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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반기의 가열 방식별 취반미의 특성 비교 분석

김 상 숙․†정 혜 영*

한국식품연구원 감각인지연구단, *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Quality Comparison of Rice Cooked on Heat Plate, Induction Heat, and Heat Plate with Pressure

Sang Sook Kim and †Hae Young Chung*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Seongnam 13539, Korea
*Dept. of Food and Nutrition, Gachon University, Seongnam 13120, Korea

Abstract

The qualities of rice cooked on heat plate, induction heat and heat plate with pressure, were investigated. The weight, 
volume, water soluble index (WSI), hydration by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d gelatinization by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as well as the consumer acceptability of cooked rice were analyzed. The weight, volume 
and WSI of rice cooked on heat plate with pressure were higher than those of rice cooked on heat plate and induction 
heat. The rice cooked on heat plate with pressure also showed higher degree of hydration and gelatinization, and lower 
degree of enthalpy of gelatinization than the rice cooked on heat plate and induction heat for 5~15 min. The consumer 
acceptability revealed that the odor, appearance, taste, texture and overall acceptance of rice cooked on induction heat were 
better than those of rice cooked on heat plate and heat plate with pressure. During storage in a cooker for 0~12 h, there 
was a decrease in the consumer acceptability of cooked rice. Overall results indicate that the qualities of rice cooked on 
induction heat and heat plate with pressure were higher than those of rice cooked on heat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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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에서 쌀은 주로 주식인 밥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

며(Choi 등 2011), 밥을 빼놓고 한국인의 식탁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면류나 제빵류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

지만, 밥은 여전히 명실상부한 한국인의 주식 위치를 굳건

히 지키고 있다. 이러한 밥은 쌀의 품질에서 나온다. 쌀의 품

질을 높이기 위해 각 자치단체마다 고장의 명예를 걸고 지

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브랜드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
지만 밥의 맛은 쌀의 품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장기간, 
취반량, 취반기의 종류, 가열량, 가수량 및 열 매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Cho 등 1980, Kim 등 1983, Juliano 1985, Kim 
등 1986, Park 등 1987, Min 등 1992, Kim 등 1995). 특히 취반 

시 가수량과 열의 전달 매체는 밥의 품질 증가에 중요한 요인

이 되며, 이는 곧 취반기에 따른 가열방식에 따라 밥의 식미

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취반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Hwangbo 등 1975, Kim & 

Kim 1986, Kim MH 1992, Lee 등 1993, Kim & Kim 1996, Kim 
등 1996, Park 등 1997a, Park 등 1997b, Kim 등 2000)에서 수분

함량별 취반한 밥의 노화 속도 비교 분석 결과, 경도는 수분

함량이 높을수록 작아졌고, 노화 속도는 수분 함량에 관계없

이 4℃보다 20℃와 30℃에서 약 1.41배와 약 1.90배 늦었다

(Kim 등 1996). 압력솥 및 전기솥 취반미의 관능 특성 실험에

서 효소소화법에 의한 호화도 측정 시 압력솥 취반미가 전기

솥 취반미보다 높은 호화도를 나타내었다(Kim & Kim 1986). 
전기밥솥을 사용하여 쌀밥 취반 시 취반용량이 증가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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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적 가수율은 감소되었으며(Min 등 1992), 쌀의 침지조건

이 밥의 조직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침지온도별 쌀의 수분흡

수는 23℃에서 초기 30분 안에 수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 

후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4℃에서는 계속적으로 수화가 일어

난 것으로 조사되었다(Kim MH 1992).
본 연구에서는 밥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열판, IH(Induction 

Heat) 및 압력 밥솥의 취반기별 취반미의 이화학적 특성으로 

무게, 부피 및 수분용해도지수(Water Soluble Index, WSI)의 

변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용한 시료의 미세구조 및 시차주사열량계(Differential Scan- 
ning Calorimetry, DSC)에 의한 상변이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

다. 또한, 밥의 보온 시간에 따른 소비자 기호도 조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취반 profile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쌀은 2005년산 경기 추청미를 진공필

름에 의해 포장되어 2℃에서 저온 저장된 저장미를 사용하였

으며, 실험에 사용 시 900 g 정도로 폴리에틸렌 백에 밀봉하

여 냉장 보관하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취반
쌀은 수압세미기(PR-7J, Aiho, Co. Ltd., Toyokawa, Japan)에 

