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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제조시 찹쌀의 수침조건에 따른 찹쌀과 수침액의 미생물상,

효소활성 및 미세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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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teeping periods and temperatures of waxy rice on the
microflora and enzyme activities of steeping water and waxy rice, as well as on the microscopic structures of waxy rice
during the preparation of gangjung. When the steeping water was 15 and 35oC, yeast and lactic acid bacteria were the
major microflora after 1 day. After 11 days, Lactobacillus spp. were the major bacteria, while Bacillus spp. were the
primary microflora after 21 days. At 25oC the primary species were Bacillus spp., Leuconostoc spp., and Bacillus spp. after
1, 11 and 21 days, respectively. The α-amylase activity of steeping water increased proportionally with the increase of
temperature and period, while the protease activity tended to increase for 11 days, but decreased at 21 days. The enzyme
activities of the steeped waxy rice, especially the α-amylase activity, decreased with higher steeping temperature, while the
β-amylase and glucoamylase activity remained constant for up to 21 days. Observation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indicated that intracellular cleavage of steeped waxy rice endosperm resulted in a rough surface morphology due to the
exposure of polygonal starch granules. Tiny pinholes on the surface of waxy rice starch granules were also observed after
steeping for 11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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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강정은 찹쌀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과자 중 하나

로 제조방법은 고문헌의 기록에서부터 계절, 지역, 명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인 강정은 장기간 수침한 찹

쌀을 호화시키고 공기를 유입한 다음 일정한 크기로 성형하여 건

조, 유탕 팽화하여 엿이나 꿀을 바르고 세반, 깨, 콩, 잣 등을 묻

혀 만든다. 강정은 고유의 독특한 조직감과 맛을 지니고 있어서

한과류 중 가장 선호도가 높으며(1) 현대인의 기호식품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강정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

본의 미과(米菓)와 같이 국내외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

해 제품의 다양화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제조공정에

대한 식품과학적 해석이 부족하여 아직까지 많은 부분을 수작업

에 의존하고 있으며 균일한 제품의 생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강정의 품질특성은 찹쌀의 수침기간(2-5), 제분방법(6,7), 꽈리

치기와 증자의 조건(3,8), 반대기 건조조건 및 부재료의 첨가(9,10)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강정의 품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

침공정은 장시간을 요하고 수침을 위한 별도의 공간 확보가 필

요하여 경제성의 문제, 폐수발생 및 위해미생물의 번식 등 식품

위생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11) 수침공정의 기전

을 밝히고 수침공정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강정 제조 시 수침공정은 찹쌀의 성분이나 구조를 일부 변형

시켜 팽화하기에 적합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

러한 찹쌀의 성분이나 구조의 변화는 수침단계에서 발생하는 미

생물 및 이들이 분비하는 효소작용에 의해 유도된다고 보고되었

다(11-13). 또한 수침기간이 경과할수록 원료찹쌀의 단백질, 지질,

무기질, 당, 유기산 함량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아 강정

제조를 위한 장기간의 수침공정은 자연발효에 의한 생물학적 변

화를 일으키는 과정이다(14). 그러나 강정 제조를 위한 수침공정

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찹쌀의 이화학적, 물리적 변화 위주로 이

루어져 수침공정의 과학적 규명과 산업화를 위한 공정단축을 위

해서는 미생물학적, 효소학적, 구조적 특성 파악이 필요하다. 그

러나 보고된 미생물 및 효소 관련 연구는 수침조건 중 수침온도

에 국한되어 조사되었고, 일부 특정 미생물 및 효소로 제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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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수침온도 및 수침기간을 다양화하여 수침동안 수침액

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 분포 양상과 이들이 생

성하는 효소들의 활성 뿐 아니라 찹쌀 자체 유래 효소작용 및 찹

쌀의 미세구조 변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침조건에서 수침액의 미생물상

변화와 수침액과 수침찹쌀의 효소활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

한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이용하여 찹

쌀의 미세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수침 시 미생물과 효소의 작용이

찹쌀 전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찹쌀은 전북 익산에서 2003년 추수한 백운찹쌀로 10분도로 도

정한 것을 구입하여 4oC에서 저장하면서 사용하였다.

