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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hysicochemical and pasting properties of long-term stored
domestic and imported rice supplied for food processing from government-controlled public rice stocks.
Goamibyeo, which was bred for processing and harvested in 2011, was selected as the control rice for comparison.
Rice was dry-milled, and the amylose contents of stored rice were 12～13%. Stored rice kernels were significantly
harder than those of control, whereas damaged starch content and water absorption of flour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control. Overall, long-term stored domestic and imported rice showed high peak vis-
cosities along with high viscosities of both hot and cold pastes. Both imported and domestic rice demonstrated
insufficient properties for making 100% flat rice noodles or bread. They showed the greatest shrinkage during
cooling after baking. Although their levels of cooking loss were less than that of control, stored rice showed
a less elastic and softer cooked noodle texture compared to control fl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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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쌀을 장기간 저장하면 수분 함량이 감소하며, 전분, 단백

질 및 지방 등의 영양 성분이 변화되고 밥의 조직감이 변하

기 때문에 장기 저장된 쌀을 밥으로 소비하기 어렵다(1-3).

국내에서 쌀을 소비하는 형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는 밥의 소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밥을 대체하여

쌀을 다량 소비할 수 있는 가공 제품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

요하다. 과거에는 쌀을 대부분 주식인 밥용으로 공급하는데

집중되었기 때문에 다른 가공식품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적

었고, 밀가루에 비하여 원가가 높아서 가격경쟁력이 상대적

으로 낮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쌀을 가공용으로 이용하는 비

율이 낮았다(4).

전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곡류는 전분의 호화과정을 거

쳐서 가공식품이 제조되기 때문에 가공된 식품은 상당한 수

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보존 기간이 길어지면 건조와 아울러

전분의 노화에 의하여 텍스처가 단단해지고 소화율이 감소

되는 문제점이 있다(5-8). 식빵이 단단해지는 현상은 밀 전

분의 수용성 아밀로펙틴이 감소하고 전분과 단백질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설명되고 있다(6,8). Martin 등(6)

은 팽윤된 전분 입자와 단백질 조직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노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굽기 과정에서 이미 시

작되지만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끊임없이 계속되어 빵의

조직감이 변화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곡류 가공식품에

하이드로 검류(9)와 감미료(10,11)를 첨가하거나 전분에 작

용하는 효소를 처리(12-14)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분의 노화

를 억제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쌀 가공식품은 전분구조 자체의 노화뿐 아니라 가루의 제

분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상 전분이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15). 또한 쌀 전분뿐 아니라 단백질은 수분 흡수량과

호화 점도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16-21). 저장기간 동안 효

소 작용에 의해 전분뿐 아니라 단백질이 분해되거나 구조가

변하여 전분 페이스트의 물성이 변화하며 단백질의 용해도

가 감소한다(16). Chrastil의 연구(18)는 저장 조건에 따라서

전분의 아밀로오스 함량이 감소하고 아밀로펙틴이 증가하

였으며, Teo 등(21)은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전분보

다는 단백질 구조 변화가 저장 쌀의 물성 변화의 일차적인

원인이라고 하였다.

장기간 저장된 공공 비축용 쌀인 정부미는 현재 정부미라

는 이름으로 공급되는데 2011년에는 72만 톤 규모였다. 정부

미는 1995년까지는 전량 통일미였으나 1996년부터는 수입

된 쌀도 정부미로 판매되고 있다(22). 2010년도 쌀 공급량은

621만 톤이지만 수요량은 470만 톤으로 연말 재고가 150만

톤에 달하고 있어서(23) 장기 저장되는 쌀의 다양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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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of 100% rice bread (14% mb)

Ingredient
Wheat bread Rice bread

Baker's % Batch (g) Baker's % Batch (g)

Wheat flour
Rice flour
Water
Yeast
Sugar
Salt
Shortening
Vegetable oil
HPMC

100
0
63
1.77
6
1.5
3
0
0

100
0
63
1.77
6
1.5
3
0
0

0
100
80～140
3
8.5
1
0
6
3

0
100

80～140
3
8.5
1
0
6
3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국내에서 공급되는 가공용 쌀은 양조