일정하게 수세하여 열판 밥솥(SJ-1001, Samsung, Seoul, Korea), 
IH(Induction Heat) 밥솥(NH-AH18K, Zojirushi, Tokyo, Japan) 
및 압력 밥솥(NPC-180G, 압력 1.4 kgf/cm2, Zojirushi, Tokyo, 
Japan)에 제조사의 사용법에 따라 각각 최적 가수율인 1.45, 
1.3 및 1.2배의 물을 가하여 사용하였다(Kim 등 1986, Min 등 

1992). 각 가열 방식별 취반기의 취반 후 5분 간격으로 5, 10, 
15, 20, 25, 30, 35, 40 및 45분에 시료를 채취하였고, 시료 채

취의 위치는 밥솥의 좌우와 중앙을 기준으로 겉, 중간 및 바

닥부분을 채취하였다. 압력 밥솥의 경우, 취반 소요시간이 37
분으로 다른 밥솥에 비해 짧은 관계로 40분까지 취반 후 시

료를 채취하였고, 열판 밥솥의 경우, 취반은 30분에 종료되었

지만, 뜸들이기 시간인 15분을 포함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는 약 30 g씩 채취하였으며, 취반시간 5분에서 25분까지

의 채취된 취반 시료는 물기를 제거한 후, 폴리에틸렌 봉지에 

밀봉하여 －20℃냉동고(Super Cool CF-1022D, Samsung, Seoul, 
Korea)에 저장하였다. 그 후 취반된 30분에서 45분까지의 시

료들은 열기가 있어, 약 10분여 정도 폴리에틸렌 백에 담아 

밀봉하지 않은 채로 상온에서 방냉 후 －20℃ 냉동 저장하

였다.

3. 무게, 부피및수분용해도지수(Water Solubility Index, 
WSI) 측정

취반기별 각 취반시간에 따라 채취한 시료는 AACC 방법

(2000)에 의해 부피를 측정하였다. 취반시료의 수분용해도지

수(Water Soluble Index, WSI)는 Anderson(1982)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즉, 취반수 50 mL를 원심분리 튜브에 넣고, 분산

시킨 후, 흔들어 주면서 30℃에서 30분간 방치한 다음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상등액은 미리 항량을 구

한 수분정량 수기에 담아 105℃에서 건조기(VS-1202D3N, 
Vision, Seoul, Korea)를 이용하여 하룻밤 건조하였으며, 건조 

후 남은 고형분량을 측정하여 시료에 대한 백분율로서 수분

용해도지수(WSI)를 산출하였다. 취반시간이 길어질수록 압력 

밥솥은 20분 취반 시, 열판 밥솥은 25분 취반 시, IH 밥솥은 

30분 취반 시 밥물의 양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며, 밥의 취

반수가 없을 경우인 취반 30분 이후에는 500 mL 비이커에 

취반시료 30 g을 넣고, 증류수 30 mL를 첨가한 후 약 30초 

정도 흔들어 취반수를 만들어 측정하였다.

4.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측정
취반기별 각 취반시간에 따라 채취한 시료의 미세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SEM S-2380, Hitachi, Tokyo, Japan)으로 조

사하였다. 취반시간에 따라 채취된 시료의 미세구조를 관찰

하기 위해 농도가 다른 에탄올을 이용하여 미세구조의 변형

을 최소화하도록 탈수하였다. 즉, 약 30 g의 시료에 2배량의 

50, 70, 80, 85, 90, 95 및 100%의 에탄올을 단계적으로 30분씩 

2회 침지한 후, 침지가 끝난 시료들은 다시 2-메틸-2-프로판올

에 30분 간격으로 2회 반복하여 침지하였다. 탈수된 시료는 

데시케이터에 저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끝난 시료는 
약 50초간 백금으로 도금(E-1010 10N sputter, Hitachi, Tokyo, 
Japan)한 후, 15 kV의 accelerator potential에서 SEM으로 500배 

확대하여 표면과 단면을 관찰하였다(Inoue & Osatake 1988).