찹쌀가루 제조

전보(15)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찹쌀가루 제조를 위해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용기에 찹쌀 3 kg에 3차 증류수 7.5 L를 넣고 수

침온도(15, 25, 35oC)와 수침기간(1, 11, 21일)을 달리하여 수침하

였다. 수침동안 하루에 한 번씩 휘저어 주었고 수침이 완료되면

수침액은 시약병에 담아 −80oC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분석에 사

용하였다. 찹쌀은 수돗물로 3회 수세하여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물기를 제거한 후 roll mill(DK104, Donggang, Daegu, Korea)을

이용하여 2회 분쇄하였다. 이때 roll 간극은 각각 0 mm와 2 mm

로 조절하였으며 찹쌀가루는 20 mesh를 통과시켜 −20oC 냉동고

에 보관하면서 시료로 사용하였다.

수침액의 미생물 변화

찹쌀 수침동안 수침액의 미생물 균총 변화는 Chun 등(16)의 방

법을 변형하여 관찰하였다. 총균수, yeast와 mold, coliform bacteria

는 Petrifilm TM(3M, St. Paul, MN, USA)을 사용하여 배양하였

다. 일반 젖산균은 MRS배지, 젖산간균은 modified MRS배지,

Leuconostoc spp.는 phenyl alcohol sucrose agar(PES)배지를 사용

하여 조사하였으며, Bacillus spp.에는 tryptone glucose extract

agar (TGE)를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배양 시, 수침액을 1 mL씩

골고루 취한 다음 멸균식염수로 희석한 후 선택배지 plate상에 도

말하여 Leuconostoc spp.는 18oC, 젖산간균은 38oC, 나머지 미생

물용 plate는 30oC에서 24-48시간 동안 배양하여 colony를 계수하

였다.

수침액과 수침찹쌀가루의 효소활성

효소활성 측정을 위하여 수침액은 희석하여 사용하였고, 수침

찹쌀가루는 시료 10 g에 증류수 200 mL를 가한 후 실온에서 4시

간 진탕하고 No. 1 여과지(Whatman, Maidstone, UK)로 여과한

여액을 조효소액으로 사용하였다.

α-Amylase의 활성은 Park과 Oh(3)의 방법에서 기질의 양을 변

경하여 측정하였다. 즉, 0.02 M phosphate buffer(pH 6.9)에 녹인

1% 전분 용액 2 mL에 미리 조제한 효소액을 1 mL 첨가하여 40oC

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여기에 1 M 초산 10 mL로 반응을 정지

시키고 N/3000 요오드 용액 10 mL를 넣어 6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효소액 1 mL가 나타내는 흡광도의 차(blank-시료)를 1

unit으로 표시하였다. β-Amylase 활성은 DNS법(17)으로 측정하였

으며, 0.4 M acetic acid buffer(pH 4.8)에 녹인 0.5% 전분 용액

2 mL를 시험관에 넣고 30oC 수조에서 예열한 후 조효소액 1 mL

를 가하여 1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용액과 동량의 DNS 시약을

넣고 끓는 물에 5분간 반응시킨 후 빨리 냉각시키고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다음 효소액 1 mL가 1 mg의 maltose를 유리시

킬 때의 효소량을 1 unit으로 계산하였다. Glucoamylase 활성은 β-

amylase 활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glucose를 이용하

여 표준곡선을 작성한 후 효소액 1 mL가 1 mg의 glucose를 유리

시킬 때의 효소량을 1 unit으로 계산하였다.

Protease 활성은 Anson법(13)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Acid pro-

tease는 0.4 M lactic acid buffer(pH 3.0)를, neutral protease는 0.1

M citric acid buffer(pH 7.2)를, alkaline protease는 0.1 M boric

acid buffer(pH 9.0)를 각각 이용하여 조효소 추출액을 제조하였다.

Lipase 활성은 Funatsu 등(18)의 방법에 따라 적정용액 농도만

조정하여 0.5 M KCl 1 mL에 0.005 M CaCl
2
 1 mL, 조효소액 1

mL 및 증류수 7.3 mL를 가하여 35oC에서 10분간 가온한 후,

tributyrin 0.2 mL를 가하여 15분간 반응시킨 다음 효소작용을 정

지시키기 위해 100oC에서 2분간 가열한 후 0.001 N NaOH로 fatty

acid를 적정하였다. 대조구는 조효소액 대신 증류수를 사용하여

위와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미세구조

수침찹쌀, 수침찹쌀가루 미세구조 변화는 MacMaster(19)의 방

법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수침찹쌀, 수침찹쌀가루를 Karnovsky’s

fixative에 1시간 동안 실온에서 약한 진공상태로 고정한 후 4oC

에서 24시간 동안 고정하였다. 시료를 0.05 M cacodylate buffer로

10분씩 3회 씻어준 후 1% osmimum tertroxide(buffered in 0.05

M cacodylate buffer)로 후고정하였다. 후고정 시킨 시료를 증류수

로 3회 씻고 탈수과정을 거쳐 금으로 코팅한 후 주사전자현미경

(S-2460N, Hitachi, Tokyo, Japan)으로 관찰하였다.

