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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육성 조 및 수수 전분의 이화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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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starch characteristics of foxtail millet (FM) and sorghum (SG) cultivars grown
in Korea. The amylose contents were 29.42 and 6.42% in the Daname and Samdachal FM cultivars, and 9.09 and 11.11%
in the Nampungchal and Sodamchal SG cultivars, respectively. The amylopectin polymeriz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est degree of polymerization (DP) was in the range of DP13-24 for all samples, at approximately 60%. The resistant
starch content was very low (<0.10%) among the FM and SG cultivars. The starch gelatinization analysis showed low
setback values in the Samdachal and Nampungchal cultivars. The gelatinization enthalpy, calculated based on an endothermic
reaction,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the SG cultivars bu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Samdachal FM cultivars
than in the Daname FM cultiv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might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FM and
SG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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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 식생활의 서구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소비자들의 식생활 패턴이 변화되어 영양섭취 불균형으

로 인한 순환기 및 대사성 질환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질병들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식생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잡곡류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다(Kim 등. 2014). 잡곡류는 쌀을 제외한 보리,

밀, 콩, 옥수수, 조, 기장, 수수 및 율무 등을 뜻하며(Kim과 Lee,

2006) 식이섬유, 올리고당이 다량 함유하고 있어 대장질환 예방

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등, 2006).

조(foxtail millet, Setaria italica Beauvious)는 1년생 초본으로

요수량이 적고 수분조절 기능이 높아서 가뭄에 강할 뿐만 아니

라 밀, 보리, 콩 등의 재배가 어려운 척박한 토양에서도 생육이

좋은 작물이다. 국내에서 수확되고 있는 조는 열매가 작고 둥근

형태로 메조와 차조로 구별되며 아밀로스 함량은 메조 전분이 약

28%, 차조 전분이 약 8%로 알려져 있다(Woo 등, 2012). 또한 수

분 및 섬유질 함량은 메조와 차조가 유사한 함량을 가지고 있으

며 맛이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배변을 쉽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

고 대장암 예방 등의 다양한 기능성이 보고되고 있다(Ha와 Lee,

2001). 수수(Sorghum, Sorghum bicolor L. Moench)는 외떡잎식물

벼목 화본과의 한해살이풀로 주로 식용되고 있으며 밀, 옥수수,

쌀, 보리와 함께 주요 식량작물 중의 하나이다(Ko 등, 2013). 수

수는 식이섬유, 페놀화합물 등의 유효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

어, 수수에 대한 항산화, 항균활성과 페놀산, 플라보노이드, 탄닌

성분 등의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된 바 있다(Dykes와 Rooney,

2006; Ko 등, 2013).

전분은 식량작물에 많이 들어 있는 저장 다당류로서 사람과 동

물의 에너지원으로 가장 중요한 영양소이다(Chung과 Lim, 2014).

식품 및 공중보건산업 분야에서 전분함유 식품은 밥이나 빵처럼

곡물 자체로도 사용되기도 하며, 단백질 및 섬유질 등을 분리하

여 전분만을 추출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전분이 가지는 겔 형성

능, 수분결합력, 팽윤력, 점성, 필름형성 등의 기능을 식품에 부

여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전분을 이용하여 제과, 제빵, 튀

김, 제면, 육제품, 주류 등 다양한 식품에 적용하고 있다(Han과

Lee, 2014). 식품 및 공중보건산업에서 조와 수수를 보다 다양하

게 이용하려면 조와 수수 품종에 따른 전분 특성에 대한 기초자

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특성

을 가진 신품종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조와 수수의 연구는 기능성 및 기능성분에 대한 연구 또

는 이를 이용한 차(Ko 등, 2012), 주류(Woo 등, 2010) 및 면류

(Ko 등, 2013) 등에 적용한 연구가 발표된 바 있지만 조와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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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품종별 전분 특성에 관한 발표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품 및 공중보건산업에서 조와 수수 전분

을 다양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육성된 조, 수수의 품종별 전분의 이화학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

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전분 추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재료는 조의 경우 단아메, 삼다찰을

사용하였고 수수는 남풍찰, 소담찰을 2019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Table 1). 조, 수수에 함유된 전분을 분

리하기 위하여 시료를 분쇄한 후 Lim 등(1999)의 알칼리 침지법

을 변형하여 품종별로 전분을 추출하였다.