5.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DSC) 측정
취반기별 각 취반시간에 따라 채취한 시료를 동결 건조하

여 준비한 시료의 수분함량은 grain crusher(Kett, Tokyo, Japan)
를 사용하여 분쇄한 다음 AOAC 방법(1995)에 의해 건조기

(VS-1202D3N, Vision, Seoul, Korea)를 사용하여 105℃로 건조

시켜 측정하였다.
시료의 상전이 특성은 Thermal Analysis Data Station(Nor- 

walk, Conn., USA)이 연결된 시차주사열량계(DSC, Perkin- 
Elmer, Norwalk, CT., USA)를 사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DSC는 indium metal에 의해 보정하였고, 시료의 비열의 균형

을 위해 증류수를 넣은 stainless steel 팬을 사용하였다. 건조

된 시료를 통하여 측정한 수분함량을 기준으로 건조된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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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1,2) Heat plate Induction heat Heat plate with pressure
Weight (g)*** Volume (mL)*** Weight (g)*** Volume (mL)*** Weight (g)*** Volume (mL)***

 5 min 2.29c 1.50d 2.27e 1.50f 2.28e 1.83c

10 min 2.28c 1.50d 2.24e 1.53f 2.39e 2.00c

15 min 2.89c 2.67c 2.33e 1.83ef 3.60d 3.33b 

20 min 5.61a 3.33b 2.79d 2.00e 5.04b 3.33b 
25 min 4.37b 3.33b 3.14c 2.50d 4.42c 3.50b

30 min 5.73a 5.17a 5.48b 3.50c 5.38b 4.83a 
35 min 5.76a 4.83a 5.17b 3.83b 6.14a 5.00a

40 min 6.06a 5.00a 5.46b 4.33a 6.09a 5.00a

45 min 6.11a 5.00a 6.03a 4.50a - -
1) Mean values of three replications.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 Significant at p<0.001.

Table 1. Changes in weight and volume of rice cooked on heat plate, induction heat, and heat plate with pressure for 
5, 10, 15, 20, 25, 30, 35, 40 and 45 min

와 증류수 비율이 1:2(dry weight basis)가 되게 하여, 약 10 mg
을 stainless steel 팬에 취하였다. DSC를 작동하기 전에 시료 

팬을 2시간 동안 상온에서 방치하였으며, 시료는 10℃/min 속
도로 30℃에서 130℃까지 가열하였다. DSC thermogram에 의

해 시료 상변화에 흡수된 열량(엔탈피, ⊿H, cal/g), 초기온도

(To), 종료온도(Tc) 및 최고온도 (Tp)를 Lund(1987)에 의해 기

술된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6. 소비자 검사
취반기의 가열방식별 밥의 소비자 검사에 참여한 소비자

들은 본 검사에 참여할 의사 및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연령 20~60대 주부 총 120명이

었다. 소비자의 기호도 검사는 패널들 간의 상호작용을 최소

화하기 위해 칸막이가 설치된 booth에서 수행하였다. 소비자 

기호도 검사를 위해 모든 시료는 상온에서 1시간 식혀서 밥

의 온도 28℃에서 아이스크림 주걱(60 mm diameter, Saejang 
Co., Seoul, Korea)을 사용하여 40 g씩 흰 사기그릇(90 mm 
diameter×40 mm depth)에 담아 뚜껑을 닫은 다음 소비자에게 

제시하였다. 검사시료 간에 잔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 크
래커 및 뱉는 컵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각 시료의 용기에는 

난수표를 이용하여 추출된 숫자를 기입하였으며, 시료 제시

순서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랜덤화 완전 블록 실험계획

법(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을 적용하였다(Kim 등 

1993). 기호도 관능검사 항목으로는 향(odor), 외관(appearance), 
맛(taste), 조직감(texture) 및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 
총 5개 항목이었으며, 특성강도는 윤기(shininess), 색의 정도

(color intensity), 밥 특유의 향(characteristic rice odor), 밥 특유

의 맛(characteristic rice taste), 밥알 표면의 거칠음(roughness 

of rice surface), 경도(hardness) 및 찰기(stickiness) 등 총 7개 항

목이었다. 모든 기호도 특성은 9점 항목척도(1=대단히 싫다, 
5=보통, 9=대단히 좋다), 특성강도는 7점 항목척도(1=대단히 

낮음 혹은 옅은, 4=보통 정도, 7=대단히 높음 혹은 진한)를 

사용하였다.

7. 통계
본 실험은 3회 반복 실험하였으며, 각 분석 항목에서 시

료 간 차이검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 9.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시료 간 차이가 있는 특성의 경우, 
SNK(Student Newman Keul)의 다중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각 

시료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소비자 기호도와 특성강도 변

화는 Xlstat software(Xlstat User's Guide, Paris, France)를 사

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취반기의가열방식별취반중밥의무게, 부피및 WSI 
특성 분석

열판, IH(Induction Heat) 및 압력 밥솥 취반기의 가열방식

에 따른 취반 중 시간대별 밥의 무게와 부피 변화는 Table 1
에 나타나 있다. 취반 후 10분까지 열판 밥솥과 IH 밥솥은 밥

의 무게나 부피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압력 밥솥 밥의 경우, 
다른 밥솥의 밥보다 시간대별 무게와 부피가 크게 증가하였