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밖에 다양한 가공식품

으로 활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쌀의 저장기간에 따른

밥맛의 차이와 식감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수 있

으나(3,24,25) 저장된 쌀가루의 가공적성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공용으로 국내에서 육종된 쌀과

비교하여 국내에서 저장된 국내산과 수입산 저장용 쌀의 품

질 특성을 분석하여 이들을 빵과 면 등의 가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시료로 사용된 정부관리 쌀은 가공용으로 분류되어 공급

되는 것으로, 2007년 수확된 국내산 벼와 2009년 수입된 미

국산 벼를 각각 2012년 2월에 도정하여 대구시 농산물 유통

과를 통해 공급받았다. 대조구로 사용된 저장하지 않은 쌀은

국내에서 국수 등의 가공을 목적으로 육종된 고 아밀로오스

품종의 Goamibyeo를 2011년 수확하여 2012년 2월 도정한

것을 경상북도 의성의 농가에서 공급받았다.

실험에 사용된 hydroxyl propyl methyl cellulose(HPMC,

삼성정밀, 울산, 한국), 밀가루(강력 밀맥스, 삼양사, 서울,

한국), 소금(정제염, 해표, 서울, 한국), 설탕(백설탕, CJ 제일

제당, 인천, 한국), 이스트(Saf Levure-instant, Lyons,

France), 식물성 기름(콩 식용유, 오뚜기, 안양, 한국) 및 쇼

트닝(알프스쇼트닝-200, 서울 하인즈, 인천, 한국)은 시중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경도

도정된 쌀의 경도는 실온의 desiccator에 넣어 24시간 방

치한 후 측정하였다. 물에 불린 쌀의 경도는 쌀 5 g을 10 mL

물에 4시간 상온에서 침지한 후 물기를 제거하여 즉시 측정

하였다. 경도 측정은 Texture analyzer(TA.XT express,

Stable Micro Systems Ltd., Godalming, Surrey, UK)에 5

mm stainless cylinder probe를 장착하고 test speed 0.5

mm/sec, compression ratio 30%로 쌀알이 부서지는데 필요

한 힘(kg)을 측정하였다.

제분

도정된 쌀을 Centrifugal disc mill(KCFM-48, Korea

Medi Ltd., Deagu, Korea)의 분쇄판 간격을 1.2 cm로 조절하

여 건식제분 하여 쌀가루를 얻고 이를 밀봉, 냉동 저장해서

실험에 이용하였다.

입도 분석

쌀가루의 입도 분포는 Laser diffraction particle size an-

alyzers(LS13 320, Beckman coulter, Fullerton, CA, USA)

를 이용하여 가루를 isopropyl alcohol에 현탁시켜 입자 크기

를 측정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AACC approved method(26) 08-03, 46-10, 30-26에 따라

서 쌀가루의 회분, 단백질, 지방 함량을 측정하였다. 아밀로

오스 및 손상 전분 함량은 Megazyme kit(Megazyme Inter-

national Ltd., Wicklow, Ireland) K-AMYL 04/06 및 K-

SDAM 02/2008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분 흡수력

쌀가루의 수분 흡수력(water absorption index)은 AACC

approved methods 56-30(26)에 따라서 측정하였다.

RVA 호화 특성

쌀가루의 호화 특성은 Rapid visco-analyzer(RVA, Tec-

master, Newport Scientific, Warriewood, Australia)를 이

용하여 Han 등(27)의 연구와 같은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제빵 특성

쌀가루를 이용한 100% 쌀 빵은 Han 등(28)의 방법에 따

라서 Table 1과 같은 배합비로 반죽하였다. 수분 첨가량에

따라서 빵의 품질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120, 130, 140%

로 수분 첨가량을 다르게 반죽하여 비교하였다. 구워진 빵은

2시간 실온에 식힌 후 무게와 부피를 측정하여 빵의 부피를

무게로 나눈 specific volume(SV)을 구하였다.

빵의 단단한 정도는 구운 후 2시간 동안 빵을 식혀 중앙으

로부터 20 mm 두께로 썰어 빵의 단단한 정도(firmness)를

AIB standard procedure(29)에 따라서 측정하고, 24시간 밀

봉하여 냉장고에 저장 보관한 빵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

로 측정하였다. 빵의 노화도(firmness rate)는 24시간 저장

된 빵과 2시간 식힌 빵의 측정된 단단한 정도의 비율로 표시

하였다.

