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미는 건강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도 증가로 백미와 

함께 주식으로 섭취를 하고 있는 식품 중 하나이다. 2017년

도 현미와 백미의 국내 생산량을 살펴보면 현미는 4,276톤, 백

미는 3,972톤으로 현미의 생산량이 백미 보다 많은 양을 차지

하고 있다(KOSIS, 2018). 현미는 수확한 벼로 부터 왕겨를 벗

겨낸 것이고, 백미는 제현된 현미로 부터 도정된 산물이기 때

문에 생산량의 차이가 발생되나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발표한 

쌀 소비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쌀 종류 중 백미의 구입액 비

중은 2010년 77%에서 2014년 74.3%로 감소한 반면, 현미의 

구입액 비중은 2010년 14.1%에서 2014년 16%로 증가하였다

고 보고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에서도 양곡의 혼합금지 조항

(제20조의 4)에 따라 생산연도(연산)가 다른 백미 뿐만아니라 

현미에 대해서도 연산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 단속현장에서 양곡의 연산을 혼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쌀값이 내려감에 따라 신곡

과 구곡을 혼합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등 현미의 신곡과 구곡

을 판별하기 위한 기술 개발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다. 국외에서는 연산 판별을 위한 연구 보다는 쌀의 품질 관

리 차원에서 신선도(freshness)를 검정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

어지고 있다. 현미의 신선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산화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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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ale of brown rice batches composed of rice produced in different years is prohibited in Korea. Thus, new 

methods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year of production are critical for maintaining the distribution of high quality brown rice. Here, 

we describe the exploitation of an enzyme that can be used to discriminate between freshly harvested and one-year-old brown rice. 

The degree of enzyme activity was visualized through freshness test with Guaiacol, Oxydol, and p-phenylenediamine reagents. 

With electronic eye equipment, we selected 29 color codes for identifying new brown rice and old brown rice. The discrimination 

power of selected color codes showed a minimum of 0.263 to a maximum of 0.922 and an average value of 0.62. The accuracy with 

which new brown rice and old brown rice could be identified was 100% in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and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DFA). The DFA analysis had greater discriminatory power than did the PCA analysis. A verification test using 

new brown rice, old brown rice, or a mixture of the two was then performed to validate our method. The accuracy of identification 

of new and old brown rice was 100% in both cases, whereas mixed brown rice samples were correctly classified at a rate of 96.9%. 

Additionally, in order to test whether the discriminant constructed in winter can be applied to samples collected in summer, new 

and old brown rice stored for 8 months were collected and tested. Both new and old brown rice collected in summer were classified 

as old brown rice and showed 50% identification accuracy. We were able to attribute these observations to changes in enzyme 

content over time, and therefore we conclude,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discriminants that are specific to distinct storage 

periods in the near future.

  

Keywords : electronic eye, freshness, identification analysis, new brown rice, old brown rice

 한작지(Korean J. Crop Sci.), 63(2): 98~105(2018)

 DOI : https://doi.org/10.7740/kjcs.2018.63.2.098

Original Research Article

ⓒ 본 학회지의 저작권은 한국작물학회지에 있으며, 이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Experiment Research Institut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Gimcheon, 

39660, Korea)
2)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청 환경미생물식품안전연구실(Environmental Microbial and Food Safety Laboratory,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Beltsville, MD 20705, USA)
†Corresponding author: Jee-Hwa Hong; (Phone) +1-443-851-4769; (E-mail) hongjh19@korea.kr

<Received 9 January, 2018; Revised 21 March, 2018; Accepted 26 March, 2018>

ISSN 0252-9777(Print)
ISSN 2287-8432(Online)



현미 신곡 및 구곡 판별 99

(peroxidase)의 활성도를 microdevice (Koyachi et al. 2013)와 

microplate reader (Chen & Chen. 2003)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쌀의 신곡과 구곡의 판별

을 위하여 백미는 인지질(Hong et al. 2017a), 전자눈(Hong et 

al. 2017b)을 이용한 판별법 개발, 현미는 인지질(Hong et al. 

