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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온도에 따른 건식제분용 쌀가루의 호화특성 및 지방산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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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the pasting properties and fatty acid values of
dry-milled rice flour at different storage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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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quality attributes during the storage of dry-milled rice flour, two flour
samples were obtained from two rice varieties (Hangaru (HG), Samkwang (SK)). These samples were stored at 4oC and
room temperature, respectively, and we analyzed the initial rice flour moisture content and chemical properties. The
changes in the rice flour pasting and quality properties during storage were measured for 12 months. Our results showed
that HG exhibited better pasting properties than SK, while the fat acidity of HG rapidly increased at room temperature,
resulting in short shelf-life. However, the low-temperature (4oC) storage of dry-milled rice flour could reduce the change
in the free fatty acid values of both samples. Therefore, low-temperature storage seems to contribute not only to an
increased rice flour shelf-life by reducing the fatty acid value changes but also to a reduction in the changes in pasting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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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쌀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주식으로 사용

되고 있는 중요한 식량자원이다(Choi와 Shin, 2009).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의 식품 소비 형

태가 다양해지고 서구화, 간편화 되어 가면서 쌀 소비는 갈수록

줄어들어, 연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1979년 이후 지속적으

로 감소하여 2019년 59.2 kg으로 전년 대비 약 3.0% (1.8 kg) 감

소하였다. 기후변화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한 식량안보 문제에

혼란을 겪지 않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쌀의 소비를 증가시켜 쌀 수

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쌀 소비 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쌀 소

비량 증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Kim, 2011).

쌀의 소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쌀을 밥이 아닌 다양한 형태

의 식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진행 중에

있다(Cato 등 2004; Lee 2019; Shevakani 등, 2015; We 등

2010). 밥을 제외한 쌀 가공 식품의 대표적인 예로는 떡, 면, 빵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쌀을 가루형태로 분쇄하여 이용하

는 제품들이다. 쌀을 가루형태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가

지가 있다. 첫번째는 세척, 불림, 탈수, 분쇄, 건조, 포장의 공정

을 거치는 습식제분 방법이고, 두번째는 분쇄, 포장의 공정만을

거치는 건식제분 방법이 있다(Chiang과 Yeh, 2002). 습식제분은

쌀가루의 입자가 곱고 손상전분 함량이 적어 가공 적성 측면에

서는 유리하지만, 유통기한이 짧고, 건식제분에 비해 가공비용이

높다(Yoon 등, 2016).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농촌진흥청 국

립식량과학원에서는 배유가 밀과 유사한 형태인 연질이면서 전

분입자의 형태가 둥글고, 손상전분 함량이 6.42%로 낮아 쌀가공

에 적합한 건식제분 전용 신품종 신품종 ‘한가루’ 등을 개발하였

다(Won 등, 2019). 하지만 개발된 건식 분쇄용 쌀가루 품종의 저

장기간 경과에 따른 가공 및 저장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건식 쌀가루의 저장, 유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

보를 얻기 위해 상온, 저온 저장을 하였을 때 나타나는 수분, 지

방산가 등 품질 변화를 관찰하고, 호화특성 등의 가공적성을 분

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원료곡 도정, 쌀가루 제분 및 저장

본 연구의 재료로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가공용으

로 개발한 벼 품종인 한가루(Hangaru: HG)(Won 등, 2019)와 일

반 취반용인 삼광(Samkwang: SK)을 선정하였다. 한가루는 쌀 튀

김성과 현미 튀김 정립률이 좋은 ‘대립벼1호’(Choi 등, 1994)를

모본으로, 건식 쌀가루 생산에 적합한 ‘설갱’(Kwak 등, 2017)을

부본으로 교배하여 육성된 품종이다. 2018년 실험 수행을 위해

2017년 생산된 한가루벼와 삼광벼를 각각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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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대량 구입하여 도정 및 제분하였다. 도

정은 먼저 현미기(Model SY89-TH, Ssangyoung Ltd., Incheon,

Korea)로 2회에 걸쳐 제현하고 마찰식 정미기(Model BCP-2400,

Bocheon Industry Co. Ltd., Gwangju, Korea)를 이용하여 2회 정

백하였다. 다음으로 air mill(ACM-100, Korea Pulverizing Machin-

ery Co. Ltd., Incheon, Korea)을 사용하여 평균 입자 70 µm로 건

식 제분하였다. 저장은 실제 쌀가루 유통 시 이용되는 크라프트

지(Paper bag)로 포장하였으며, 상온(25oC)과 저온(4oC)에서 2018

년 5월부터 저장을 시작하여 0, 3, 6, 9, 12개월이 되었을 때 각

각의 품질특성을 확인하였다.