아밀로스 함량 분석

품종별 조, 수수 전분의 아밀로스 함량은 Juliano(1985)의 방법

에 의해 측정하였다. 시료를 분쇄한 후 100 mesh로 내린 가루

100 mg에 95% ethanol 1 mL과 1 N NaOH 9 mL을 첨가하여 분

산시키고 100oC 항온수조에 넣어 20분간 호화시킨 후 냉각하였

다. 호화액 5 mL을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옮겨담은 후 1 N

CH3COOH 1 mL과 2% I2-KI용액 2 mL을 첨가한 후 증류수를 이

용하여 100 mL이 되도록 정용한 다음 30분 동안 정색반응한 후

6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아밀로펙틴의 가지사슬길이 분석

조와 수수 전분 내 아밀로펙틴의 가지사슬길이 분포(branch

chain length distribution)는 high performance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pulsed amperometric detection (HPAEC-PAD)

(Dionex ICS-5000, Dionex Co., Sunyvale, CA, USA)을 이용하여

Suzuki 등(2006)의 방법을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즉, 시료 7 mg을

증류수 5 mL에 교반하고 3시간 동안 중탕하였다. 중탕한 시료

1 mL에 2% sodium azide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10 μL, 600 mM sodium acetate buffer (pH 4.4)를 50 μL를 교반

한 후 isoamylase (1,000 unit, Megazyme International Ltd.,

Wicklow, Ireland) 1 μL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37oC에서 반응시켰

다. 반응을 마친 시료는 1,500 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

층액을 취하여 HPAEC-PAD에 주입하고 분석하였다. 150 mM

NaOH/500 mM NaOAc와 150 mM NaOH를 이동상으로 하고

Dionex CarboPacTMPA1칼럼(3×250 mm, Dionex Co.)을 사용하여

분당 1 mL의 속도로 분석하였다. 시간에 따른 용매의 농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가용성 및 저항전분 함량

가용성 및 저항전분 함량은 McCleary 등(2002)의 방법에 따라

resistant starch Megazyme kit (Megazym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시료 100 mg에 amyloglucosidase (3 U/mL)가 포함된 pancre-

atin α-amylase (10 mg/mL) 4 mL을 첨가한 다음 37oC에 16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침전물에 2 M KOH 용액을 첨가하여 분산 및

용해시켰다. 그 다음 1.2 M sodium acetate buffer (pH 3.8)와

amyloglucosidase (330 U/mL)를 첨가하여 50oC에서 30분 동안 반

응시킨 후 가수분해된 glucose 양에 따라 가용성 전분과 저항전

분을 각각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In vitro 소화율

In vitro 전분 소화율은 Englyst 등(1992)의 방법을 변형하여 분

석하였다. Porcine pancreatic α-amylase (Sigma-Aldrich) 0.45 g을

증류수 4 mL에 분산시키고 원심분리(1,500×g, 12분)한 후 2.7 mL

의 상층액을 분리한 다음 0.3 mL amyloglucosidase (Sigma-Ald-

rich)를 첨가하여 혼합효소를 만들었다. 각 전분 시료 100 mg에

4 mL sodium acetate buffer (pH 5.2)를 혼합한 후 미리 제조한

혼합효소 1 mL와 15개의 유리구슬(지름: 4 mm)을 첨가하여 170

rpm으로 교반(37oC)하였다. 일정한 시간(0-360분) 동안 반응시킨

시료(0.1 mL)를 취하여 80% 에탄올에 혼합한 후 glucose assay kit

(Megazyme)를 이용하여 glucose 함량을 분석하였다.

호화 점도 특성

조와 수수 전분의 품종별 호화 점도 특성은 신속점도측정기

(Rapid Viscosity Analyzer, Model RVA-4, Newport Scientific

Pty, Ltd, Wariiewood, Australia)를 이용하였다. 시료 3 g에 증류수

25 mL에 분산시켜 1분간은 50oC로 유지시킨 후, 95oC로 12oC/min

의 속도로 가열한 다음 95oC에서 2분 30초간 유지시킨 후 50oC

로 12oC/min의 속도로 냉각시켜 2분간 유지시키면서 점도를 측

정하였다. RVA viscogram으로부터 최고점도, 최저점도, 최종점도,

강하점도 및 치반점도를 산출하였으며, 점도 단위는 Rapid Vis-

cosity Unit (RVU)으로 표시하였다.