통계분석

수침액 및 수침찹쌀가루의 미생물상, 효소활성은 1회 수침한

시료에 대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측정결과에 대해 수침온도

와 수침기간의 효과를 보기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 way analysis

of variance)을 수행하였고, 시료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Duncan

의 다중비교를 수행하였다(α=0.05).

결과 및 고찰

수침액의 미생물상

수침온도와 수침기간에 따른 찹쌀 수침액의 미생물상 변화는

Fig. 1과 같다. 수침기간별로 총균수, lactic acid bacteria, Lactoba-

cillus spp., Leuconostoc spp., Bacillus spp.은 모두 1일 수침 시

검출되었고 11일에 증가한 후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였다. Coli

form은 1일에 검출되었으나 11일 이후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토양 등에 의해 오염된 원료 찹쌀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또한

yeast는 15oC에서 1일 수침시 1.4×106 CFU/mL로 가장 많이 검출

되었으며 수침온도와 수침기간이 증가할수록 서서히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냈다.

 수침온도별로는 25oC에서 가장 많은 미생물 균체가 관찰되었

고 15oC와 35oC에서는 이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미생물이 관찰

되었다. 각 온도에서 미생물이 가장 많이 검출된 11일 수침시의

우세균주(108 CFU/mL 이상)를 보면, 15oC에서는 Lactobacillus

spp., Leuconostoc spp.이었고, 25oC에서는 lactic acid bacteria,

Lactobacillus spp. 및 Bacillus spp.이었으며, 35oC에서는 Lactoba-

cillus spp., Leuconostoc spp. 및 Bacillus spp.로 나타났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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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illus spp.은 수침온도 25oC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수침온

도 15oC와 35oC에서는 수침 1일에는 yeast와 lactic acid bacteria

가 각각 많이 검출되었고, 수침 11일에는 Lactobacillus spp., 21일

에는 Bacillus spp.가 동일하게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 25oC에서는

수침 1일에는 Bacillus spp., 수침 11일에는 Leuconostoc spp., 21

일에는 Bacillus spp.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찹쌀의 11

일 이상의 장기수침에 따라 수침액에 존재하는 주요한 미생물은

Lactobacillus spp., Leuconostoc spp. Bacillus spp.로 나타났다.

Chun 등(16)은 찹쌀 수침기간 동안 Lactobacillus spp, lactic acid

bacteria 및 Leuconostoc spp.가 우세균총으로 나타났다고 하였고,

Park(13)은 찹쌀 수침액에 존재하는 주요한 미생물은 Bacillus spp.

와 Lactobacillus spp.로 이들 두 균주는 찹쌀 수침액에 전분분해

효소를 분비하여 전분을 가수분해시켜 maltose, glucose 등 유리

당을 생성시키고 또한 이러한 당을 이용하여 lactic acid, acetic

acid 등의 유기산을 생성시킨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미생물 발

효에 의해 생성된 유기산과 효소작용으로 생성된 지방산이 수침

액을 산성화 시키면서(3,13) 유과의 고유한 향미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20)도 보고되었다. 고문헌에 의하면 ‘시큼하게’, ‘쉰내

가 나도록 수침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이는 젖

산균에 의한 젖산발효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13). 또한 이들 유기산이 전분의 amylopectin 사슬

사이에 형성된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을 쉽게 용출시켜 찹

쌀가루의 점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강정의 팽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21) 강정의 독특한 질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수침과정은 젖산발효와 Bacillus

spp.에 의한 발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생각된다. 각각

의 연구에서 미생물 균총의 차이는 찹쌀의 품종, 수침에 사용한

물의 차이로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는 수침액으로 3차 증류수를

사용하였고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였으므로 물이

나 공기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수침에 따른 수침액과 수침찹쌀가루의 효소활성 변화