2017a)에 의한 연산 판별 결과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판별 정

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적 변화에 대처가 가능한 

새로운 지표물질 발굴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백

미 연구에서 가장 판별 정확도가 높게 나타난 신선도 감정법

을 현미의 신곡과 구곡 판별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신선도 감

정법은 쌀에 포함된 peroxidase 효소 등의 활성도를 시약 반응

을 통해 나타난 반응색으로 효소 활성 정도를 감정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신선도 판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

은 일본에서 Matsukura et al. (2000)이 보고한 효소 반응 측정

법의 원리와 유사하게 Guaiacol, Oxydol, p-phenylenediamine 

(G·O·P) 시약을 이용하여 효소 반응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반

응 원리는 Guaiacol 시약을 기질(substrate)로 이용하여 산화 

과정을 거치게 한 후 이 반응의 촉매역할을 하는 과산화수소

를 첨가하여 guaiacol의 수소를 탈리 시키고 마지막 단계로 지

시약으로 작용되는 p-phenylenediamine를 처리하면 시료에 

포함된 peroxidase의 양에 따른 반응색 정도를 육안으로 감정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곡과 구곡의 판별이 아닌 신선도만 감

정하는 것으로 감정자에 따라 결과 판단이 주관적이고 색을 

통한 효소 활성도를 객관적으로 수치화 할 수가 없는 어려움

이 존재하여 양곡의 혼합금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계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선도 감정을 이용한 

효소 반응도 검사 방법을 색을 판단하는 센서(sensor) 기반 장

비인 전자눈 장비와 접목하여 현미의 신곡과 구곡을 과학적으

로 판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자눈 장비

를 이용하여 신곡과 구곡을 판별할 수 있는 색을 선정하고 선

정된 칼라코드를 이용하여 현미의 신곡과 구곡 판별법을 개발

한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현미 시료

현미의 신·구곡 판별법 개발을 위하여 2016년산 신곡 벼 84

점과 2012~2015년산 구곡 벼 87점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벼

는 전국 8개도에서 수확된 것으로 품종이 표기된 벼의 품종별 

분포는 새누리 31.7%, 일품 17.3%, 추청 8.6%, 오대 6.5%, 운

광 3.6%, 신동진 2.9%, 삼광 2.9%, 새일미 2.2%, 일미 1.4%, 

황금누리 1.4%, 대보 1.4%, 대안 1.4%, 남평 0.7%, 온누리 

0.7% 순이였고 품종이 혼합된 벼가 17.3%를 차지하였다. 수

집된 벼를 제현기(SY-88, Ssangyong, Incheon, Korea)를 이

용하여 현미로 제현하였다. 판별식 검증 시료는 2016년산 벼 

96점과 2012~2015년산 벼 108점을 각각 수집하였고 신곡과 

구곡을 혼합비율 별로 각 30점씩, 점당 100립에 맞춰서 준비

하였다. 2016년도 신곡 수확시기에 개발된 판별식을 그 다음

해 신곡이 수확되기 전까지 활용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효소활성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고온인 2017년도 여름에 

2016년산 벼 100점과 2015년산 100점을 수집하여 보관기간

에 따른 판별식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현미 신선도 감정 

현미 시료의 peroxidase 효소 등의 활성도를 분석하기 위하

여 Hong et al. (2017b)이 보고한 방법을 이용하여 200g 정도

의 현미를 균분한 후 완전립 100립을 채취하여 시험관에 담아

두었고, 1% guaiacol, oxydol (3% hydrogen peroxide), 0.2% 

p-phenylenediamine 0.2%를 조제하였다. 현미 시료에 1% guaiacol 

4 mL을 가하여 vortex한 후 2분간 반응을 시켜 주고 oxydol 

200 uL을 가하여 vortex한 다음, 0.2% p-phenylenediamine 3 mL

을 추가한 후 vortex하여 5분간 반응시켰다. 마지막으로 증류

수를 이용하여 시험관에 담긴 시료를 1회 세척하였고, 액체만 

버리고 시험관으로부터 현미를 털어 내어 전자눈 분석에 활용

하였다.