으나, 30분 이후부터 거의 일정하게 부피를 유지하였다(p< 
0.001). 열판 밥솥의 밥알 부피는 20분경 크게 증가하면서 압

력 밥솥의 밥알 부피와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IH 
밥솥 밥의 경우, 취반 시작부터 무게와 부피의 증가가 일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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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1,2) Heat plate Induction heat*** Heat plate with pressure
30 min 0.79 0.58b 0.92
35 min 0.79 0.68b 0.97
40 min 0.82 0.99a 0.91
45 min 0.80 0.98a -

1) Mean values of three replications.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 Significant at p<0.001.

Table 3. Changes in water soluble index(WSI) of rice cooked on heat plate, induction heat, and heat plate with pressure 
for 30, 35, 40 and 45 min

Characteristics1,2) Heat plate*** Induction heat*** Heat plate with pressure***

 5 min 0.17c 0.12c 0.10c

10 min 0.32b 0.18b 0.23b

15 min 1.20a 0.24a 0.84a

1) Mean values of three replications.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 Significant at p<0.001.

Table 2. Changes in water soluble index(WSI) of rice cooked on heat plate, induction heat, and heat plate with pressure 
for 5, 10 and 15 min

였으며, 종료까지 무게나 부피의 증가가 다른 밥솥보다는 다

소 낮았다(p<0.001). 밥알의 무게 변화 또한 열판 밥솥과 압력 

밥솥은 서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5분에서 15분까지의 취반기의 가열방식에 따른 취반 중 

시간대별 시료의 WSI를 조사한 분석 결과는 Table 2에 나타

나 있다. 취반 초기 5분에 각 취반기의 시료들은 비슷한 WSI 
값을 유지하였으나, 10분 후 부터 열판 밥솥이 크게 증가하였

고, 압력 밥솥이 그 다음으로 증가하였다. IH 밥솥의 경우, 일
정하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열판 밥솥과 압력 밥솥에 비하면 

그 증가량이 적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무게와 부피 변화에서 

보여주었던 경향과 매우 유사하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밥

의 무게와 부피는 10~15분 사이에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으

나, 반면에 WSI 값에서는 5~10분 사이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

타내었다(p<0.001).
30분에서 45분까지의 취반 시 30분에서 압력, 열판 및 IH 

밥솥의 순서로 시료의 WSI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열판 밥솥

의 경우, 30분 이후(뜸들이기) 시간부터의 WSI 값은 큰 차이

를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 압력 밥솥은 열판 밥솥보다 시료의 

WSI 값이 높게 나타나긴 하였지만, 열판 밥솥과 마찬가지로 

종료 시간까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IH 
밥솥의 경우, 30분에서 40분까지 일정하게 시료의 WSI 값이 

증가 하였으며, 취반 종료 10분전 IH 밥솥 밥의 WSI 값은 다

른 밥솥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p<0.001). 취반 종료 시 열판 

밥솥의 밥의 WSI 값이 가장 적었으며, 그 다음은 압력 밥솥, 
IH 밥솥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2. 취반기의 가열방식별 취반 중 밥의 미세구조 변화
열판, IH 및 압력 밥솥 취반기의 가열방식에 따라 취반 중 

5, 15, 25, 35, 및 45분 후 밥의 SEM의 미세구조를 관찰 하였

으며, 취반 시간대별 열판, IH 및 압력 밥솥 취반기의 밥의 

표면과 단면 미세구조는 Fig. 1~5에 나타나 있다. 취반 5분 

후 열판과 IH 밥솥의 밥 표면은 다각형의 모양을 뚜렷이 유

지하였으며, 단면의 경우 전분입자들이 층을 이루어 계단형 

모양으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압력 밥솥의 밥의 경

우, 취반 5분 후부터 단면의 전분 형태는 수화되어 전분의 크

기가 다소 커지며, 조직의 균열을 보이고 있어, 열판과 IH 밥
솥에 비해 취사 초기 단계부터 변화된 구조를 보여 주었다

(Fig. 1). 압력솥 및 전기솥 취반미 관능 특성 연구에서도 압

력솥 취반미가 전기솥 취반미보다 수화속도가 빨라 높은 호

화도를 보여주고 있었다(Kim & Kim 1986).
취반 이후 15분이 경과하면서 열판 밥솥과 IH 밥솥의 밥도 

압력 밥솥의 밥과 마찬가지로 점점 변화되면서, 표면의 다각

형 모양은 점점 사라지고, 단면의 전분이 수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앞서 보여준 쌀의 부피 증가(Table 1)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다(Fig. 2).
취반 이후 25분대에는 압력 밥솥의 밥은 다른 밥솥들의 