SEM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품종별 백미 전분립의 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각 품종의 백미

를 횡으로 절단한 후 탄소 테이프 위에 고정시키고 이를 주사전

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TM3000, Hitachi,

Tokyo, Japan)을 이용하여 15kV의 가속전압에서 1500 배율로 관

찰하였다.

쌀가루 이화학특성

습식 및 건식 제분한 쌀가루의 단백질, 아밀로스, 수분 및 조

지방 함량은 AOAC의 방법에 따라 6회 반복으로 측정하였다. 지

방산가는 적정법(AOAC Official Method 14.072)을 약간 변경하

여 6회 반복으로 측정하였다(Kim 등, 2007). 먼저 쌀가루 20 g에

50 mL benzene을 넣고 30분 진탕하여 유리 지방산을 추출하였

다. 이를 원심분리하여 상등액 25 mL를 취한 후, 동량의 alcohol-

phenolphthalein을 혼합하여 0.0178 N KOH 용액으로 분홍색을 띌

때가지 적정하였으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Fat acidity (%)=10×(titration−blank)/dry matter weight

쌀가루의 외관특성인 색도는 색차계(Model CR-300, Minolt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Hunter value로 명도를 나타내는 L*값

(lightness),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redness),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yellowness)을 6회 반복으로 측정하였다.

쌀가루의 호화특성

호화특성은 신속점도측정기(Rapid Visco Analyzer, Model RVA-

4, Newport Scientific, Warriewood, Australia)를 이용하여 50oC에

서 1분간 정치 후 3분 30초 동안 일정 속도로 95oC까지 상승시

키고 3분간 유지 후 다시 4분간 50oC로 냉각하여 1분 30초 정치

하는 조건으로 최고점도(peak viscosity), 최저점도(trough viscosity),

치반점도(setback viscosity), 강하점도(breakdown viscosity) 및 최

종점도(final viscosity) 등을 6회 반복으로 측정하였다(Chun 등,

2005).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통계 package (ver-

sion 9.7, 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하였으며, 데이터

는 ANOVA (분산분석)에 의해 유의성을 검정하였고,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여 통계적인

유의적 차이를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쌀가루의 품질 특성 비교

밥쌀용 품종인 삼광과 건식 제분용 품종인 한가루를 제분하여

쌀가루의 품질 특성(수분, 아밀로스, 조지방, 조단백 함량)을 확

인해 본 결과는 Table 1과 같았다. 수분 함량은 두 품종 모두 약

10%였으며, 삼광의 아밀로스 함량은 17.62%로 한가루의 아밀로

스 함량인 16.93%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는 0.69%로 미미하였

다. 조단백 함량은 삼광이 5.98%로 확인되었으며, 한가루는 7.23%

로 삼광의 조단백 함량보다 약 1.25% 높았다.

일반 유통 쌀가루의 조지방 함량은 0.3% 내지 0.5%였으며(Park

등, 1988), 삼광의 조지방 함량은 일반 유통 쌀가루와 유사한

0.37%이며, 한가루의 조지방 함량은 일반 유통 쌀가루보다 약

0.4% 높은 0.70%였다. 제분 직후 지방산가는 조지방 함량이 높

았던 한가루가 11.5 mg KOH/100 g으로 삼광의 6.19 mg KOH/

100 g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Table 1. Initial chemical properties of rice flour

Attribute 　Samkwang 　Hangaru

Moisture (%) 10.03±0.291)a 10.04±0.42a

Protein (%) 5.98±0.04a 07.23±0.02b

Amylose (%) 17.62±0.08b0 16.93±0.04a

Crude fat (%) 0.37±0.14a 00.70±0.06b

Fat acidity (mg KOH/100 g) 6.19±0.50a 011.5±1.16b

1)Values with the same letter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Duncan multiple range test (p<0.05).