현미 전자눈 분석

신선도 감정이 끝난 현미를 전자눈 장비(IRIS Visual Analyzer 

VA400, Toulouse, France) 시료판 중에 하얀색 트레이에 시료

가 되도록 겹치지 않도록 얇게 펴주었다. 카메라는 장비에 탑

재되어 있는 16M Charged Coupled Device (CCD) 디지털 카

메라를 사용하였고 카메라 렌즈 크기는 25 ㎜, 장비 위(top)에 

위치한 LED 조명을 킨후 시료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정확한 

이미지를 얻기 위하여 시료의 사진 촬영은 3회씩 반복 촬영하

였고, 촬영 시 마다 시료를 골고루 섞어주었다. 전자눈은 카메

라 촬영을 통해 얻은 이미지를 소프트웨어에서 인지하여 장비

에 탑재되어 있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다. 

Red, Green, Blue색의 R·G·B 값은 각각 8 bit이며, 표현되는 

색상은 28으로 총 256개이다. 각각의 R·G·B 값은 8, 24, 40, 

56, 72, 88, 104, 120, 136, 152, 168, 184, 200, 216, 232, 248 총 

16개의 번호로 나열되어 있으며 장비에 탑재되어 있는 칼라코

드의 개수는 16 x 16 x 16 = 4,096개 이다. 이 규격은 sRGB 

(standard RGB 혹은 single RGB)로서 IEC(국제전기표준회

의)의 TC100 중 IEC 61966-2-1을 기반한 것이고 촬영된 시료

의 색 처리는 R·G·B색의 면적(area) 값을 이용하여 픽셀(pixel) 

수로 데이터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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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을 통한 판별식 개발

현미 신곡과 구곡의 판별을 위하여 선발한 색상의 칼라 코

드별 식별 능력(discrimination power)은 IRIS 전자눈 장비에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AlphaSoft, version 14.3, 

Toulouse, Franc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분석되었다.

Discrimination Power 

= 1 - Variance (color code) / Variance (total selected color code)

위 식에서 variance는 선정된 칼라코드 별 픽셀 수에 의하여 

판별되는 값을 나타낸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IRIS 전자눈 장

비에 포함된 통계프로그램 중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DFA) 분석을 실시

하여 시료의 판별함수 값의 분포도를 확인하였다. 신곡과 구곡 

간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로 선정된 칼라코드 별 시료의 픽셀수 

데이터에서 신곡이면 “1”, 구곡이면 “2”로 구분하여 Microsoft 

Excel (Microsoft, USA) 파일에 판별식을 작성한 후 통계프로그

램(UNISTAT® Statistical Package for Windows, version 6.5, 

London, England)의 다중판별분석 중 정준판별 분석을 통해 데

이터를 분석 하였다. 확립된 판별식의 검증은 기 개발된 판별

식에 미지 시료의 픽셀 값을 추가하고 “*”로 구분한 후 정준판

별 분석하였고, 혼합곡은 구곡이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 있으

므로 구곡으로 판별되는 확률로 판별 정확도를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현미 신곡과 구곡의 판별을 위한 칼라코트 선발

판별식 작성을 위해 수집한 현미 신곡 84점과 구곡 87점에 

대하여 G·O·P 시약을 처리한 후 전자눈 장비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였다. 수확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신곡 시료는 효소 활