밥과는 달리 표면의 다각형 모양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단면의 경우, 층의 형태가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아 쌀의 호

화과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열판 밥솥의 

밥에서도 호화과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IH 밥
솥의 밥의 경우, 수화된 전분 알갱이의 모양이 크게 흐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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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in

Surface Section

Heat plate

Induction heat

Heat plate with pressure

Fig. 1.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rice cooked on 
heat plate, induction heat, and heat plate with pressure after 
5 min.

15 min

Surface Section

Heat plate

Induction heat

Heat plate with pressure

Fig. 2.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rice cooked on 
heat plate, induction heat, and heat plate with pressure after 
15 min.

지 않아, 다른 밥솥의 밥에 비해 호화과정이 늦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Fig. 3).
취반 이후 35분대 역시 25분대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

다(Fig. 4). 이러한 취반 시간대별 밥의 미세구조의 변화는 쌀

알의 부피 변화(Table 1)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

나 취반 45분 후 IH 밥솥의 밥에 비해 열판 밥솥의 밥의 미세

구조에서 전분입자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 5). 취반 종

료 부근에서 IH 밥솥의 밥의 경우, 열판 밥솥의 밥에 비해 전

분의 형태를 관찰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 분석에서 취반 

시간대별 밥의 미세구조의 변화는 취반기에 따라 전분층의 

변화 경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취반 초기에 압력 

밥솥의 경우,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수화 현상을 보여 주었

고, 취반 후기에는 IH 밥솥의 경우, 전분입자가 더 변형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Kim 등(2000)은 일반미를 10분간 취반하여 0, 3, 6 및 9분

의 밥시료의 단면을 SEM로 측정하였을 때, 취반 시간에 따라 

계단형의 전분층은 호화되어 전분 알갱이 모양이 흐트러진

다고 하였으며, 이는 취반 시간에 따라 전분이 수화되어 전분

층은 부드럽게 호화되는 본 실험 결과와 비슷하였다.

3. 취반기의 가열방식별 취반 중 밥의 DSC 측정
열판, IH 및 압력 밥솥 취반기의 가열방식에 따라 취반 중 

5, 15, 25, 35 및 45분 후 채취한 시료의 DSC 측정값은 Table 
4에 나타나 있다. 압력 밥솥의 시료 경우, 취반 종료시간이 

다른 취반기들과 달리 일찍 끝나기 때문에, 35분 시료까지만 

DSC 측정을 하였다. 각 취반기의 호화개시온도는 열판 밥솥

이 41.9~64.3℃, IH 밥솥이 41.4~76.9℃, 압력 밥솥이 44.8~ 
74.2℃에 걸쳐 있었고, 호화종료온도는 열판 밥솥이 56.3~78℃, 
IH 밥솥이 58.4~86.6℃, 압력 밥솥이 58.1~83.5℃에 걸쳐 나타

내고 있으며, 열판 밥솥의 경우, 49.5~69.6℃, IH 밥솥의 경우, 
50.5~82.8℃, 압력 밥솥의 경우, 51.4~82.8℃에서 시료의 호화 

peak가 나타났다. 각 취반기별로 취반 시간이 지날수록 압력 

밥솥의 호화엔탈피는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열
판과 IH 밥솥의 경우에는 호화엔탈피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과정에서 취반시간에 따라 채취된 시

료는 동결 건조하며, 각 취반기별 호화정도가 다른 상태에서 



Vol. 30, No. 3(2017) 취반기별 쌀밥의 특성 비교 469

25 min

Surface Section

Heat plate

Induction heat

Heat plate with pressure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rice cooked on 
heat plate, induction heat, and heat plate with pressure after 
25 min.

35 min

Surface Section

Heat plate

Induction heat

Heat plate with pressure

Fig. 4.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rice cooked on 
heat plate, induction heat, and heat plate with pressure after 
35 min.

45 min

Surface Section

Heat plate

Induction heat

Fig. 5.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rice cooked on 
heat plate and induction heat after 45 min.