Fig. 1.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images of rice starch. A: Samkwang, B: Hang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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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0.05). 건식 쌀가루 전용 품종인 한가루와 일반 밥쌀용 품

종인 삼광의 미세구조를 확인해 본 결과는 Fig. 1과 같았다. 삼

광(Fig. 1A)의 경우 미세구조에서 나타난 전분입자의 형태는 모

두 각진 형태인 것으로 관찰되었고, 한가루(Fig. 1B)는 밀과 유사

한 구형의 전분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 구형의 전분형태를 나

타내는 한가루는 부본인 ‘설갱’과 유사한 형태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전분입자 형태는 다각형의 압축된 전분입자 형태에 비하

여 느슨하게 분포되어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의해 낮은

경도를 유지하여 제분 과정에서 전분 손상율이 낮아 건식 쌀가

루 생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ang 등, 2014; Won 등,

2019).

수분 및 지방산가 변이

쌀가루는 90% 이상이 전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량의 지방

이 포함되어 있다(Kang 등, 1995). 쌀가루 영양소 중 대부분을 차

지하는 전분은 수분과 열에 의해 그 특성이 변화할 수 있으며,

지방은 쌀가루의 산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eer

와 Stewart, 1959). 이에 따라 쌀가루는 저장 중에 지방에 의해

산패가 일어날 수 있으며, 수분과 열에 의해 전분의 호화가 일어

날 수 있다. 이러한 저장에 따른 지방의 산패와 호화특성의 변화

는 쌀가루의 가공특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2003; Zhou 등, 2003). 본 실험에서는 삼광, 한가루 두 품종을 상

온(25oC)과 저온(4oC) 조건에서 저장하여 가공특성에 영향을 주

는 조지방 등의 품질 변화를 측정하였다(Table 2). 그 변화를 각

각 측정해 본 결과 Table 2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상온 저장

에서는 삼광의 수분 함량이 저장 전에는 10.03±0.08%이었는데

저장 후에는 11.61±0.11%로 약 1.58% 증가하였으며, 한가루의 수

분 함량은 10.04±0.09%에서 11.69±0.13%로 약 1.65% 증가하였

다. 저온 저장 시 삼광의 수분 함량은 10.03±0.08%에서

10.62±0.10%로 약 0.59%만 증가하였고, 한가루의 수분 함량도

10.04±0.09%에서 10.25±0.15%로 0.21%만 증가하였다. 수분 함량

의 경우 삼광, 한가루 두 품종 모두 상온 저장보다 저온 저장하

였을 때 변화가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저온 저장 시 수분 함량

의 변화가 저장 전과 큰 차이가 없어 호화특성이 저장 전과 유

사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삼광의 조지방 함량은

0.41±0.04%이었으며, 한가루의 조지방 함량은 0.78±0.02%으로 품

종 간의 차이가 있었다. 조지방 함량이 높은 한가루 쌀가루의 저

장성이 삼광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조지방 함량은

저장기간이 길어져도 그 변화는 미미하였다(Table 2). 지방산가는

쌀의 저장 중에 지질산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인자 중

하나이다. 쌀의 지방은 저장 중에 쉽게 가수분해 되거나 산화를

일으키게 되며, 쌀의 지질이 저장 중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가수분해되거나 산화를 일으켜 hexanal 등의 물질을 증가시켜 고

미취 생성 및 쌀의 품질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Sung 등, 2011). 두 품종의 쌀가루를 상온과 저온 저

장하여 지방산가를 비교해 본 결과는 Fig. 2와 같았다. 상온 저

장하였을 때 조지방 함량이 낮은 삼광이 한가루에 비해 지질산

화가 적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가루는 저장 전 지방산가

인 12 mg KOH/100 g에 비해 약 4.8배 증가된 58 mg KOH/100 g

으로 확인되었고, 삼광은 저장 전 지방산가 5.8 mg KOH/100 g에

서 약 3.3배 증가된 19.3 mg KOH/100 g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저장 전 조지방 함량에 의한 차이로 판단되었다. 저온 저장 시에

