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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t 품종별 전분의 이화학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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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Millet Starch Var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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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such as blue value, iodine affinity, degree of polymerization (DP), α-amylase
digestibility, particle size, RVA pasting, and gel hardness of 4 different millet starches (foxtail, waxy foxtail, proso, and
waxy proso) were investigated. The iodine affinity value of the four samples were 4.22, 0.49, 1.07, and 0.21%, and the
DP values were 1830, 3880, 4660, and 4130, respectively. The levels of α-amylase digestibility of the raw starches were
20.1, 30.7, 18.2 and 35.6%, respectively. The mean size of the proso millet starch was the smallest, 8.25 µm, and the size
distribution of the particles was the narrowest among all the samples. Foxtail starch showed the largest peak viscosity and
setback viscosity in RVA p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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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메조(foxtail millet), 차조(waxy foxtail millet), 기장(proso mil-

let), 찰기장(waxy proso millet) 등의 잡곡은 쌀, 보리 등에 비해

생산량이 적어 큰 관심은 끌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건강을

위해 다양한 곡물을 소비하고자 하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소

재이다. 현재 이들은 쌀과 함께 밥으로 이용되거나 선식, 생식 등

의 원료로 일부 소비되고 있으나, 이들 곡물은 크기가 작고 색소

등에 의한 다양한 기능성을 갖고 있을 수 있어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와 기장을 많은 식품의 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는 식품의 기본 성질에 영향을 많이 주는 주성분에 대한 특성을

알 필요가 있다.

조와 기장의 다량 성분 등의 이화학적 성질에 대한 연구동향

을 살펴보면, 국내산 메조와 차조 전분의 이화학적 특성과 전분

호화액의 유동특성에 대한 연구(1,2)가 있으며, 조와 기장의 단백

질 특성에 관한 연구(3), 메조의 단백질에 관한 연구(4), 조와 기

장의 지질 및 지방산 조성에 관한 연구(5), 기장의 탄닌과 피틴

에 관한 연구(6) 등이 있는 정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네 가지 다른 품종의 millet 전분을 분리하여 이

화화적 성질, 소화도, 호화양상, 겔의 저장 중 강도 변화 등을 조

사하였다. 이들 자료는 조와 기장을 여러 식품에 접목시키는 데

유용한 기초지식을 제공해 줄 것이며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지역 농협마트에서 구입한 국내산 메조, 차조, 기장, 찰기장을

사용하였다. 일반성분 측정용 곡물가루는 물로 세척 후 풍건한

다음 분쇄하여 100 mesh 체를 통과하게 하였다.

전분제조

전분은 알카리 침지법(7)으로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곡물을

물로 세척하고 2시간 동안 물에 침지한 후 건져낸 다음, 4배 분

량의 0.02 N NaOH 용액을 가하여 waring blender로 2분간 마쇄

하였다. 슬러리를 100 mesh와 400 mesh 체로 거른 후 전분 현탁

액을 증류수로 하루에 한 번 세척액이 중성이 될 때까지 세척한

다음, 40oC에서 풍건한 후 마쇄하여 100 mesh 체를 통과하게 하

였다.

일반 성분

단백질은 켈달방법, 지방은 에테르 추출법, 회분은 직접회화법

으로 측정하였으며, 식이섬유는 총 식이섬유 함량으로 Enzymatic-

Gravimetric 방법(8)으로 측정하였다.

전분의 이화학적 성질과 소화율

청가(Blue value)는 Gilbert 등의 방법(9)으로, 요오드 친화도

(Iodine affinity)는 potentiometric titration법(10)으로 측정하였다. 평

균중합도(DP, Degree of Polymerization)는 포도당을 표준당으로

하여 페놀-황산법(11)으로 측정한 총 탄수화물의 양을 변형된

Park-Johnson법(12,13)으로 측정한 환원력으로 나누어 계산하였

다. 팽윤력(Swelling power)과 용해도(Solubles)는 Schoch의 방법

(14)으로 전분을 85oC에서 가열하고 냉각시켜 측정하였다.