시료가 동결 건조되는 동안 전분의 재결정이 이루어지고, 호
화정도에 따라 재결정 양상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되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감소

변화는 압력 밥솥의 밥이 가장 빠르면서도 크게 나타났으며, 
열판 밥솥과 IH 밥솥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연구(Park 등 1997a)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압력 

밥솥의 경우 취반 초기에 호화가 충분히 일어나는 것으로 보

여 주었으며, 취반 시간대별 SEM의 미세구조 변화에서 압력 

밥솥의 경우 취반 25분 후부터 전분들이 수화되어 전분의 단

면 형태가 다른 밥솥의 단면과는 다르게 흐트러진 형태를 보

여준 결과도 설명될 수 있었다.

4. 취반기의 가열방식별 밥의 보온 시간에 따른 소비자
검사

열판, IH 및 압력 밥솥 취반기의 가열방식별로 지은 밥의 

0, 6 및 12시간 보온에 따른 소비자 검사에서 기호도 향, 외
관, 맛, 조직감 및 전반적인 기호도 변화는 Table 5와 Fig. 6에 

나타나 있다. 모든 취반기의 밥은 보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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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1,2)
Heat plate Induction heat Heat plate with pressure

To***

(℃)
Tc***

(℃)
Tp***

(℃)
⊿H***

(cal/g)
To***

(℃)
Tc***

(℃)
Tp***

(℃)
⊿H***

(cal/g)
To***

(℃)
Tc***

(℃)
Tp***

(℃)
⊿H***

(cal/g)
 5 min 59.1b 73.0b 66.3b 3.14a 59.2d 72.8c 65.7c 3.72a 60.3b 72.9b 66.2b 3.66a

15 min 64.3a 78.0a 69.6a 2.28b 61.2c 74.2c 67.1c 3.47a 45.8c 58.4c 51.6c 0.85b

25 min 42.5d 56.3d 49.5d 0.52c 64.9b 80.0b 71.9b 2.14b 74.2a 83.5a 82.8a 0.72b

35 min 44.5c 58.4d 50.6d 0.86c 76.9a 86.6a 82.8a 0.49d 44.8c 58.1c 51.4c 0.58b

45 min 41.9d 60.7c 52.8c 1.13c 41.4e 58.4d 50.5d 1.29c - - - -
1) Mean values of three replications.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 Significant at p<0.001.
To; onset temperature, Tc; completion temperature, Tp; peak temperature, ⊿H; enthalpy.

Table 4. Degree of gelatinization of rice cooked on heat plate, induction heat, and heat plate with pressure for 5, 15, 
25, 35 and 45 min

Characteristics1,2)
0 h 6 h 12 h

Heat 
plate

Induction 
heat

Heat plate 
with pressure

Heat 
plate

Induction 
heat

Heat plate
with pressure

Heat 
plate

Induction
heat

Heat plate
with pressure

Odor*** 6.91b 7.54a 7.19ab 5.31c 5.56c 5.11c 5.18c 5.72c 5.14c

Appearance*** 6.71a 7.22a 6.82a 5.15bc 5.51b 4.42d 5.08bc 5.42b 4.82cd

Taste*** 6.55b 7.29a 6.74b 5.18cde 5.48c 4.63e 4.75e 5.39cd 4.88de

Texture*** 6.21b 6.98a 6.46b 4.68d 5.02cd 4.62d 4.68d 5.48c 5.03cd

Overall 
acceptance*** 6.26b 7.18a 6.58b 4.67d 5.11cd 4.53d 4.73cd 5.29c 4.87cd

1) Average values by 120 consumers (1=dislike extremely, 9=like extremely).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 Significant at p<0.001.

Table 5. Consumer acceptability of rice cooked on heat plate, induction heat, and heat plate with pressure during 0, 6 
and 12 hours of storage

Fig. 6. Consumer acceptability during storage of rice 
cooked on heat plate, induction heat, and heat plate with 
pressure.

반적인 기호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취반미의 보온 시간

이 길어짐에 따라 밥의 윤기, 촉촉함, 부착성 및 단향미는 감

소하였고, 갈변과 이취는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Lee 등 1993). 취반 직후 0, 6 및 12시간 모든 보온 시간에서 

IH 밥솥의 밥이 향, 외관, 맛, 조직감 및 전반적인 기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압력 밥솥의 밥이 열판 밥솥

의 밥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p<0.001).
취반기의 가열방식별 지은 밥의 보온 시간에 따른 소비자 

특성강도 검사에서 윤기, 색, 밥 특유의 향, 밥 특유의 맛, 밥
알 표면의 거칠음, 경도 및 찰기 등 변화는 Table 6과 Fig. 7에 

나타나 있다. 밥의 특성강도 면에서 취반 직후 IH 밥솥의 밥

이 윤기, 밥 특유의 향 및 밥 특유의 맛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p<0.001). 압력 밥솥의 경우, 열판 밥솥보다 윤기, 색, 밥 특유