성도가 높아 시약의 착색 반응이 진하게 나타났고 수확 후 1년 

이상 지난 구곡 시료는 시약의 착색 반응이 약하게 나타나 효

소 활성도가 낮은 경향이었다(Fig. 1). 백미 시료의 경우에도 

신곡과 구곡 시료의 시약 반응색에서 차이가 나타났지만(Hong 

et al. 2017b), 현미는 백미와 비교하였을 때 육안상 더 쉽게 판

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반응 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장비에 탑재되어 있는 4,096개의 칼라코드로부

터 현미 신곡과 구곡을 가장 잘 구분해 줄 수 있는 칼라코드를 

29개 선정하였고 각 코드별 R·G·B 값과 신곡과 구곡을 식별

하는 확률을 보여주는 식별능은 표 1과 같다(Table 1). 29개

의 칼라코드는 신곡 84점과 구곡 87점을 통계적으로 가장 잘 

구분 할 수 있는 코드이며 29개의 칼라코드가 하나의 조합

(combination)으로서 활용이 될 때 신곡과 구곡을 가장 잘 구

분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낸다. 29개의 칼라 코드 중 가장 식별능

이 높게 나타난 코드는 Color-1076 (0.922)였고, 가장 낮게 나

타난 코드는 Color-2438 (0.263)이였으며, 29개 코드의 식별

능 평균 값은 0.62로 나타났다. Hong et al. (2017b)은 백미에

서 31개의 칼라 코드를 선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선발된 현

미 코드 중 백미와 중복되는 칼라코드는 12개(Color-530, 803, 

804, 819, 820, 1076, 1093, 1349, 1366, 2167, 2440, 245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미의 칼라코드 중 10개(Color-2730, 

Table 1. The set of color codes and their associated discrimination 

powers for classification of new and old brown rice.

No.
Name of 
color code

Red 
color

Green 
color

Blue 
color

Power of 
discrimin
-ation

1 Color -530 40 24 40 0.303 

2 Color -547 40 40 56 0.627 

3 Color -803 56 40 56 0.841 

4 Color -804 56 40 72 0.705 

5 Color -819 56 56 56 0.596 

6 Color -820 56 56 72 0.802 

7 Color -1076 72 56 72 0.922 

8 Color -1092 72 72 72 0.815 

9 Color -1093 72 72 88 0.882 

10 Color -1349 88 72 88 0.653 

11 Color -1365 88 88 88 0.516 

12 Color -1366 88 88 104 0.691 

13 Color -2166 136 120 104 0.457 

14 Color -2167 136 120 120 0.391 

15 Color -2438 152 136 104 0.263 

16 Color -2439 152 136 120 0.542 

17 Color -2440 152 136 136 0.451 

18 Color -2457 152 152 152 0.704 

19 Color -2712 168 152 136 0.505 

20 Color -2730 168 168 168 0.753 

21 Color -2985 184 168 152 0.365 

22 Color -3259 200 184 184 0.716 

23 Color -3532 216 200 200 0.626 

24 Color -3548 216 216 200 0.402 

25 Color -3550 216 216 232 0.823 

26 Color -3805 232 216 216 0.580 

27 Color -3821 232 232 216 0.479 

28 Color -3823 232 232 248 0.860 

29 Color -4078 248 232 232 0.717 

Average 0.62

Fig. 1. Color images derived from electronic eye analysis of new 

brown rice (A) and old brown rice (B) following 

treatment with guaiacol, oxydol, and p-phenylenedi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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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5, 3259, 3532, 3548, 3550, 3805, 3821, 3823, 4078)는 백

미에서 선발되지 않은 색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현미는 강층

이 존재하나 백미는 강층을 제거하기 때문에 백미와 현미의 

신곡과 구곡의 착색 정도가 다르게 되고 이에 따라 칼라코드 

조합도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눈 이용 현미 신곡과 구곡 판별식 개발

판별식 개발을 위하여 수집한 신곡과 구곡 시료의 픽셀 수 

값을 선발된 칼라코드 29개를 변수로 이용하여 PCA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16년산 신곡 84점과 2015년산 구곡 87