제면 특성

쌀가루를 이용한 100% 쌀국수는 Cham과 Suwannaporn

(30)의 방법에 따라서 제조하였다. 건면의 조직감은 단단함

(breaking force)과 신장성(distance)을 측정하였고, 조리적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리 손실률, 조리된 면의 tensile

strength를 Han 등(27)의 방법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모든

실험은 20가닥 이상의 국수를 측정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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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rticle size of rice flours.

Table 2. Hunter’s values of rice flours

Rice L1) a b

Goamibyeo
SDR
SIR

94.4±0.2a2)
93.3±0.1c
93.8±0.0b

-0.5±0.0a
-0.6±0.0b
-0.6±0.0b

2.9±0.1c
3.7±0.1a
3.0±0.1b

SDR: stored domestic rice, SIR: stored imported rice.
1)
L: br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2)Within a colum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Moisture, protein, lipid, ash and amylose contents
(%) of rice flours

Rice Moisture Protein Lipid Ash Amylose

Goamibyeo
SDR
SIR

5.0±0.2a1)
4.2±0.1c
4.5±0.1b

8.1±0.0b
8.3±0.1a
6.5±0.0c

0.5±0.0a
0.5±0.0a
0.4±0.0b

0.4±0.0ab
0.5±0.0a
0.4±0.1b

19.8±0.3a
13.1±1.0b
12.7±0.8b

SDR: stored domestic rice, SIR: stored imported rice.
1)Within a colum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Hardness of rice kernel

Rice Dry rice (kg) Wet rice (kg)

Goamibyeo
SDR
SIR

10.0±2.3b1)
10.6±1.6ab
11.5±2.2a

1.5±0.6b
1.5±0.6b
2.2±0.6a

SDR: stored domestic rice, SIR: stored imported rice.
1)Within a colum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Damage starch and water absorption index of rice
flours

Rice Damage starch (%) WAI (g·g
-1
)

Goamibyeo
SDR
SIR

19.1±0.6
19.1±1.9
20.0±0.6

1.6±0.0
1.6±0.0
1.6±0.0

SDR: stored domestic rice, SIR: stored imported rice.

Table 6. Pasting properties of rice flours (unit: RVU)

Rice PV
1)

HPV CPV Breakdown

Goamibyeo
SDR
SIR

219.6±0.4c2)
346.7±4.1b
381.4±6.6a

130.2±9.3b
189.1±5.6a
197.6±9.9a

244.2±6.2b
327.3±6.5a
329.0±15.5a

89.3±8.8c
157.6±6.6b
183.8±3.4a

SDR: stored domestic rice, SIR: stored imported rice.
1)PV: peak viscosity, HPV: hot paste viscosity, CPV: cold paste
viscosity.
2)Within a colum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통계분석

실험 결과는 SPSS 통계 프로그램(Version 19.0, IBM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한

후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시료로 사용된 쌀가루의 입도 분포는 Fig. 1과 같이 10

μm 내외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가루의 색도는 Table

2와 같이 Goamibyeo의 백색도(L)가 가장 높고, 저장 쌀은

백색도가 낮으며 황색도(b)가 높았다. 쌀을 저장하면 저장기

간 동안 지방의 산패와 갈변반응 등으로 인하여 색이 변질되

는데(1), 본 연구에서도 정부미의 색이 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의 결과에서 저장기간이 짧은 Goamibyeo의

수분 함량이 정부미보다 높았다. 이는 쌀의 저장기간이 길어

지면 수분 함량이 감소한다는 일반적인 사실(1)과 같은 결과

이다. 단백질, 지방 및 회분 등의 일반 성분은 국내산 쌀 두

가지에 비하여 수입산 정부미가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다.

두 가지 정부미 모두 가공용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아밀로오

스 함량이 13% 이하로, 이는 빵이나 국수 등의 가공용에

적합한 쌀의 아밀로오스 함량이 22% 이상인 것(27,28,31)에

비하여 가공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하였다.