의 향, 밥 특유의 맛, 경도 및 찰기는 높게 나타났고, 표면의 

거칠음은 낮게 나타났다. 보온 6시간 후, 압력 밥솥의 밥이 

열판 밥솥과 IH 밥솥의 밥보다 색, 밥 특유의 향, 표면의 거

칠음 및 경도는 높게 나타났고, 윤기는 낮게 나타났다(p< 
0.001). 보온 12시간 후, IH 밥솥의 경우 밥이 윤기와 찰기는 

가장 높았고, 표면의 거칠음은 가장 낮았으며, 압력 밥솥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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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1,2)
0 h 6 h 12 h

Heat 
plate

Induction 
heat

Heat plate 
with pressure

Heat 
plate

Induction 
heat

Heat plate 
with pressure

Heat 
plate

Induction 
heat

Heat plate 
with pressure

Shininess*** 4.35b 5.12a 4.89a 2.50cd 2.36cd 2.15d 2.62cd 2.99c 2.92c

Color intensity*** 3.06ed 2.80e 3.58cd 3.47cd 3.62cd 4.25b 3.46cd 3.90bc 4.82a

Characteristic 
rice odor*** 4.04b 4.68a 4.63a 3.06c 2.85c 3.15c 3.22c 3.01c 3.23c

Characteristic 
rice taste*** 3.94b 4.65a 4.56a 3.10c 2.77c 3.06c 3.10c 3.18c 3.33c

Roughness 
rice surface*** 3.65bc 2.69d 3.31c 4.24ab 4.28ab 4.82a 4.40ab 3.99b 4.19ab

Hardness*** 3.83bc 4.40ab 4.78a 3.64bc 3.94bc 4.21ab 3.24c 4.00abc 4.14ab

Stickiness*** 4.36b 5.14a 5.50a 3.04c 2.93c 2.93c 3.12c 3.58c 3.51c

1) Average values by 120 consumers (1=weak, 7=strong).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 Significant at p<0.001.

Table 6. Sensory descriptive analysis by consumer of rice cooked on heat plate, induction heat, and heat plate with pressure 
during 0, 6 and 12 hours of storage

Fig. 7. Sensory profiles by consumer during storage of 
rice cooked on heat plate, induction heat, and heat plate 
with pressure.

의 경우, 색의 강도, 밥 특유의 향, 밥 특유의 맛 및 경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p<0.001). 압력솥 및 전기솥 취반미 품

질 비교에서도 전기솥 취반미가 압력솥 취반미보다 윤기, 밥
의 덩어리 정도, 견고성 및 부착성이 낮게 조사되었다(Kim & 
Kim 198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취반을 위하여 열판, IH 및 압력 

밥솥 취반기의 가열방식에 따른 취반 중 시간대별 취반미의 

물리적 특성,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한 시료의 미세구

조, 시차주사열량계(DSC)에 의한 상변이 특성 및 밥의 보온 

시간에 따른 소비자 검사를 비교 분석하였다. 취반 초기에 압

력 밥솥 밥의 부피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IH 밥솥 밥의 부

피 변화는 꾸준히 증가하였다(p<0.001). 시간이 경과할수록 

압력 밥솥과 열판 밥솥 밥의 무게와 부피 변화는 서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SEM으로 조사한 미세구조에서 취반 시

간대별 밥의 미세구조의 변화는 각각 취반기에 따라 전분층

의 변화 경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취반 초기에 압

력 밥솥의 경우,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수화 현상을 보여 주

었고, 취반 후기에는 IH 밥솥의 경우 전분입자가 더 변형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DSC 상변이 특성에서는 호화엔탈피 감

소변화는 압력 밥솥의 밥이 가장 빠르면서도 크게 나타났으

며, 열판 밥솥과 IH 밥솥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소비

자 검사에서 취반 직후 0, 6 및 12시간 보온 시간에서 IH 밥솥

의 밥이 향, 외관, 맛, 조직감 및 전반적인 기호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압력 밥솥의 밥이 열판 밥솥의 밥보

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p<0.001). 밥의 특성강도 면

에서 취반 직후 IH 밥솥의 밥이 윤기, 밥 특유의 향 및 밥 특

유의 맛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IH 밥솥의 밥에서 전

반적인 기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온 시간이 길어질

수록 모든 취반기의 밥은 기호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p<0.001). 결론적으로 밥의 품질은 취반기의 가열방식에 

영향을 받으며, 압력 밥솥과 IH 밥솥의 밥이 열판 밥솥의 밥

보다 더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재원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의 지

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성과입니다.