수침온도와 수침기간이 수침액의 효소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

원분산분석한 결과(Table 1), 모든 효소가 수침기간, 수침온도 및

교호작용에 의해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α-amylase, β-amylase 및 glucoamylase 등 전분 관련 효소와 pro-

tease가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효소들은 수

침온도보다 수침기간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찹쌀의 장기수침에 따른 수침액의 가수분해 효소 α-amylase,

β-amylase, glucoamylase, protease 및 lipase 활성의 변화는 Table

2에 나타냈다. 전분분해와 관련된 효소 중, α-amylase의 활성은

수침온도와 수침기간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모든

온도에서 수침 1일에 1.54-1.79 Unit의 활성을 보였으나 11일에

급격히 증가하여 5.06-6.38 Unit의 활성을 나타냈으며, 이후에는

완만하게 증가하여 21일에는 6.18-6.78 Unit을 나타냈다. β-Amy-

lase와 glucoamylase 활성은 15oC에서는 수침동안 증가한 반면에

25oC와 35oC에서는 수침 11일에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여 α-amylase 활성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찹

쌀 수침액의 효소활성을 살펴 본 다른 연구 결과들(11,21-23)에

의하면 수침액의 α-amylae활성은 수침기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였으나 β-amylase와 glucoamylase의 경우는 증가하더라도 그 변

화량이 적거나, 큰 변화가 없거나 또는 수침기간에 따라 감소하

다가 증가하는 등 연구자마다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

는 원료 찹쌀과 찹쌀 수침조건에 따라 미생물의 작용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분비되는 효소활성의 차이 때문이라 생각된다

(16).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수침과정 중 21일까지

α-amylase에 의해 무작위로 찹쌀전분의 α-1,4-glycosidic linkage가

분해되어 maltodextrin을 많이 형성하고, β-amylase에 의해 maltose

단위로 소량 분해되며, 수침이 장기화되면서 glucoamylase에 의

해 glucose 단위로 분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Protease 활성의 경우 수침온도가 증가할수록 활성이 증가하였

으며, 수침기간별로는 수침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다가 수침

21일에 감소하였는데 이는 Park(11)이 30oC에서 수침 10일까지

protease가 증가하였다는 보고와 Chun 등(16)의 보고에서 25oC에

서 15일까지 급속한 증가 경향을 보인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Lim(23)은 protease 활성이 최고치를 보인 후 감소하는 것은 미생

물에 의해 생성된 효소가 용출물과 함께 침전을 형성하기 때문

이라 설명하였다. 한편, 산성, 중성, 알칼리성 protease 활성 중에

서는 산성 protease 활성이 가장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protease

활성이 미생물 발효에 의해 생성된 유기산의 영향으로 낮아진

pH에서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수침찹쌀의 일반성분 중 단백질

Fig. 1. Microfloral change of bacteria and yeast in steeping water
during steeping of waxy rice at 15, 25, and 3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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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경향과 일치한다는 보고(11)와 유사한 결과이다.

Lipase는 15oC에서는 21일에 약간 감소하였고 25oC에서는 11일

에 증가하여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35oC에서는 수침기간

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침시 찹쌀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수침액의 효소활성 측면에

서 살펴보면, 11일에 protease의 급격한 증가로 찹쌀 표면의 단백

질이 분해되면 α-amylase가 찹쌀 내부의 전분에 보다 쉽게 접근

하여 α-1,4 결합을 분해하고, 21일에 glucoamylase 활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분을 glucose 단위로 절단해 주는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

Table 1. F-values for the enzyme activity of steeping water at different steeping conditions

Source of
variances

α-Amylase β-Amylase Glucoamylase
Protease 

Lipase
Acid Neutral Alkali

Temp. 0033.58*** 577.23*** 0741.50*** 0250.79*** 3179.06*** 04747.05*** 5.68*

Time 1752.97*** 621.94*** 2763.85*** 4457.93*** 4333.60*** 63728.4*** 4.82*

Temp*Time 0006.90** 267.68*** 0302.97*** 0215.28*** 2762.56*** 04006.98*** 7.39***

*p<0.05; **p<0.01, ***p<0.001.

