 mm로 가장 두꺼웠으며, 장폭비

는 태국쌀이 다른 품종에 비해 대체로 가늘고 긴 형태(장폭

비 3.52)로 가장 높은 특성을 보였고, 일품, 삼광, 고아미4 및 

도담 등은 1.70, 1.74, 1.70 및 1.72로 비슷한 장폭 비율을 나타

내어 쌀알이 둥근 형태였다(Fig. 1, Table 1). 쌀의 천립에 해

당하는 낟알의 무게를 표시하는 천립중은 태국쌀이 20.82 g
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품이 19.90 g, 삼광이 19.31 
g, 도담이 18.91 g, 고마이4가 15.85 g 순으로 품종별로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다.

2. 쌀의 전분 특성(총 전분, 저항전분, 아밀로오스 함량)
쌀음료베이스 제조를 위한 전분 특성을 알아보고자 총 전

분, 저항전분 및 아밀로스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에 



Vol. 30, No. 6(2017) 음료가공을 위한 쌀 품종별 품질 특성 비교 1263

Cultivar Total starch
(%, w/w)

Resistant starch
(%, w/w)

Amylose contents
(%, w/w)

Ilpumbyeo 84.90±0.97a  0.33±0.03d 20.35±0.06c

Samkwang 83.63±2.24ab  0.35±0.04d 20.90±0.50c

Goami 4 81.17±0.33b 17.63±0.12a 39.80±4.00a

Dodamssal 85.28±0.74a 10.16±0.25b 43.10±0.11a

Thai rice 83.89±1.89ab  0.88±0.03c 31.98±0.16b

1) All values are mean±S.D. (n=3).
2) 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mall letter(a~d)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2. Amylose and total starch contents of rice cultivars

Fig. 2. Water absorption of rice cultivars according to 
soaking times.

나타내었다. 총 전분은 일품과 도담이 각각 85.28% 및 84.90%
이었고, 삼광과 태국쌀이 각각 83.63% 및 83.89%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고아미4가 81.17%로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 Yoon 등(2013)은 쌀 품종별 총 전분 함량은 일품과 고

아미4가 82.7%, 고아미2와 고아미3가 84.0%로 유의적인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Lee 등(2010)은 백미의 

총 전분 함량은 90.0~92.0%로 보고하여 본 실험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쌀 품종과 도정도, 영양성분, 분석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저항전분(Resistant Starch: RS)은 난소화성 탄수화물로 식

이섬유와 유사한 기능성 물질이며(Oh 등 2000), 쌀에는 저항

전분 함량이 미미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Lee & Shin 2005). 
쌀 품종별 저항전분을 분석한 결과, Table 2에서 보듯이 고아

미4가 17.63%, 도담이 10.16%로 다른 품종(0.33~0.88%)에 비

해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Yoon 등(2013)은 고아밀로스 품

종별 저항전분 함량을 측정한 결과, 고아미4가 13.69%로 가

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Sim 등(2015)의 연구에서 쌀 품

종별 저항전분 함량은 백미의 경우 1% 미만이었으나, 도담은 

12.39%로 높은 함량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 보

고와 본 실험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수치에는 차이가 있지

만, 고아미4와 도담의 저항전분 함량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분의 아밀로스 함량은 고아미4와 도담이 각각 

39.80% 및 43.10%로 일품(20.35%)과 삼광(20.90%)에 비해 높

게 나타났다. Yoon 등(2012)은 일품의 아밀로스 함량이 18.10%
로 보고하였고, Sim 등(2015)은 도담쌀이 38.71%로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전분의 아밀로스 함량은 호화특성에 영향을 주며, 함량이 

낮을수록 호화가 쉬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tzgerald 등 

2003; Yoon 등 2012). 또한, Shin 등(2016)은 이러한 호화특성

은 쌀 음료베이스 제조 시 가공적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측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고아미4와 도담 등과 같이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품종은 쌀 음료가공 시 호화가 어려우므로, 당의 

함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공방법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분특성을 실험결과에서 저항전분은 아밀로스 

함량과 정의 상관성을 가지며(Zhu 등 2011), 쌀의 아밀로스 

함량이 높을수록 저항전분의 함량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

는데,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쌀의 시간에 따른 수분흡수율 변화
수분흡수율은 음료가공 시 쌀 원료의 수침과정을 통한 쌀 

품종별 최적 침지시간을 확인하는 것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

나면 수분흡수속도는 평형상태에 도달한다. 즉, 수화과정은 

쌀을 수침하면 수분이 배아부분을 통해 우선 침투되어 중앙

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30~60분 사

이에 내부에 침투한 수분이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다(Horign 
등 2006). 쌀 품종별 수침처리 온도를 15℃로 하여 시간별 수