김상숙 정혜영 한국식품영양학회지472

References

AACC. 2000. Approved Method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Cereal Chemists. 10th ed. The American Association of 
Cereal Chemists, St. Paul, MN, USA

Anderson RA. 1982. Water absorption and solubility and amylo- 
graph characteristics of roll-cooked small grain products. 
Cereal Chem 59:265-269

AOAC. 1995. Official Methods of Analysis. 16th ed.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Washington, DC, USA

Cho EK, Pyun YR, Kim SK, Yu JH. 1980. Kinetic studies on 
hydration and cooking of rice. Korean J Food Sci Technol 
12:285-291

Choi HM, Kim JH, Lee JH, Kim CI, Song KH, Jang KJ, Min 
HS, Lim KS, Byun KW, Song ES, Yeo EJ. 2011. Nutrition. 
pp.56-60. Kyomunsa. Seoul. Korea

Hwangbo JS, Lee KY, Chung DH, Lee SR. 1975. Cooking 
and eating qualities of Tongil(Indica type) and Jinheung 
(Japonica type) rice varieties. Korean J Food Sci Technol 
7:212-220

Inoue T, Osatake H. 1988. A new drying method of biological 
specimens for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The t-butyl 
alcohol freeze-drying method. Arch Histol Cytol 51:53-59

Juliano BO. 1985. Rice Chemistry and Technology. pp.443. The 
American Association of Cereal Chemists, Inc. Eagan. MN. 
USA

Kim HY, Kim KO. 1986. Sensory characteristics of rice cooked 
with pressure cookers and electric cookers. Korean J Food 
Sci Technol 18:319-324

Kim KO, Kim SS, Sung NK, Lee YC. 1993. Sensory Evaluation 
Method and Application. pp.161-169. Sinkwang. Seoul. Korea

Kim MH. 1992. Effect of soaking conditions on texture of 
cooked rice. Korean J Food Sci Technol 24:511-514

Kim MH, Kim SK. 1996. Influence of cooking condition and 
storage time after cooking on texture of cooked rice. J 
Korean Soc Food Nutr 25:63-68

Kim SK, Lee AR, Lee SK, Kim KJ, Cheon KC. 1996. Firming 

rates of cooked rice differing in moisture contents. Korean 
J Food Sci Technol 28:877-881

Kim SK, Park Hh, Chung HM, Kim K. 1983. Degree of 
gelatinization during cooking of rice by X-ray diffractometry. 
J Korean J Agri Chem 26:266-268

Kim SS, Lee SE, Kim OW, Kim DC. 2000. Phys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chalky kernels and their effects on sensory 
quality of cooked rice. Cereal Chem 77:376-379

Kim WJ, Chung NY, Kim SK, Lee AR, Lee SK, Ha YC, Baik 
MY. 1995. Sensory characteristic of cooked rices differing 
in moisture contents. Korean J Food Sci Technol 27:885-890

Kim WJ, Kim CK, Kim SK. 1986. Evaluation sensory quality 
of cooked rice. Korean J Food Sci Technol 18:38-41

Lee YJ, Min BK, Shin MG, Sung NK, Kim KO. 1993. Char- 
acteristics of cooked rice stored in an electric rice cooker. 
Korean J Food Sci Technol 25:487-493

Lund DB. 1987. Influence of time, temperature, moisture, ingre- 
dients, and processing conditions on starch gelatinization. 
Crit Rev Food Sci Nutr 20:249-273

Min BK, Hong SH, Shin MG. 1992. Optimum ratios of added 
water for rice cooking at different amount of rice contents. 
Korean J Food Sci Technol 24:623-624

Park SH, Cho EJ, Kim SK, Hwang SY. 1987. Effect of cook 
temperatures on firming rate of cooked rice. Korean J Food 
Sci Technol 19:451-452

Park SK, Ko YD, Cho YS, Shon MY, Seo KI. 1997a. Changes 
in retrogradation degree of nonwaxy rice cooked at different 
pressure and stored in electric rice cooker. Korean J Food 
Sci Technol 29:705-709

Park SK, Ko YD, Cho YS, Shon MY, Seo KI. 1997b. Oc- 
currence and repression of off-odor in cooked rice during 
storage under low temperature warming condition of electric 
rice cooker. Korean J Food Sci Technol 29:919-924

Received 13 March, 2017
Revised 11 May, 2017

Accepted 17 May,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