점이 분류되는 적중률은 100%로 나타났다(Fig. 2). 주성분 분

석에 의한 통계 분석 결과 X축인 PC1의 변수 값은 69.8%이였

고 Y축인 PC2의 변수값은 11.8%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

에 활용된 시료들에 대한 칼라 코드에 의한 분류가 Y축보다 X

축에서 6배 정도 높게 설명됨을 뜻한다. 또한 DFA 분석 결과

는 X축인 DF1의 변수 값은 100%로 나타났고 Y축인 DF2 변

수 값은 0%로 나타나 X축에서 보았을 때 현미 신곡과 구곡의 

식별력은 PCA 결과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Fig. 3). 이는 동일

한 시료를 이용하였을 때 전자눈 장비에 탑재되어 있는 데이

터 통계 분석 방법에 따라 판별되는 정도가 다른 것을 의미한

Fig. 2.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results obtained following electronic eye analysis of new and old brown rice.

Fig. 3.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of results obtained following electronic eye analysis of new and old brown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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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ougrini et al. (2014)은 PCA 분석은 데이터 그룹 간의 편

차 정도를 나타내는 방법인데 반해 DFA 분석은 그룹간 편차를 

최대화 하고 그룹내 편차를 최소화 하는 분석법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PCA 보다 DFA 통계 기법을 활용하였

을 때 신곡과 구곡이 더 잘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미 신

곡과 구곡의 판별식 개발을 위하여 다중판별 분석을 수행한 결

과 신곡의 판별분석 값은 4.4002로 나타났고 구곡은 -4.2485로 

나타나 두 그룹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8.6487이였고 두 

그룹간의 결정계수(r2) 값은 0.9744로 신곡과 구곡 시료는 통계

적인 유의차를 나타내었다. 신·구곡 판별식 개발에 사용된 시

료는 전국에서 수집된 시료로서 연산 이외에 시료의 보관창고

와 보관조건에 대한 이력 정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다양한 

환경에서 저장된 샘플로 사료된다. 신선도 감정법은 효소 활성

도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신곡과 구곡 간의 통계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효소 함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추정

할 수 있다. 이는 Zhou et al. (2001)이 보고한 벼의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peroxidase와 catalase의 함량이 줄어든 결과와 

peroxidase 활성도가 수확시기를 구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고한 연구 결과(Chen & Chen, 2003)와 유사하였다. 또한 인지

질 성분을 이용한 연구 결과(Hong et al. 2017a)보다 높은 분류 

적중률을 나타내었고 백미의 전자눈 연구 결과(Hong et al. 

2017b)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신선도 육안 

감정법을 전자눈 장비와 접목하여 데이터 처리 및 통계분석 

함으로써 현미의 신곡과 구곡을 판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하였다. 

전자눈 이용 현미 신곡, 구곡 및 혼합곡 판별식 검증

개발된 현미의 신곡과 구곡 판별식의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

해서 연산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시료를 수집하여 개발된 판

별식에 대입하였다. 신곡 96점, 구곡 108점에 대해 신선도 감

정을 위한 전처리를 한 후 선발된 29개의 칼라코드를 이용하

여 기 개발된 판별식에 대입 한 결과 신곡과 구곡 단일곡의 판

별 정확도는 100%로 나타났다. 이는 Hong et al. (2017a)이 보

고한 인지질의 판별 정확도 93% 보다는 높은 수치로 현미에 

포함되어 있는 효소 함량이 인지질 함량 보다 높고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효소가 지방성분에 비해 더 차이가 나

타나는 물질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판별식 개

발과 검증을 위해 수집한 시료는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수거

한 시료인데 신곡과 구곡 내에서 보관 환경에 따른 시료 간 차

이보다 신곡과 구곡 간에 효소 함량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

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단일곡의 경우 신곡과 구곡 각 그룹 내 

편차보다 신곡과 구곡 그룹 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분류와 판

별되는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혼합곡의 경우는 정확하게 판별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