분흡수 양상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에서 보듯이 초기 30분 

동안 수분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졌고, 60분 전후에는 변화가 

적고 완만한 수분흡수율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특히, 아밀로

스 함량이 높은 고아미4의 경우, 90분에 48.23%로 최대치에 

가까웠으며, 다른 품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 외 

품종들은 60분이 지나면서 평행상태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쌀 품종별 차이는 Shin 등
(2016)이 보고한 가공쌀을 수침처리 온도 25℃로 하여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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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r Dry rice (g) Wet rice (g) Boiling rice (g)

Ilpumbyeo 13,161.7±1,475.7b 1,183.2±104.4b  70.8±13.1d

Samkwang 13,030.0±1,694.7b 1,210.4±129.2b  57.3±11.6e

Goami 4 14,056.0±1,619.3a 804.8±58.7c 136.3±18.9b

Dodamssal 14,226.5±1,595.6a 1,217.8±138.5b 148.9±25.5a

Thai rice 11,262.8±1,395.6c 1,330.0±156.4a 110.7±15.4c

1) All values are mean±S.D. (n=3).
2) 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mall letter(a~d)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3. Hardness of rice according to grain condition and cultivars during beverage processing

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품종별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와 일

치하였으나, 수치의 차이는 있었는데, 이는 수침처리 온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Chiang & Yeh 2002). 따라서, 쌀음

료 개발에 있어서 쌀의 수분흡수율은 품종, 외관특성, 저장기

간, 전분 손상도, 수침온도 및 시간 등이 가공적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Hatcher 등 2002; Han & Koh 2012).

4. 가공처리 과정에 따른 쌀의 경도 비교
음료 가공 시 이루어지는 수화, 호화 과정에 따른 쌀 품종

별 경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가공처리에 

따라 건조쌀, 습식쌀 및 취반밥의 경도를 측정한 결과, 건조

쌀은 고아미4와 도담이 경도가 가장 높아 단단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일품과 삼광은 비슷한 수준이었고, 태국쌀이 가장 

낮았다. 습식쌀은 수화관련 특성으로 건조쌀에 비해 경도가 

낮아졌는데, 특히 고아미4가 804.80 g으로 다른 품종(1,180.20 
g~1,330.00 g)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앞

서 결과의 고아미4가 수분흡수율이 가장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취반밥의 경도는 쌀 품종별 아밀로스 

함량에 따라 유의적으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으며(p<0.05),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도담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고아미4, 태국쌀, 일품 및 삼광 순으로 나타났다. 이
는 아밀로스 함량이 높으면 호화가 잘 이루어지 않기 때문에, 
다른 품종에 비해 경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Yu 등(2010)의 연구에서 쌀이 호화된 밥의 경도는 아밀로오

스 함량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Kim 등
(2005)은 쌀 품종별 밥의 경도는 쌀의 성분과 취반조건 등에 

따라 품종 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품종 및가공방법을 달리한 쌀음료베이스 제조및 품
질 특성 분석

쌀음료베이스를 제조하기 위해 품종별 가공방법에 따라 

처리 Ⅰ(밥알 그대로 당화처리), 처리 II(밥알을 분쇄하여 당

화처리)로 하여 당도, 환원당, 점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
에 나타내었다. 당도를 측정한 결과, 처리 Ⅰ은 아밀로오스 

함량이 높은 고아미4와 도담이 당화과정이 개선됨에 따라 당

도가 가장 낮았고, 삼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당화처리 방

법에 따라 당도의 차이를 보였는데, 처리 Ⅰ보다는 처리 II가 

쌀 품종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Lee 등
(1997)은 쌀 45개 품종을 대상으로 식혜를 제조 시 당도를 측

정한 결과, 쌀 품종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한 보고와 본 실험

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환원당은 쌀음료베이스 제조 시 당화과정에서 전분효소에 

의해 유리되는 것으로 당이 분해하는 정도가 낮으면 환원당 

함량이 높으며, 식품의 감미 또는 풍미 등에 영향을 주는 중

요한 성분 중의 하나이다(Shin 등 2001). 당화과정에 따른 환

원당은 처리 Ⅰ의 경우, 도담이 4.80 mg/mL로 가장 낮았고, 
삼광이 11.50 mg/mL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처리 

II의 경우도 고아미4를 제외한 모든 품종에서 처리 Ⅰ에 비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환원당 함량의 차

이는 쌀 품종별로 전분효소에 의해 생성되는 당류와 전분구

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당화처리방법에 따라 밥알 그

대로 보다는 분쇄하여 당화시켜 전분의 표면적이 더 넓어 환

원당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Shin 등 2016).
점도는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당화처리 방법에 따라 