열적 특성

조 및 수수 품종별로 추출한 전분의 열적특성은 시차주사열량

계(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TA Q1000 TA

instrument, New Castle, DE,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알루

미늄 팬에 시료 9 mg과 증류수 21 mg을 넣고 밀봉한 후 4oC부

터 150oC까지 5oC/min로 승온하면서 흡열 곡선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호화개시온도(onset temperature, To), 호화정점온도(peak tem-

perature, Tp), 호화종료온도(completion temperature, Tc)를 구하고

흡열피크의 면적으로부터 호화엔탈피(enthalphy for gelatinization,

ΔH)를 산출하였다.

Table 1. Information of selected foxtail millet and sorghum

Crop Cultivars Scientific name

Foxtail millet
Danamae Setaria italica L. Beauv, Daname

Samdachal Setaria italica L. Beauv, Samdachal

Sorghum
Nampungchal Sorghum bicolor L., Nampungchal

Sodamchal Sorghum bicolor L., Sodamchal

Table 2. Gradient elution program for analysis of chain-length
distribution (%)

Time (min) 150 mM NaOH
150 mM NaOH/
500 mM NaOAc

0 70 30

6 60 40

17 50 50

34 40 60

53 35 65

113 30 70

213 10 90

223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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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본 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PSS 12.0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program을 사용

하여 각 실험구간의 유의성을 검증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s에 의해 실험군간의 차이를 5% 유의수준에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아밀로스 함량 및 아밀로펙틴 사슬길이 분포

조와 수수의 아밀로스 함량 분석 결과를 Fig. 1에 제시하였다.

조의 경우 단아메 29.42%, 삼다찰 6.42%로 메성인 단아메의 아

밀로스 함량이 높았다. 이는 찰보리가 메보리보다 아밀로스 함량

이 낮다는 Kim 등(1999)의 보고와 일치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은

취반에 용이하다고 발표하였다. 수수의 경우 남풍찰 9.09%, 소담

찰 11.11%로 소담찰이 남풍찰보다 아밀로스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Tukomane와 Varavinit (2008)은 아밀로스 함량은 전분의

호화 및 노화, 점도, 물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조와 수수 전분의 품종별 아밀로펙틴 사슬길이 분포는 Hanashiro

등(1996)이 발표한 아밀로펙틴중합도(DP, degree of polymerization)

에 따라 DP6-12, DP13-24, DP25-36, DP≥37로 분류한다는 기준

을 근거로 하여 Table 3에 나타냈다. 그 결과 조와 수수 모두

DP13-24 함량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는 단아메, 수

수는 소담찰이 높은 함량을 보였다. DP≥37 분포의 경우 조는 삼

다찰이 1.51%로 단아메보다 높았으며, 수수는 남풍찰이 1.28%로

소담찰보다 높은 함량을 보였다. 다수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쌀,

밀 등과 같은 주요 식량작물에는 아밀로펙틴의 단쇄사슬 비율이

장쇄사슬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owittaya와 Lumdubwon,

2014; Cho 등, 2017). Kim 등(2007)은 아밀로펙틴중합도의 비율

중에서 단쇄비율이 장쇄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품종이 식미

특성이 우수하다고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의 경우 삼다찰,

수수는 남풍찰이 단쇄인 DP6-12 사슬분포가 다른 품종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품종간의 함량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가용성 및 저항전분

저항전분은 건강한 사람의 소장에서 흡수가 잘되지 않는 전분

으로서 식이섬유와 같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어 대장 환

경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Englyst 등, 1992; Sajilata 등,

2006). 이에 따라 식품 산업에서는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소비자

들이 증가함에 따라 저항전분이 높은 원료에 대해 관심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도 조와 수수의 품종별 저항전

분 함량을 검토하기 위하여 효소적 반응방법을 통해 가용성 및

저항전분 함량을 측정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Table 4). 조의 가

용성 및 저항전분 함량을 측정한 결과 가용성 전분은 단아메

92.79%, 삼다찰 95.43%였으며 저항전분은 단아메 0.07%, 삼다찰

0.02%의 함량을 보였다. 수수는 가용성 전분 함량이 남풍찰

96.93%, 소담찰 96.35%로 확인되었고, 저항전분은 남풍찰 0.02%,

소담찰 0.01%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와 수수 전분의 품종

별 저항전분 함량은 0.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함량을 보였다.