는 한가루의 지방산가는 12개월 저장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삼광의 지방산가는 9개월까지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12개월 저장 시에는 초기

지방산가인 6.6 mg KOH/100 g에서 약 2배가 증가된 12 mg KOH/

100 g으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이는 식미권장기준 지방산가인

20 mg KOH/100 g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Lee 등, 2006). 온도가

높은 상온 저장에서 지방산화가 빠르게 일어난 것은 온도와 함

수율이 높을 경우 지방산화가 빠르게 일어난다는 Kim 등(2004)

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Kim 등, 2004). 한가루의 지방산가

는 상온에 3개월만 지나도 식미권장기준인 20 mg KOH/100 g을

넘은 27.75 mg KOH/100 g이었지만, 저온 저장을 통해 12개월 동

안 저장하여도 식미권장기준보다 낮은 10.4 mg KOH/100 g을 유

지하는 것으로 보아 저온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기간을 늘릴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2. Change of moisture contents and crude fat of two types of rice flour during different storage temperature

Storage
duration 
(Month)

Moisture contents (%) Crude fat (%)

Samkwang Hangaru Samkwang Hangaru

Room
temperature

Low
temperature

Room
temperature

Low
temperature

Room
temperature

Low
temperature

Room
temperature

Low
temperature

0 010.03±0.081)a 10.03±0.08a 10.04±0.09a 10.04±0.09a 0.41±0.04a 0.41±0.04a 00.78±0.02cd 0.78±0.02b

3 11.81±0.11b 10.00±0.10a 11.22±0.13b 09.86±0.14a 0.37±0.05a 0.49±0.07a 0.52±0.02a 0.77±0.02b

6 12.44±0.11c 10.98±0.10b 12.45±0.13c 11.43±0.15b 0.43±0.05a 0.36±0.06a 0.66±0.02b 0.80±0.02b

9 12.47±0.11c 10.83±0.10b 12.46±0.13c 11.30±0.15b 0.40±0.05a 0.46±0.05a 0.84±0.02d 0.63±0.02a

12 11.61±0.11d 10.62±0.10b 11.69±0.13b 10.25±0.15a 0.48±0.05a 0.47±0.06a 00.70±0.02bc 0.66±0.02a

1)Values with the same letter in a row are not different significantly according to Duncan multiple range test (p<0.05).

Fig. 2. Changes of fat acidities of two types of rice flour during

different temperature storage. SK: Samkwang, HG: Hangaru, RT:
Room Temperature, LT: Low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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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도 및 호화특성의 변화

상온 저장과 저온 저장한 두 품종의 색도는 백색판을 기준으

로 색도 차를 Fig. 3과 같이 분석하였다. 명도(Lightness, L*)는 두

품종 모두 저장온도와 상관없이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색도(Redness, a*)는 저장온도, 품종에 따른 차이는 관찰이 되

지 않았으며, 6개월까지 적색도가 감소하였고, 그 이후로는 유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색도(Yellowness, b*)는 저장 전

두 품종 모두 약 2.70으로 품종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두 품종 모두 저장기간이 늘어날수록 황색도가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저장온도와 상관없이 두 품종모두 약 0.80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황색도의 증가는 저장

중 지방의 산패와 단백질, 환원당 간의 갈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

단된다(Zhou 등, 2002). 이 외의 상온, 저온 저장 중에 색도의 변

화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을 정도의 차이여서 색도의 변화로 품

질 저하를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삼광과 한가루 두 품종을 상온 및 저온 저장을 하였을 때 나

타나는 호화특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점도측정기(RVA)를

이용하여 호화개시온도와 최고점도, 최저점도, 최종점도, 치반점

도, 강하점도 등 여러 가지 점도치를 측정하였다(Fig. 4). 최고점

도(peak viscosity)는 heating과 holding cycle이 반복되는 동안 기

록되는 가장 높은 점도로서 전분의 물 보유량을 의미하여, 가공

시 제품의 품질과 관련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저장 전 삼광의

최고점도는 244 RVU, 한가루의 최고점도는 178 RVU으로 기본

적으로 두 품종 간의 차이가 있었다. 상온 저장하였을 때, 삼광

의 최고점도는 246 RVU에서 298 RVU으로 약 20% 증가하였고,

한가루의 최고점도는 178 RVU에서 210 RVU으로 약 18% 증가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저온 저장을 할 경우에는