소화율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전분 100 mg에 3 mL의

acetate buffer(pH 5.4, 0.5 M sodium acetate:0.05 M HCl=1:2,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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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 mL의 효소액[1 g의 α-amylase(Type VI-B,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와 2 mL의 AMG(glucoamylase, Novo

Nordisk, Bagsvaerd, Denmark)의 혼합물을 100 mL로 희석한 것]

을 넣고 37oC에서 2시간 수욕조에서 100 rpm으로 진탕하면서 분

해하였다. 반응 후 끓는 물에서 5분간 가열하여 효소를 불활성화

시켰으며, 냉각 후 27 mL의 95% ethanol을 가하고 원심분리

(2000 rpm, 15분)하여 상등액을 얻었다. 이를 희석한 후 앞서의

Park-Johnson 방법(12)으로 환원력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전분 입자의 분포

전분을 물에 현탁시킨 후, Particle Size Analyzer(Mastersizer

2000, Malvern Instrument Ltd., Malvern, UK)로 측정하였다.

전분의 호화양상

RVA(Rapid Visco-analyzer, Model 3D, Newport Scientific Ltd.,

Narrabeen, Australia)에 의한 호화 양상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

다. 시료 농도는 10%(건물기준)이었으며, 기기의 운영은 제조자

가 제시한 일반 pasting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즉, 1분까지 50oC

유지, 4분 42초까지 95oC로 가열, 7분 12초까지 95oC 유지, 11분

까지 50oC로 냉각, 13분까지 50oC로 유지시켰다.

전분 겔의 경도

전분 겔(전분 농도 12 혹은 25%)은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즉, 전분 현탁액 200 g을 끓는 물에서 30분간 가열한 후(초기 5

분간은 전분의 침전을 막기 위해 저어주었음.) 직경이 25 mm, 높

이가 20 mm인 틀에 틀 높이보다 약 5 mm 높게 페이스트를 부

었다. 수분증발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랩을 이중으로 덮은 다음

냉장고에서 3일 보관하였다.

겔의 강도는 랩을 제거하고 틀 위의 여분 겔을 칼로 잘라낸

다음, 틀에서 전분 겔을 분리한 후 물성분석기(Texture Analyzer,

Model TA.XT2, Stable Micro System, Surrey, UK)로 측정하였다.

사용한 탐침은 직경 12.5 mm의 ball type probe(P/0.5S)이었으며,

탐침은 겔의 10 mm 깊이까지 초당 2 mm의 속도로 침투시켰다.

분석한 경도는 겔의 5 mm 깊이에서의 힘이었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메조와 차조의 단백질 함량은 각각 10.99와 11.34%이었으며,

기장과 찰기장은 이들보다는 높아 각각 14.89 및 14.26%이었다

(Table 1). 네 시료의 지방 함량은 1.08-1.93%이었으며, 회분 함량

은 1.04-1.61%이었다. 식이섬유의 함량은 찰기장이 13.47%로 제

일 많았고 다른 시료의 함량은 8.94-11.47%이었다.

이들 시료로 제조한 전분의 단백질 함량은 0.12-0.58%, 지방

함량은 0.08-0.22%, 회분 함량은 0.10-0.24%이었다. 식이섬유 함

량은 찰기장이 3.91%로 다른 전분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이는 알

파 아밀라아제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전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

한다. 다른 전분의 식이섬유 함량은 trace-0.72%이었다.

전분의 이화학적 성질

아밀로오즈의 함량을 나타내는 청가를 보면 메조 전분은 0.304

이었다(Table 2). 이는 Chung(13)의 6가지 메 전분(쌀, 밀, 옥수수,

메밀, 녹두, 도토리)의 청가인 0.28-0.45와 유사하였으나, Kim 등

(1)이 보고한 메조 전분의 청가 0.69와는 차이를 보였다. 기장은

0.098로 일반 메 전분보다 많이 낮은 값을 나타냈다. 한편, 차조

와 찰기장 전분의 청가는 각각 0.056과 0.037을 보였는데 이는

Merca 등(15)의 찹쌀 전분의 0.04-0.05, Kwon(16)의 찰수수 전분

의 0.02와 비슷하였다.