이다. 백미의 연구 결과에서 혼합곡의 판별 정확도는 53.3%로 

신곡과 구곡 그룹사이에 혼합곡이 존재하여 판별되는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Hong et al. 2017b). 반면 현미 혼합곡에 대한 

PCA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PC1인 X축은 65.2%, PC2인 Y축

은 14.7%의 변수 값을 나타내었고, 신곡과 구곡 사이에 혼합

곡이 분포 하였다(Fig. 4). 검증시료를 기 구축된 판별식에 대

입하기 위하여 다중판별분석 중 정준판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Fig. 4. Validation of the utility of the electronic eye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o identify mixtures of new and old 

brown rice. The ratio of ‘new-to-old’ brown rice is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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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곡을 구곡으로 판별하는 확률이 평균 96.9%로 나타났다. 

신곡과 구곡을 일정비율로 섞은 혼합시료의 비율별 판별 정확

도를 살펴보면, 신곡8:구곡2(94.4%), 신곡7:구곡3(94.4%), 신

곡5:구곡5(96.7%), 신곡3:구곡7(100.0%), 신곡2:구곡8(98.9%)

로 각각 나타났다. 현미 구곡의 비율이 20~50%로 혼합된 경

우 구곡 혼합 비율이 높을수록 판별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고, 

구곡이 70%이상 혼합된 경우에는 99~100%의 정확도를 나타

내었다. 이것은 현미는 백미의 결과보다 높은 확률로 혼합곡

이 판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칼라코드별 픽셀

수의 판별식을 DFA 통계 기법으로 분석하였을 때는 혼합곡 

시료가 구곡 그룹과 같이 분포가 되어 혼합곡을 구곡으로 판

별 할 수 있는 확률이 PCA 분석법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Fig. 5). 혼합곡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백미에 비

해 현미는 착색되는 정도가 더 선명하여 신곡과 구곡이 혼합

Fig. 5. Validation of the utility of the electronic eye and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to identify mixtures of new and old 

brown rice. The ratio of ‘new-to-old’ brown rice is shown. 

Fig. 6. Comparison of discriminant data for new and old brown rice derived from harvested paddy rice at harvesting time and 

paddy rice stored for 8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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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때 색의 균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

구에서 선발된 현미의 신구곡 판별용 칼라코드는 각각의 칼라

코드별 색 함량을 수치화함으로 혼합된 시료의 함량을 보다 

더 식별력 있게 표현해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구를 수

행한 시기가 겨울이고 판별식 개발 시료와 검증 시료가 동일

한 시기에 수집이 되었기 때문에 시료들의 효소 활성도가 유

사하여 혼합곡의 판별 정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

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소 함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

상되기에 시간에 따른 효소 함량의 모니터링과 겨울에 구축된 

판별식이 다음해 신곡이 수확되기 전까지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료가 더욱더 확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장기간에 따른 효소 지표의 판별 정확도 분석

개발된 판별식을 수확 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간 보관창고

에 저장되어 있는 시료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고온인 여름에 신곡과 구곡 시료를 수집한 후 기 개발된 판별

식에 대입한 결과 구곡은 100% 구곡으로 판별되었으나 신곡

의 경우 100점 모두 신곡이 아닌 구곡으로 판별되어 정확도가 

0%로 나타났다(Fig. 6). 계절이 다른 시기에 수집된 시료에 대

해서는 신곡과 구곡을 판별하는 정확도가 5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었다. 이는 기 개발된 판별식의 신곡 시료와 

비교하였을 때 보관기간이 8개월 정도 지난 여름에 수집된 신

곡 시료의 효소 활성도가 떨어짐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

다. 따라서 겨울에 개발된 판별식을 여름에 수집된 시료에 적

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여름 시기에 수집된 시료의 

판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확 후 일정기간 보관된 시

료를 대상으로 판별식의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보관된 벼의 노화 메커니즘은 저장조건 등이 다르기에 매우 