쌀 품종별 특성인 아밀로스 함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처리 Ⅰ의 경우, 삼광은 너무 묽어 측정이 어려웠으며, 아밀

로오스 함량이 높은 고아미와 도담이 각각 15,853.00 cP 및 

15,590.00 cP로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당화처리 방법에 따라 밥알을 분쇄하여 당화처리한 처리 II
가 밥알 그대로 당화처리한 처리 Ⅰ에 비해 점도가 더 증가되

었다. 특히, 처리 II의 경우, 도담은 당화과정에 의해 점도가 너

무 높아져 측정하기가 곤란하였다. 따라서, 당화처리 방법은 

용도에 맞게 제조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쌀 품종 중 고

아미4와 도담은 처리 Ⅱ에 의해 점도 촉진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증점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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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r Treatment Ⅰ Treatment Ⅱ t value

Sugar
(°Bx.)

Ilpumbyeo 16.40±0.4b1) 18.30±0.4b －11.221***

Samkwang 17.70±1.4a 19.50±0.5a －3.671**

Goami 4  6.70±0.0d 10.80±0.4d －28.822***

Dodamssal  9.40±0.4c 12.00±1.1c －6.411***

Thai rice 17.10±0.9ab 18.10±0.6b －2.834*

Reducing sugar
(mg/mL)

Ilpumbyeo  8.70±1.8ab 11.10±1.4b -

Samkwang 11.50±2.0a 14.40±1.5a -

Goami 4  7.10±1.4bc 6.10±1.2c -

Dodamssal  4.80±1.2c 5.90±1.3c -

Thai rice 11.30±1.8a 12.50±2.7ab -

Viscosity
(cP)

Ilpumbyeo 2,739.00±35b 11,038.00±38b －414.950***

Samkwang N.D (under) 6,779.00±104c -

Goami 4 15,853.00±1,814a 56,992.00±1,656a －29.005***

Dodamssal 15,590.00±1,897a N.D (over) -

Thai rice  2,100.00±274b 5,339.00±418c －20.446***

1) Saccharificaion treatment methods: Ttreatment Ⅰ(rice shape), Treatment Ⅱ(grinding rice shape).
2) All values are mean±S.D. (n=3, * p<0.05, ** p<0.01, *** p<0.001).
3) 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mall letter(a~d)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4. Comparison of sugar content, reducing sugar and viscosity of rice-beverage base according to raw material 
processing method and cultivars

요약 및 결론

쌀을 원료로 한 음료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품종별 외관특성, 전분특성, 수분흡수율, 경도특성, 당화특성 

등의 쌀 품종간의 품질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시료로 사

용된 쌀은 일품, 삼광, 고아미4, 도담 및 태국쌀 등 5가지 품

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외관특성을 측정한 결과, 태국쌀은 가

늘고 길며, 고아미4는 작고 가벼웠으며, 그 외 품종은 쌀알이 

둥근 형태로 비슷하였다. 쌀의 전분특성을 측정한 결과, 저항

전분은 고아미4가 17.63%, 도담이 10.16%로 다른 품종에 비

해 높았다. 아밀로스 함량은 고아미4와 도담이 각각 39.80% 
및 43.10%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쌀의 시간에 따른 수

분흡수율은 초기 30분 동안 수분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졌고, 
60분 전후에는 변화가 적고 완만하였으며, 고아미4는 수분흡

수율이 매우 높았다. 가공방법에 따라 건조쌀, 습식쌀 및 취

반밥의 경도를 측정한 결과, 건조쌀은 고아미4와 도담이 가

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일품과 삼광은 비슷한 수준이었

다. 습식쌀은 건조쌀에 비해 경도가 낮아졌으며, 고아미4가 

가장 낮았다. 취반밥은 쌀 품종별 아밀로스 함량에 따라 유의

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도담이 가장 높았다(p<0.05). 당
화처리에 따라 처리 Ⅰ(밥알 그대로 처리), 처리 II(밥알을 분

쇄하여 처리)의 품질을 측정한 결과, 처리 Ⅰ보다는 처리 II가 

쌀 품종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환원당은 

처리 Ⅰ의 경우, 도담이 가장 낮았고 삼광이 가장 높았으며, 
처리 II의 경우도 고아미4를 제외한 모든 품종에서 처리 Ⅰ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점도는 쌀 품종별 아밀로스 함량에 따

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처리 II가 처리 Ⅰ에 비해 점도가 더 

증가되었다. 따라서, 쌀 품종 중 고아미4와 도담은 쌀 음료 

제조 시 증점제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쌀을 원료

로 하는 음료개발 시 쌀 품종별 특성과 수화, 호화 및 당화과

정에서 영향을 주는 인자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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