건조된 쌀의 단단한 정도는 Table 4와 같이 수입 정부미

가 가장 단단하였으며 물을 흡수시킨 후에도 수입 정부미가

가장 단단하였다. 이런 단단함의 정도는 전분 손상도와 연관

되어 불린 쌀의 경도가 가장 높은 수입 정부미의 손상 전분

함량이 Table 5와 같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손상 전분 함량이 높은 가루는 수분 흡

수율이 높으나(32), 본 연구에서는 건식제분으로 인하여 모

든 시료의 전분 손상도가 높았고 따라서 수분 흡수율도 높기

때문에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Perdon 등(24)은

저장조건에 따라서 쌀의 수분 흡수율이 증가한다고 하였으

나, 본 연구에서는 저장 쌀의 수분 흡수율이 특별히 더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저장에 따라서 수분 흡수율이 증가하

더라도 두 가지 정부미의 아밀로오스 함량이 Goamibyeo보

다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분 흡수율이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루의 수분 흡수율은 가루의 가공적성을 결정하

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로서(24,25,33,34) 손상 전분의 함량과

도 관계가 있지만, 또한 아밀로오스 함량과도 관계된다(35).

가루의 호화 점도 특성은 Table 6과 같이 국내산 정부미

의 호화 점도가 가장 높고 수입산 정부미의 호화 점도가 가

장 낮다. 쌀을 장기 저장하면 paste의 점도가 증가한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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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pecific volume (SV) and firmness of rice bread

Sample Water (%) SV (mL/g)
Crumb hardness (g)

Firmness rate
2 hr storage 24 hr storage

Wheat 63 4.6 81.8±5.9 309.9±24.0 3.8

Goamibyeo
120
130
140

4.3
b1)

4.4
ab

4.6
a

38.7±3.2b
48.6±4.2a
34.9±3.2c

112.6±16.3c
121.3±14.9b
135.5±24.8a

2.9
2.5
3.9

SDR
120
130
140

5.5
a

5.2ab

5.0
b

ND
2)

ND
ND

ND
ND
ND

－
－
－

SIR
120
130
140

4.9
4.7
4.7

ND
ND
ND

ND
ND
ND

－
－
－

SDR: stored domestic rice, SIR: stored imported rice.
1)Within a column of ric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ND: Not determined.

Table 8. Textural characteristics of dry flat rice noodles

Rice Breaking force (kg) Distance (mm)

Goamibyeo
SDR
SIR

0.4±0.1
0.3±0.1
0.4±0.2

3.8±1.0
3.7±1.2
4.2±1.5

SDR: stored domestic rice, SIR: stored imported rice.

Table 9. Cooking properties of cooked flat rice noodles

Rice Cooking lose
Tensile strength

Rmax (kg) Distance (mm)

Goamibyeo
SDR
SIR

9.3±0.2a1)
6.4±0.6b
7.6±1.0b

0.10±0.04a1)
0.05±0.01b
0.05±0.02b

10.8±3.4a
15.0±3.1c
13.3±4.3b

SDR: stored domestic rice, SIR: stored imported rice.
1)Within a colum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3)고 알려져 있으나, Zohu 등(36)은 저장기간, 저장온도, 수

분 함량 등에 따라 점도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고 하였다. Zohu 등(36)의 결과는 수분 함량이 12.9～13.6%

일 때 peak viscosity가 증가하지만 8.8～10.7%일 때는 오히

려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정부미는 두 가지 모두

높은 호화 점도를 나타내어 일반적인 수분 함량으로 저장된

쌀의 전형적인 호화 특성이 관찰되었다. Breakdown vis-

cosity는 Goamibyeo보다 유의적으로 매우 높아서 점도의

안정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Zhou 등(36)은 저장기간이

길어지면 쌀 전분의 구조가 점점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호화

전분의 breakdown viscosity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저장 정부미는 breakdown viscosity가 오히려

Goamibyeo보다 높았다. 이러한 특성은 정부미의 저장 전의

전분의 호화 특성을 알 수는 없으나 정부미에 포함된 쌀의

특성에서 유래하여 breakdown viscosity가 저장과 관계없

이 원래부터 높은 쌀로 예측된다.