Table 2. Changes in enzyme activity of steeping water during steeping

Steeping
temp.
(oC)

Steeping
periods
(days)

α-Amylase
(Unit)

β-Amylase
(Unit)

Glucoamylase 
(Unit)

Protease (Unit) 
Lipase
(Unit) Acid Neutral Alkali

1 1.54±0.07g1) 2.03±0.06b 1.12±0.04c 01.67±0.05d 00.91±0.01f 01.42±0.01g 0.71±0.38cd

15 11 5.06±0.13e 2.23±0.07a 1.22±0.04b 12.44±0.09c 10.84±0.04c 11.16±0.02d 1.21±0.14b

21 6.18±0.06d 2.13±0.00ab 2.10±0.00a 02.02±0.01d 01.95±0.00de 02.02±0.01f 0.54±0.14d

1 1.68±0.21fg 1.85±0.07c 1.01±0.04d 01.91±1.14d 01.16±0.01f 01.50±0.06g 0.38±0.00d

25 11 6.24±0.12cd 0.32±0.06e 0.18±0.03e 25.33±0.47b 24.53±0.42b 25.09±0.10b 1.21±0.29b

21 6.48±0.05b 2.13±0.00ab 2.10±0.00a 02.29±0.01d 02.25±0.00d 02.43±0.01e 1.46±0.29b

1 1.79±0.10f 1.79±0.09c 0.99±0.05d 02.33±0.02d 01.70±0.03e 02.36±0.04d 1.46±0.14a

35 11 6.38±0.18bc 0.38±0.03e 0.16±0.05e 27.2±0.44a 28.25±0.33a 28.41±0.05a 1.04±0.14ab

21 6.78±0.03a 1.23±0.00d 1.22±0.00b 02.39±0.01d 02.19±0.00d 02.39±0.01d 1.46±0.14a

1)Means of three replicates. Values within a column not sharing a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F-values for the enzyme activity of waxy rice at different steeping conditions

Source of
variances

α-Amylase β-Amylase Glucoamylase
Protease 

Lipase
Acid Neutral Alkali

Temp. 57.88** 327.47** 327.65** 3168.80** 5706.50** 6172.42* 0 1.66

Time 24.94** 316.46** 316.94** 1124.69** 2328.15** 2001.61**  55.22**

Temp*Time 00.64 285.26** 285.68** 0937.98** 1880.60** 1748.39*  45.67**

*p<0.01, **p<0.001.

Table 4. Changes in enzyme activity of waxy rice steeped at different steeping conditions

Steeping
temp.
(oC)

Steeping
periods
(days)

α-Amylase
(Unit)

β-Amylase
(Unit)

Glucoamylase 
(Unit)

Protease (Unit)
Lipase
(Unit) Acid Neutral Alkali

Untreated waxy rice 3.90±0.05a1) 02.09±0.00e 02.10±0.00e 0.68±0.00c 0.74±0.00c 0.36±0.00d 06.13±0.50f

1 3.10±0.32b 08.43±0.10d 08.34±0.10d 1.62±0.02b 1.77±0.01b 1.61±0.02b 13.29±0.14bc

15 11 2.60±0.10c 10.57±0.10bc 10.45±0.10bc 2.30±0.02a 2.94±0.01a  2.52±0.02a 13.13±0.43bc

21 3.20±0.08b 10.56±0.08bc 10.43±0.08bc 0.12±0.00g 0.06±0.00h 0.26±0.00f 11.04±0.38d

1 2.60±0.16c 10.53±0.09c 10.41±0.09c 0.08±0.01h 0.02±0.00i 0.15±0.01g 08.79±0.14e

25 11 1.90±0.15e 10.61±0.03abc 10.48±0.03abc 0.22±0.01f 0.19±0.00g 0.29±0.01e 13.38±0.25b

21 2.70±0.10c 10.61±0.03abc 10.48±0.03abc 0.01±0.01i 0.02±0.00i 0.03±0.01h 13.46±0.38ab

1 2.00±0.19e 10.63±0.04ab 10.51±0.04ab 0.29±0.01e 0.27±0.00e 0.28±0.01e 12.63±0.50c

35 11 1.70±0.14f 10.65±0.03a 10.53±0.03a 0.21±0.02f  0.25±0.00f  0.24±0.02f 14.04±0.63a

21 2.30±0.04d 10.56±0.08bc 10.44±0.08bc 0.36±0.02d 0.31±0.00d 0.45±0.02c 10.79±0.29d

1)Means of three replicates. Values within a column not sharing a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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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침온도와 수침기간이 수침찹쌀가루의 효소활성에 미치는 영