밭작물인 조와 수수는 재배 및 수확시기와 그 해 기후 및 토양

등의 환경에 의한 차이에 의한 함량 변이가 있어(Kim 등, 2010),

장기적으로 같은 품종별로 재배환경에 따른 저항전분 함량 변이

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추

후 조와 수수를 활용하여 다이어트 소비자들을 위한 소재 개발

을 위하여 저항전분 함량이 높은 품종 육성, 품종별 저항전분 함

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이를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 등의 연구

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n vitro 소화율

조와 수수의 품종별 in vitro 전분 소화율은 α-아밀라아제와 글

루코아밀라아제 두 가지 효소처리 후 일정 시간동안 생성된 글

루코오스 함량을 분석하였으며, 240분 반응 후에 생성된 글루코

Fig. 1. Amylose contents (%) of starches from foxtail millet and

sorghum cultivars. a,bDifferent letters with the same crop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able 3. Amylopectin chain length distribution of starches from foxtail millet and sorghum cultivars

Crop Cultivars
Amylopectin chain length distribution (%)

DP6-12 DP13-24 DP25-36 DP≥37

Foxtail millet
Danamae 28.29±0.23b 59.63±0.38a 10.71±0.35b 1.38±0.26b

Samdachal 28.76±0.01a 58.37±0.07b 11.37±0.04a 1.51±0.02a

Sorghum
Nampungchal 27.70±0.12a 59.35±0.04b 11.68±0.09b 1.28±0.07a

Sodamchal 26.88±0.09b 59.83±0.13a 12.08±0.16a 1.22±0.06b

1)a,bDifferent letters with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2)Mean±standard deviation (n=3).

Table 4. Soluble and resistant starch contents (%) of starches

from foxtail millet and sorghum cultivars

Crop Cultivars Soluble starch Resistant starch

Foxtail millet
Danamae 92.79±0.30a 0.07±0.02a

Samdachal 95.43±0.15b 0.02±0.01b

Sorghum
Nampungchal 96.93±0.22a 0.02±0.01a

Sodamchal 96.35±0.10b 0.01±0.01a

1)a,bDifferent letters with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2)Mean±standard deviation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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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 양을 Fig. 2에 제시하였다. 조 전분의 경우 삼다찰이 단아

메에 비해 최종 글루코오스 생성량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수

수는 품종간의 유의차는 없었다. 이는 앞서 결과를 제시한 저항

전분 함량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Lee 등(2006)은 아밀로스 함량

이 낮을수록 전분 분해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원료곡의

아밀로스/아밀로펙틴 비율, 조리 시 호화정도, 입자크기, 아밀로

스 함량 및 in vitro 소화율 분석 결과를 통해 가공제품의 특성과

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Holm 등, 1987; Park 등,

2019).

호화 점도 특성

곡류의 호화점도는 전분 함량과 구조(아밀로스/아밀로펙틴 비

율, 아밀로펙틴 분자사슬 분포)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

고 있다(Cho 등, 2017). 또한 전분가루와 원료곡 가루로 분석할

때 호화점도 특성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tzgerald와

Reinke(200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미에 포함된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등 전분 외 성분들이 백미에 비해 많아 호화특성에 영

향을 준다고 보고하였으며, Yoon 등(2015)도 이러한 이유로 쌀가

루 호화점도가 전분가루 보다 낮았다고 발표하였다. 조와 수수

품종별 전분 가루의 호화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

였다. 조의 경우 최저점도는 품종간의 유의차는 없었으나, 치반

점도의 경우 단아메가 삼다찰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수

수는 최고점도, 최저점도, 강하점도는 품종간의 유의차는 없었으

나 최종점도, 치반점도 값의 경우 소담찰이 남풍찰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 치반점도는 최종점도와 최저점도의 차이를 나타내

는 값으로 전분의 노화와 연관이 되며 값이 높을수록 노화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Oh 등, 2010; Lee 등, 2016; Kim

등 2017). Lee 등(2015)은 호화특성 분석결과 최고점도와 강하점

도가 높고 치반점도 값이 낮으면 식미특성이 양호하다고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삼다찰(조)과 남풍찰(수수)이 식품 가공소재로