아밀로오즈의 함량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요오드 친화도

는 청가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메조는 4.22를 보여 일반 메 전

분(13)의 3.70-6.43과 유사한 값을 보였다. 그러나 기장은 1.07을

보여 상당히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실험에 사용한 기장 전분의

아밀로펙틴 함량이 일반 메 전분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의미

한다. 차조와 찰기장 전분의 요오드 친화도가 각각 0.49와 0.21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millets (dry basis)

Millet sample Crude protein (%) Crude fat (%) Crude ash (%) Dietary fiber (%)

Grain

Foxtail 10.99±0.131) 1.22±0.18 1.04±0.00 8.94±1.38

Waxy foxtail 11.34±0.120 1.93±0.38 1.61±0.12 11.17±1.620

Proso 14.89±0.000 1.42±0.44 1.42±0.00 11.47±1.880

Waxy proso 14.26±0.130 1.08±0.37 1.34±0.05 13.47±2.370

Starch

Foxtail 0.58±0.04 0.08±0.00 0.10±0.00 0.27±0.20

Waxy foxtail 0.13±0.10 0.22±0.08 0.24±0.03 0.72±0.66

Proso 0.39±0.11 0.10±0.05 0.20±0.03 trace

Waxy proso 0.12±0.08 0.11±0.03 0.12±0.03 3.91±3.08

1)Values are mean±SD.

Table 2.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digestibility of millet starches

Millet sample Blue value Iodine affinity (%) DP2) Swelling power Solubles (%) Digestibility (%)

Foxtail 1)0.304±0.0201) 4.22±0.01 1830±100 24.0±0.1 42.4±0.3 20.1±0.4

Waxy foxtail 0.056±0.001 0.49±0.02 3880±600 17.9±0.3 42.8±0.9 30.7±0.6

Proso 0.098±0.003 1.07±0.00 4660±230 14.3±0.3 52.8±0.8 18.2±2.2

Waxy proso 0.037±0.002 0.21±0.02 4130±110 19.3±0.3 68.9±0.6 35.6±0.3

1)Values are mean±SD.
2)Degree of polymerization.



Millet 품종별 전분의 이화학적 성질 117

를 나타내었다(Table 2). 이는 자포니카쌀 전분의 아밀로펙틴의

요오드 친화도인 0.39-0.87과 유사하였다(17).

전분의 평균 중합도인 DP를 보면, 청가와 요오드 친화도가 큰

메조가 1830으로 아밀로오즈가 많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비

해 차조, 기장, 찰기장 전분은 3880-4660을 보여 아밀로펙틴의 함

량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실험에 사용한 기장 전분의 청

가와 요오드 친화도가 낮고 DP가 일반 메 전분보다 높아 특이

한 점을 보였다. 이것은 사용한 기장이 교잡 등의 이유로 찰기장

의 성질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분의 팽윤력은 메조가 24.0으로 가장 높았고 차조는 17.9, 기

장이 14.3, 찰기장이 19.3이었다. 용해도는 기장과 찰기장이 각각

52.8과 68.9로 메조와 청차조의 42.4와 42.8보다 높았다. Kim 등

(1)은 메조와 차조의 80oC에서의 팽윤력을 각각 9.66과 15.56, 용

해도를 3.78과 2.14로 보고한 바 있는데, 이는 이 실험에서의 결

과와 절대값과 상대적 순위에서 모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호화시키지 않은 생전분의 α-아밀라아제에 의한 분해도는 메

조와 기장이 20.1과 18.2%로 낮았으며, 차조와 찰기장이 30.7과

35.6으로 높았다. 이는 찰 전분이 더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전분의 입자 크기를 보면 기장이 평균적으로 8.25 µm로 제일

작았으며 찰기장이 11.53 µm로 제일 컸으며, 메조와 차조는 각각

10.33 µm와 11.10 µm이었다(Table 3). 전반적으로 비교 목적으로

측정한 쌀 전분의 평균 직경인 9.83µm과 비슷한 크기를 보였다.

입자의 분포를 보면 차이는 있지만 모든 전분이 1.9 µm보다 작

은 것부터 20 µm 이상의 크기를 갖는 입자가 분포한 데 비해, 기

장은 1.9 µm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와 20 µm 이상의 아주 큰 입

자가 분포하지 않아 특이하였다. 가장 많은 분포를 갖는 크기를

보면, 차조의 10.0-15.1 µm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분이 5.0-10.0 µm

이었다.

전분의 호화 양상

RVA에 의한 전분의 호화 양상을 보면, 기장의 호화개시온도가

81.3oC로 제일 높았고 나머지 시료는 76.4-77.8oC이었다(Table 4).