가루의 제빵 적성을 조사한 결과 Table 7과 같이 쌀가루

에 HPMC 3%를 첨가하여 빵을 만들었을 때 수분 첨가량에

따라서 빵의 SV가 구운 직후에 측정하면 4.3～5.5로 대조구

인 밀 빵(4.6)과 거의 유사하거나 오히려 부피가 증가하였다.

Goamibyeo의 경우 수분 첨가량에 따라서 빵의 부피가 증가

하고 단단한 정도에 차이가 있다. 140% 첨가하면 빵의 부피

가 가장 크지만 노화도(firmness rate)가 증가하기 때문에

130% 수분 첨가량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분을

많이 첨가할 경우 저장기간 동안에 노화 정도가 더 증가하였

다. 그러나 저장 쌀은 oven spring 후 빵을 실온으로 식히는

동안 빵의 모양이 유지되지 못하고 가라앉아서 crumb 조직

의 단단함을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밀로오스 함량이 적은 쌀로 빵을 만들면 구운 후 식히는

동안 모양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Han 등(28)의 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Goamibyeo는 건식제분을

하였어도 SV가 4.5까지 되도록 부풀고 oven spring 후에도

모양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 저장된 정부미는 발효와 굽

기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식은 후에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여 100% 쌀 빵을 제조하는데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공용으로 공급되는 정부미를 제

빵에 이용하기 위하여 밀과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하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수의 원료로 쌀을 밀과 대체하기 위하여 쌀가루의 제면

성을 시험하였다. 쌀국수에 적합한 품종으로 알려진 Goa-

mibyeo를 대조구로 하여 두 가지 정부미로 만든 건면의 품

질은 Table 8과 같이 국수의 단단함과 신장성에 유의적 차이

가 없었다. 그러나 조리된 면의 품질 특성은 Table 9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정부미와 Goamibyeo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국수의 조리 손실률은 Goamibyeo가 오히

려 높았으나 삶은 국수의 물성은 정부미가 Goamibyeo보다

무른 성질을 나타내었다. 즉 삶은 국수의 tensile strength는

Goamibyeo 국수의 탄성(Rmax)이 높고 신장성(distance)이

낮았다. 쌀국수를 만들기에 적합한 품종으로 알려진 Goa-

mibyeo로 만든 국수와 비교하여 정부미로 만든 국수는 조리

손실률은 적으나 국수의 탄성이 약하기 때문에 100% 정부

미만으로 국수를 제조하는 것보다 밀가루 또는 고 아밀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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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전분을 함께 첨가하여 쌀국수를 제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가공용으로 공급되는 국내산 정부미와 수입산 정부미의

품질 특성을 조사하고 빵이나 국수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

여 제빵 및 제면성을 시험하였다. 두 가지 정부미 모두 가루

의 백색도가 낮고 황색도가 증가되어 저장된 쌀의 색의 특성

이 관찰되었고 아밀로오스 함량이 13% 이하로 국수나 빵을

만드는데 적합한 고 아밀로오스(22% 이상) 쌀로 사용하기

에는 부적합하였다. 낟알의 경도는 수입산 정부미가 가장

단단하였지만 제분된 가루의 손상 전분 함량과 수분 흡수율

은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수입산 정부미의 호

화 점도가 높고 국내산 정부미의 호화 점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두 가지 모두 저장되지 않은 가공용 쌀 Goamibyeo

에 비하여 높은 점도를 나타내어 일반적인 저장 쌀의 호화

특성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저장기간에 따라서 감소된다고

알려진 breakdown viscosity는 정부미가 오히려 높은데 이

는 저장에 따른 효과보다 정부미 자체 전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된다. 두 가지 정부미 모두 빵의 발효와 굽기

과정까지는 우수한 제빵성이 관찰되었지만 굽기 후 식히는

과정에서 빵의 모양이 유지되지 못하고 가라앉아서 100%

쌀 빵을 만들기에 부적합하였다. 100% 쌀로 만든 국수의

조리 손실률은 정부미가 Goamibyeo보다 적었지만 국수의

탄성이 적고 신장성이 커서 무른 특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가공용으로 공급되는 국내산 및 수입산 정부미를 빵이나 국

수 등의 원료로 이용하려면 밀가루 또는 제면 제빵성이 우수

한 곡류를 혼합하여 반죽의 물성을 개량한 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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