최고점도의 변화가 두 품종 모두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A). 결과적으로 쌀가루를 저온 저장한다면 가공 시 저장에

따른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최저점

도(trough viscosity)는 95oC로 온도를 상승한 후 50oC로 냉각하였

을 때 나타나는 가장 낮은 점도값으로, 저장 전 삼광의 최저점도

는 154 RVU, 한가루는 114 RVU로 나타나 품종 간의 차이가 관

찰되었다. 상온 저장 시 저장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한가루는 최

저점도가 약 114 RVU에서 142 RVU로 약 25%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삼광의 최저점도는 약 153 RVU에서 162 RVU로 약

5%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저온 저장에서는 두 품

종 모두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저점도가 증가하였는데 한가

루는 114 RVU에서 125 RVU로 약 9%, 삼광은 153 RVU에서

161 RVU로 약5% 증가하여 한가루의 경우에는 저온 저장이 상

온 저장에 비해 최점점도 증가폭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Fig. 4B). 높은 최저점도는 가열 처리 중 쌀 전분이 파괴되

는 정도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가 있었으며

(Danbaba 등, 2012), 한가루는 저온 저장 시 상온 저장에 비해 가

열 처리 중 전분 파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하점도(breakdown viscosity)는 최고점도에서 최저점도를 뺀

값으로, 호화 중의 열, 전단(shear)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는(Shim

등, 2015)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중요한 품질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하점도가 높다는 것은 최고점도와 최저점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온도 상승과정 유지과정에서 잘 팽윤되지

않고, 팽윤된 전분입자들도 열과 전단력에 저항성이 높다고 해석

할 수 있다(Sowbhagaya 등, 1994). 두 품종의 강하점도는 Fig. 4C

와 같이 나타났으며, 저장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상온 저장에서

의 삼광의 강하점도만이 초기 6개월간 88 RVU에서 136 RVU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장 전에 비해 열, 전단

에 대한 저항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가공특

성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저온 저장을 하게 되면

두 품종 모두 초기의 강하점도와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치반점도(setback viscosity)는 최종점도에서 최저 점도를 뺀 값

으로 노화 안정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인자이다(Jung 등, 2010;

Choi와 Shin, 2009). 저장 전의 치반점도는 삼광이 6 RVU, 한가

루는 30 RVU로 나타났다. 12개월 저장 시 상온에 저장한 삼광

의 치반점도는 −14 RVU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저온에 저장한 삼

광의 치반점도는 저장 전과 유사하게 유지되었다. 한가루 품종은

상온 저장 시 67 RVU로 증가하였으나, 저온에 저장한 한가루의

치반점도는 저장전의 치반점도가 유사하게 유지되었다(Fig. 4D).

치반점도가 노화안정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인자라는 점을 고

려해 보았을 때 상온 저장 한 삼광 품종은 치반점도가 감소되어

노화에 대해 안정적이지 못해 품질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Fig. 3. Changes of color properties of two types of rice flour
during different temperature storage. SK: Samkwang, HG:
Hangaru, RT: Room Temperature, LT: Low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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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점도(final viscosity)는 호화되었던 쌀가루에 존재하는 전분

액이 50oC에서 서서히 냉각되면서 무질서한 상태로 존재하던 분

자들이 나란히 배열하게 되어 분자간의 수소결합을 통해 증가되

는 점도 값을 의미하며, 최종점도 값이 높을수록 노화가 촉진된

다고 알려져 있다(Nishita와 Bean, 1979). 저장 전의 최종점도는

한가루가 삼광보다 약 40 RVU 정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는데 최종점도가 높다는 것은 전분의 결정화가 일어나기 쉽다는