피크 점도는 조의 경우 메조(318 RVU)가 차조(279 RVU)보다 높

았으나, 기장의 경우 메기장(279 RVU)이 찰기장(294 RVU)보다

낮았다. 일반적으로 아밀로오즈의 함량과 최고점도와의 관계는

역의 관계가 있어, 밀 전분(18,19), 쌀 전분(20), 명아주 전분(21)

의 연구에서 아밀로오즈 함량이 많으면 전분의 팽윤이 제한되기

때문에 점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기장의 점도 양상은 이들 연

구 결과와 부합하나 조의 경우는 특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왔다.

다른 점도 지표인 Trough와 Final 점도도 Peak 점도가 같은 양상

을 보였다.

노화 정도를 나타내는 Setback(Final-Trough) 점도도 메조가 제

일 높아 146 RVU이었다. 다른 시료는 31-59 RVU로 작았는데 이

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조를 제외하고는 찰 전분의 성

질을 보이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밀 전분(18,19)과 쌀 전분(20)에

서도 아밀로오즈 함량이 크면 Setback 점도도 크게 나타났다. 그

러나 명아주 전분(21)에서는 그 반대 현상을 나타나기도 하였다.

전분 겔의 강도

시료의 겔 강도를 5 mm 깊이에서 측정한 결과, 메조를 제외하

고는 12% 농도에서 겔을 형성하지 않아 측정할 수 없었다. 따라

서 차조, 기장, 찰기장의 겔은 25%로 하여 측정하였다. 25% 농

도에서의 겔 강도는 찰기장이 제일 작아 242.7 gf이었으며 차조가

628.0 gf로 제일 컸다(Table 5).

요 약

메조 전분의 청가와 요오드 친화도는 각각 0.304와 4.22%로 일

반 메 전분과 비슷하였으나 기장 전분은 각각 0.098과 1.07%로

찰 전분에 가까운 성질을 보였다. 차조와 찰기장 전분의 청가는

각각 0.056과 0.037, 요오드 친화도는 각각 0.49와 0.21%이었다.

전분의 평균중합도는 메조 전분이 1830이었으며, 나머지 세 전분

은 3880-4660으로 비슷하였다. 생전분의 알파 아밀라아제 소화율

은 찰기장 전분이 제일 커 35.6% 이었으며, 기장 전분이 제일 적

어 18.2% 이었다. 전분 입자의 평균 크기는 기장이 8.25 µm로 제

Table 3. Distribution of particle size of millet starches

Millet sample ~1.9 µm (%) ~5.0 µm (%) ~10.0 µm (%) ~15.1 µm (%) ~20.0 µm (%) 20.0 µm ~ (%) Mean (µm)

Foxtail 1.62 03.86 47.25 34.08 10.92 02.27 10.33

Waxy foxtail 6.26 00.82 33.79 41.64 14.16 03.33 11.10

Proso 0 13.60 60.56 22.69 03.15 0 08.25

Waxy proso 9.63 04.47 35.16 26.38 12.47 11.89 11.53

Table 4. RVA profiles of millet starches (10% paste)

Millet sample
Pasting temp.

(oC)
Peak time

(min)

Viscosity (RVU)

Peak Trough Final Breakdown Setback

Foxtail 1)76.8±0.91) 4.2±0.0 318±6 142±1 288±3 176±6 146±40

Waxy foxtail 77.8±0.1 4.1±0.1 279±2 129±1 177±2 150±2 48±1

Proso 81.3±0.6 4.2±0.1 279±4 155±3 214±5 125±0 59±1

Waxy proso 76.4±0.6 4.3±0.0 294±3 186±2 217±8 108±5 031±10

1)Values are mean±SD.

Table 5. Gel hardness of millet starches

Millet sample Gel hardness at 5 mm depth (gf)

Foxtail (12%)1) 155.6±5.82)

Waxy foxtail (25%) 628.0±89.0

Proso (25%) 321.0±69.7

Waxy proso (25%) 242.7±16.0

1)Concentration of starch pastes.
2)Means of five measurement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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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작았으며, 나머지 세 전분은 10.33-11.53 µm이었다. 입자 분포

에서도 기장 전분만 1.9 µm 이하와 20.0 µm 이상의 크기를 갖는

입자가 없어 좁은 분포도를 보였다. 기장 전분의 호화개시온도가

다른 전분보다 3.5-4.9oC 높았으며, 최고 점도와 노화정도를 나타

내는 Setback 점도는 메조 전분이 제일 컸다. 메조 전분을 제외

하고는 12% 농도에서 겔을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25% 농도에서

의 겔 강도는 차조, 기장, 찰기장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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