복잡하며 복합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Zhou et al. 2015). Chrastil (1990)은 peroxidase 효소는 갓 수

확된 벼 보다 10개월 보관된 벼에서 효소 함량이 낮아지는 결

과를 보고하였고, 비록 동일한 기간 동안 보관된 벼 일지라도 

보관된 온도에 따라서 효소의 함량은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

다. 쌀의 신곡과 구곡 등 연산을 판별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한 

환경적인 변수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를 통한 의미있는 결과는 

기존의 신선도 감정법을 현미의 신곡과 구곡 판별에 활용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았고 이를 통해 판별식 채택 기준인 95%이

상(Choi et al. 2012)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판별식을 개발할 수 

있었다. 또한 확립된 현미의 전자눈 분석법을 신선도 감정이 

요청된 현미 시료에 적용함으로써 신선도 감정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도 활용한 바 있다. 향후 신선도가 아닌 신곡

과 구곡을 판별하는 데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벼의 보관기간 

및 시기에 따른 판별식의 개발과 보관 이력이 명확한 시료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쉽게 검사가 가능한 휴대용 장비 및 키트 개발 

등의 연구가 계속 수행 된다면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

장 업무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적  요

본 연구에서는 벼의 보관기간 동안 감소되는 물질인 peroxidase 

등의 효소의 활성도를 알아보는 신선도 감정법과 색을 인지하

는 전자눈 장비를 이용하여 현미의 신곡과 구곡을 판별할 수 

있는 칼라 코드를 선정하였고, 현미의 신·구곡 판별식을 개발

하였다. 동일한 시기에 수집된 시료의 판별식 검증을 통해 현

미 신곡, 구곡 및 이의 혼합곡에 대한 판별 정확도를 분석하여 

실용적인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수확시기에 수집된 

현미로부터 개발된 판별식의 활용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곡 

수확 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시료를 무작위 채취하

여 보관기간에 따른 판별 정확도를 분석함으로써 현미의 신곡

과 구곡 판별에 효소 지표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한 결과는 아

래와 같다.

1. 현미의 신곡과 구곡의 판별 지표로 효소를 선정하여 신선도 

감정법인 G·O·P 시약을 처리를 통한 효소 활성정도를 육안

으로 감정한 후 전자눈 장비를 이용하여 신곡과 구곡 그룹 

간에 차이나는 칼라코드를 29개 선발하였다. 선발된 칼라 

코드의 식별능은 최소 0.263에서 최대 0.922의 분포를 나타

내었고 평균 식별능 값은 0.62로 나타났다. 

2. 선발된 칼라 코드를 이용한 현미 신곡과 구곡 단일곡의 분

류되는 적중률은 PCA 및 DFA 분석 결과 모두 100%로 나

타나 현미의 신곡과 구곡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식으로 채

택하였다. PCA 분석 결과보다 DFA 분석 결과가 신곡과 구

곡 그룹을 보다 더 잘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개발된 판별식의 실용적인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식 개발 시료와 동일한 시기에 수집된 신곡과 구곡 및 

이의 혼합곡 시료를 이용하여 검증 시험을 추진하였다. 기 

개발된 판별식에 미지의 시료를 대입한 결과, 신곡과 구곡 

단일 시료는 100%의 판별정확도를 나타내었고 혼합곡은 

96.9%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4. 수확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겨울에 수집된 시료를 이용하여 

구축한 판별식을 보관 기간이 8개월 정도 지나고 효소활성

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는 여름 시료에도 적

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신곡과 구곡 시료를 대상

으로 검증시험을 실시하였다. 여름에 수집한 구곡 시료를 

기 구축된 판별식에 대입한 결과 구곡은 모두 100% 구곡으

로 판별이 되었으나, 신곡 시료는 100% 구곡으로 판별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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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의 판별 정확도는 0%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

소 함량이 변화됨을 알수 있었고 검사 시기별 판별식의 개발

과 검증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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