향을 이원분산분석한 결과(Table 3), β-amylase, glucoamylase 및

protease가 수침기간, 수침온도 및 교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효소들의 분산분석에 의한 F값은 α-amylase

나 lipase의 F값 보다 높아서 수침조건에 의한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α-Amylase는 교호작용에 의한 영향은 받지 않았으며

lipase는 수침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침찹쌀가루의 F값은 수침액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보아 수침

시 효소의 작용이 수침찹쌀보다 수침액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침조건에 따른 수침찹쌀의 효소활성의 변화는 Table 4에 나

타냈다. 수침찹쌀의 α-amylase는 수침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하였

으나 수침기간별로는 11일에 감소하였다가 21일에 증가하였다. β-

Amylase와 glucoamylase는 원료찹쌀에 비해 수침한 찹쌀의 활성

이 급격히 증가하여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Protease 활성은

15oC에서는 수침에 따라 11일에 최고치를 보이고 수침 21일에 감

소하였으며, 25oC와 35oC에서는 수침기간에 따른 일정한 경향은

보이지 않았으나 수침동안 원료 찹쌀보다 낮은 활성을 보였다.

Lipase 활성은 수침에 의해 1.5-2배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수침액의 효소활성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수침 중 찹쌀자체의 대사과정에 의해 효소활성이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쌀의 발아과정 중 효소활성의 변화 경향을 연

Fig. 2.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waxy rice grains depending on the steeping conditions (surface of waxy rice grain, ×1,000). A
(control), raw waxy rice; B, steeped for 1 day at 15oC; C, steeped for 11 days at 15oC; D, steeped for 21 days at 15oC; E, steeped for 1 day at
25oC; F, steeped for 11 days at 25oC; G, steeped for 21 days at 25oC; H, steeped for 1 day at 35oC; I, steeped for 11 days at 35oC; J, steeped for 21
days at 3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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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보고(24)에 의하면, 전분을 glucose로 전환하기 위해 α-

amylase와 β-amylase의 활성이 증가하고, protease와 lipase는 발아

4일에 증가하여 15-17일에 최고 활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수침

찹쌀의 효소활성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수침과정이 발아와는 다

른 대사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된다.

미세구조 변화

수침온도와 수침기간에 따라 찹쌀 표면의 미세구조(Fig. 2)를

살펴보면, 원료찹쌀은 과피층의 비전분질 다당류, 단백질, 지질,

및 미량 유기물질들이 잘 결합되어 매끈한 표면을 보이고 있다

(16). 반면에 수침찹쌀은 찹쌀 과피층의 세포내부가 용출되어 망

상구조의 세포벽과 전분립이 보이며 전분립의 형태에 따라 작은

균열들이 관찰되었다(8,25). 수침기간이 증가할수록 전분립의 노

출이 증가하였고 특히, 35oC에서 21일간 수침한 찹쌀의 경우는

많은 전분립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Chiang과 Yeh(26)은

쌀을 25oC에서 10분간 수침 시부터 물질이 용출되어 세포벽과

같은 다각형의 틀을 보이며 60분간 수침 시에는 다각형의 틀이

더욱 많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hun 등(16)은 25oC에서 15일

간 수침하는 동안 찹쌀은 수침기간과 비례적으로 불규칙적인 섬

유망(irregular fibrous network)이 노출된 느슨한 표면구조를 보이

며 이는 단백질, 무기질, 일부 가수분해된 수용성 당들이 수침액

으로 용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찹쌀 수침과정

중에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에 의해 전분이 가수분해되어 생성

된 당과 이를 이용하여 생성된 유기산이 무기질의 용출을 증가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waxy rice flour depending on the steeping conditions (×5,000). A (control), raw waxy rice; B,
steeped for 1 day at 15oC; C, steeped for 11 days at 15oC; D, steeped for 21 days at 15oC; E, steeped for 1 day at 25oC; F, steeped for 11 days at
25oC; G, steeped for 21 days at 25oC; H, steeped for 1 day at 35oC; I, steeped for 11 days at 35oC; J, steeped for 21 days at 3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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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며 또한 단백질, 지질 등의 분해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

을 뒷받침해준다.