서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열적특성

시차주사열량계를 이용한 조와 수수 전분의 품종별 열적특성

을 분석한 결과 호화개시온도, 호화정점온도, 호화종료온도의 경

우 조는 단아메가 삼다찰 보다 높았으나, 수수는 품종간의 유의

차가 없었다(Table 6). DSC에 의한 호화 온도는 아밀로펙틴의 분

자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idley와

Bulpin, 1987). DP가 10 이하인 아밀로펙틴의 가지사슬은 전분 결

정성 내 이중나선 구조의 안정성을 감소시켜 호화 온도를 낮추

는 것으로 판단된다. DSC thermogram 상의 호화 엔탈피는 전분

의 결정성 내에 존재하는 이중나선 구조가 붕괴되는데 필요한 에

너지로 결정성의 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ou 등

2014). 흡열 반응을 기초로 한 호화엔탈피 값을 산출한 결과 수

수는 품종간의 유의차는 없었으나 조는 삼다찰이 6.55 J/g으로 단

아메(5.25 J/g)보다 높았다. 아밀로펙틴이 높은 전분이 많은 결정

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Cheetham과 Tao, 1998) 본 시

험 결과 가장 높은 아밀로스 함량을 보였던 단아메가 낮은 호화

엔탈피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2. Glucose contents (%) of starches from foxtail millet and

sorghum cultivars.

Table 5. Pasting characteristics of starches from foxtail millet and sorghum cultivars

Crop Cultivars
Pasting characteristics (RVU1))

Peak viscosity Through viscosity Break down2) Final viscosity Set back3)

Foxtail millet
Danamae 225.86±1.31b 4)0 122.67±1.39a 103.19±1.44b 227.28±4.14a 104.61±3.01a0

Samdachal 277.83±0.84a00 124.00±1.23a 153.83±2.01a 156.67±0.87b 32.67±1.15b

Sorghum
Nampungchal 365.00±2.13a00 153.50±4.13a 211.50±2.35a 184.00±3.17b 30.50±6.49b

Sodamchal 357.03±4.44a00 153.05±1.29a 203.97±3.97a 188.78±2.06a 35.73±3.39a

a,bDifferent letters with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1)Rapid Visco Units.
2)Peak viscosity minus through viscosity.
3)Final viscosity minus through viscosity.
4)Mean±standard deviation (n=3).

Table 6. Thermal properties of starches from foxtail millet and sorghum cultivars

Crop Cultivars To (oC) Tp (oC) Tc (oC) ΔH (J/g)

Foxtail millet
Danamae 68.30±0.31a 1, 2) 75.75±0.33a 80.81±0.29a 5.25±0.17b

Samdachal 55.92±0.34b00 68.26±0.09b 77.80±0.02b 6.55±0.10a

Sorghum
Nampungchal 66.29±0.49a00 71.36±0.33a 79.51±0.31a 6.83±0.51a

Sodamchal 68.98±0.08a00 73.95±0.08a 81.14±0.52a 6.43±0.37a

1)a,bDifferent letters with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2)Mean±standard deviation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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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에서 육성된 조와 수수를 식품 및 공중보건산

업에서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는 단아메, 삼다찰 수수의 경우 남풍찰, 소담찰 품종에서 전분

을 추출한 후 이화학적 특성을 관찰하였다. 아밀로스의 경우 조

는 단아메 29.42%, 삼다찰 6.42%였으며, 수수는 남풍찰 9.09%,

소담찰 11.11%로 나타났다. 아밀로펙틴중합도 분석 결과 모두 DP

13-24 함량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는 단아메, 수수는

소담찰이 높은 함량을 보였다. 조와 수수의 저항전분 함량 분석

결과 0.10% 이하로 매우 낮았다. 호화 점도 특성을 분석한 결과

노화와 연관이 되는 치반점도 값을 볼 때, 삼다찰(조)과 남풍찰

(수수)이 다른 품종에 비해 낮은 값을 보였다. 흡열 반응을 기초

로 한 호화엔탈피 값을 산출한 결과 수수는 품종간의 유의차는

없었으나 조는 삼다찰이 6.55 J/g으로 단아메(5.25 J/g)보다 높았

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조와 수수 가공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

료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보다 많은 기초자료 확보

를 위해 유전자원을 비롯한 다양한 품종을 이용한 전분 기초자

료 확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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