Fig. 4. Changes of pasting properties of two types of rice flour during different storage temperature. SK: Samkwang, HG: Hangaru, RT:
Room Temperature, LT: Low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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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노화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Choi 등, 2012) 삼광 품

종이 한가루 품종에 비해 노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상온 저

장 시 삼광의 최종점도는 252 RVU에서 284 RVU로 약 50 RVU

가, 한가루의 최종점도는 207 RVU에서 277 RVU로 약 70 RVU

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저온 저장 시 삼광의 최종점도가 247 RVU

에서 257 RVU로 약 10 RVU만 증가하였고, 한가루의 최종점도

는 211 RVU에서 222 RVU로 약 11 RVU만 증가하였다(Fig.

4E). 두 품종 모두 상온 저장 시 최종점도의 변화에 의해 가공

후 가공 전보다 노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저온 저장

을 하게 되면 최종점도의 변화가 적어 저장 전과 유사한 노화성

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었다.

호화개시온도(pasting temperature)는 점도가 증가하기 시작한 온

도를 의미한다. 호화개시 온도는 아밀로스 함량에 의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아밀로스 함량이 높아

질수록 호화개시 온도가 상승한다(Shim 등, 2015). Lee와 Shin

(2020)의 연구에 따르면 아밀로스 함량은 가공특성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제빵 가공에 적절한 아밀로스 함량은

15.6% 내지 20.8%인 것으로 나타났다(Lee와 Shin, 2020). 삼광과

한가루 모두 제빵 가공에 적절한 아밀로스 함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Table 1), 두 품종 모두 상온, 저온에서 12개월 동안 저

장하였을 때 저장 전, 후 모두 약 68.15oC로 통계적으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Fig. 4F). 이는 아밀로스 함량의 차이가 미미

할 때에는 이 차이가 호화온도 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Han과 Hamaker (2000)의 결과로부터 저장 중 아밀로스 함

량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Han과 Hamaker,

2000). 전체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변화를 확인해 보았을 때 두

품종 모두 저온 저장은 초기의 점도와 전체적으로 비슷한 양상

을 나타내는 반면 상온 저장의 경우 삼광은 저장기간이 길어질

수록 최고점도는 높아지고 최종점도가 높아지지만, 최저점도는

유사하게 유지되는 양상의 패턴이 확인되었으며(Fig. 4G) 한가루

는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최고, 최저, 최종 점도 모두 증가하는

양상의 패턴이 확인되었다(Fig. 4H).

저장 전 호화특성을 통한 가공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한가루

가 노화 안정성이 높고, 호화 중 열, 전단에 대한 저항성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가공특성이 삼광에 비해 좋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가루는 높은 조지방 함량에 의한 지방산

가가 높게 나타나 저장 중 품질 변화가 삼광에 비해 클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저온 저장하게 되면 가공특성과 품질 저하를

12개월까지 저장 전의 상태와 유사하게 저장할 수 있었다. 일반

가정에서 저온 저장을 통한 쌀가루의 품질 저하와 가공특성의 변

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량의 쌀가루 저장을 위

한 포장재, 도정방법, 제분방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요 약

건식 제분용 쌀가루 전용 품종인 한가루와 밥쌀용 품종인 삼

광의 호화특성을 비교해 가공특성을 확인해 본 결과 한가루가 삼

광에 비해 노화 안정성이 높고, 호화 중 열, 전단에 대한 저항성

이 낮아 가공특성이 좋을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조지방, 조단백

함량이 삼광에 비해 높아 저장 시 주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호화특성은 상온 저장 시 12개월 저장 시 두 품종 모두

변화하였고, 그로 인해 가공특성이 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

가루는 상온 저장 시 지방산가의 변화도 크게 나타나서 식미권

장기준 보다 높은 지방산가를 나타냈다. 하지만 저온 저장을 하

게 되면 두 품종 모두 호화특성을 초기와 유사하게 유지가 가능

했으며, 한가루는 지방산가의 변화도 감소하여 식미권장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었다. 가공특성은 우수하지만 저장성이 좋지 않

은 건식 제분용 쌀가루인 한가루는 저온 저장하여 저장성도 높

일 수 있고, 가공특성도 저장 전과 유사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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