수침찹쌀가루(Fig. 3)를 살펴보면, 원료 찹쌀가루에서는 개별 전

분입자가 표면에 노출되지 않았고 복합 전분체 형태로 관찰되었

으며, 복합 전분 주위에 단백질체(protein body)와 섬유상의 막 물

질로 추정되는 물질(27)이 관찰되었다. 수침찹쌀가루에서는 모든

온도에서 수침 1일부터 복합 전분체와 개별 전분입자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수침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많은 개별 전분

입자를 관찰할 수 있었다. Kim 등(28)은 쌀의 배유세포를 관찰

했을 때, 복합 전분체와 개별 전분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

인하였고, 개별 전분입자는 amyloplast에서 합성되어 amyloplast를

꽉 채우고 이것들이 모여 복합 전분체를 구성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단백질체는 세포벽 주변에 위치하면서 amyloplast사이의 공

간을 채우고 있으므로 개별 amyloplast를 구별하는데 도움을 준

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료 찹쌀가루의 단백질체와 섬유상의 막

물질이 수침 초기에 제거되고 수침이 진행될수록 복합전분체가

개별 전분입자로 서서히 분리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수침한 찹쌀가루의 전분입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전분입자의 파

편이 떨어져 나간 듯한 층이 관찰되는 입자수가 많아지고 전분

입자의 형태가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떨어져 나간 흔적을 볼 수

있다. 이는 수침기간이 경과할수록 찹쌀가루 입자내 전분입자의

결합력이 약해져 제분과정 중 전분입자가 파괴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면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며(29), 수침동안 발효가 일어나

수침액에 생성된 α-amylase와 약산에 의해 손상을 입은 것으로

생각된다(8). 한편 수침에 의해 미세한 pinhole이 발견되었는데,

이 같은 현상이 15oC에서는 21일, 25oC와 35oC에서는 11일부터

관찰되었다. 이는 효소의 작용을 암시하는 것으로 전분입자는 표

면 중 효소의 공격을 받기 쉬운 부분부터 구멍이 뚫리면서 내부

로 효소 작용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21). Takaya 등(30)은 α-

amylase가 전분분자의 표면에 pinhole을 형성하면서 전분을 가수

분해 시켜 전분입자가 부수어지면서 계단상의 층상구조를 형성

한다고 하였다. 수침액과 수침찹쌀가루의 효소활성 측정 결과, 수

침 11일에 효소활성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pinhole 관찰시기와 유

사한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분에 작용하는 효소는 전분입자의 표면이나 내부구조에

영향을 받으며, 전분입자의 크기와 분포율이 전분의 특성을 변화

시키는 것으로 짐작된다(31). Shon과 Park(21)은 찹쌀을 28일간

수침시킨 시료와 amylase와 glucoamylase를 복합 처리한 시료의

경우, 2시간 수침시킨 것에 비해 입자 크기가 작아지고 표면에

많은 구멍이 관찰되었으며, 28시간 수침시킨 시료와 amylase와

glucoamylase를 복합 처리한 시료의 미세구조가 비슷한 양상을 보

이므로 수침 시 전분이 분해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침기간을

달리하여 수침한 찹쌀가루의 경우 수침과정 중에 미생물에 의해

생산된 amylase 같은 전분분해효소의 작용에 의해 찹쌀 전분의

손상도가 증가하고 입자의 크기도 감소한다고 하는 연구도 보고

되었다(32).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수침 시 전분의 분해가 나타나

기 전에 전분을 둘러싼 단백질 등의 성분을 효소가 분해하는 것

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수침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찹쌀의 단

백질 함량이 감소한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21).

요 약

수침조건에 따라 수침찹쌀과 수침액의 미생물학적 변화와 효

소활성 및 구조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수침액의 미생물상에서,

수침초기에는 젖산균이 우세하였고, 수침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미생물 균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젖산균과 Bacillus spp.이 우세

균총으로 관찰되다가 수침이 계속되면서 모든 미생물이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 Bacillus spp.이 가장 많이 관찰되

었다. 수침액의 α-amylase는 수침온도와 수침기간이 증가함에 따

라 지속적으로 활성이 증가하였고, protease 활성은 수침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활성이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침

찹쌀의 α-amylase는 수침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하였고, β-amylase

와 glucoamylase는 수침 1일에 증가하여 수침 21일까지 일정하였

다. 수침찹쌀의 미세구조를 살펴보면, 세포벽이 떨어져 나간 흔

적이 보이고 다각형의 찹쌀전분입자들이 노출되면서 표면이 거

칠어 보였다. 또한 찹쌀전분 입자 표면의 미세한 구멍이 수침 11

일 이후 관찰되어 효소작용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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