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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조리가 프로비타민 A 강화 쌀의 영양성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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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fferent cooking methods on the nutrient composition
of genetically modified (GM) provitamin A(PA)-biofortified rice. PA-biofortified rice was subjected to different cooking
methods, namely boiling and a soaking, steaming and roasting process. The proximate components (starch, protein, lipid
and ash) of raw PA-biofortified rice were similar to those found in the parental non-GM rice, and were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a conventional boiling treatment. When compared with raw rice, boiled PA-biofortified rice showed a similar
nutrient composition, despite a slight reduction in a majority of its amino acid contents. However, the PA-biofortified rice
that underwent the soaking/steaming/roasting process exhibit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a majority of its amino acids and
mineral contents. This procedure also led to a significant reduction in carotenoid contents. The overall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using a conventional boiling method for PA-biofortified rice retains nutrients better than a soaking/
steaming/roas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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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최근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어떠한 유용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에 삽입함으로써 형질전환시킨 유전자변형생물체(GMO)들

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GM)

작물은 콩, 옥수수, 목화, 유채 등 주요 작물들이 제초제, 해충,

병 저항성을 지니도록 개발되어 1990년 중반부터 상업적으로 이

용되기 시작되면서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부족, 지구 기후 및 환

경의 변화, 그리고 농경지 및 생산성 감소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

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1). 현재 국내에서도 다양한 종의 유

용 GM작물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안전성 평가를 통해 상업화를

위한 단계를 준비중에 있다(2).

쌀은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주식으로 이용하고 아시아 국

가에서 전체 식품 에너지 공급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작물이다. 쌀은 일반적으로 도정과정을 거쳐 백미로 가공

하여 이용되는데 이때 백미에는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가 감

소하게 된다(3). 쌀의 생체내 영양강화에 의한 품종 개발 및 품

질향상을 목적으로 유전자재조합기술이 이용되고 있으며(4), 쌀

배유에 프로비타민 A인 베타-카로틴(β-carotene)을 생합성하도록

형질전환시킨 황금쌀(golden rice)이 개발되었다(5-7). 국내에서도

고추(Capsicum) 카로티노이드(carotenoid) 대사관련 유전자를 쌀의

배유부위에 발현시켜 노란 황금색을 띠는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쌀을 개발하였다(8). 황금쌀의 카로티노이드 물질은 비타민 A 전

구체로서 이용되어 비타민 A 결핍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9),

그 항산화 효과로 인해 인체의 노화방지, 항암 효과 등 생리적

기능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10,11).

일반적으로 GM식품의 안전성은 그의 모종(traditional counter-

part)과 성분을 비교 평가하여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에 의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 진다(12). 실질적 동등성에 의한 안전성 평

가로 주요 및 미량 영양성분 함량이 분석되어야 하며 실질적 동

등성에 차이가 있을 경우 독성,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등을 평가

할 필요가 있다(13). 유전자변형 쌀의 식품 안전성 평가의 일환

으로 유전자변형 쌀이 모종과 주요 영양성분 조성에 차이가 있

는지 조사되었으며(14), 실험동물에서 유전자변형 쌀의 급여에 의

한 영양학적 특성이 검토된 바 있다(15). 그리고 유전자변형 쌀

은 열처리 가공처리에 따른 영양성분의 변화가 고려되어야 하는

데(12) 조리나 가공 후에 주요 영양소의 함량변화 및 생체이용율

등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유전자변형 프로비타민 A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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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벼로부터 얻은 쌀을 가열조리에 의해 가공처리 했을 때 주요

영양성분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실험에 사용한 벼 시료는 모 품종인 낙동 벼와 수원과 군위에

서 2009년 재배한 유전자변형 프로비타민 A(PA) 강화 벼로서 농

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안전성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

였다. 냉장보관한 벼를 제현기(Satake Engineering Co, Tokyo,

Japan)로 처리하여 왕겨를 분리하고 현미를 제조하였으며, 이 현

미를 도정기(Fujihara Factory, Tokyo, Japan)로 도정하여 백미를

제조하였다.

가열조리

쌀 시료의 가열조리로 열탕(boiling)에 의한 일반적인 취반 방

법과 수침후 증자/볶음처리 절차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열

탕처리로 쌀 시료를 뚜껑이 있는 알루미늄 용기(61 mm i.d×36

mm)에 넣고 가수율을 1.4로 조절하여 증류수를 첨가한 후 1,500

mL의 증류수가 담긴 자동전기밥솥내의 금속철망위에서 30분간

취반하였으며 15분간 뜸을 들인 후 실온에서 냉각하였다. 취반

후 밥은 동결건조기(FD-5508, Ilshinlab, Yangju, Korea)에서 2일간

동결건조하였다. 증자/볶음처리로는 우선 쌀 시료에 10배량의 증

류수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6시간 수침시켜 호화에 필요한 수분

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하였다. 수침 후 쌀 시료를 30분간 증자

처리하였고 45oC 열풍건조기에서 건조한 다음 200oC로 조절한

볶음기(Taehwan Automatic Industry, Seoul, Korea)에서 12분간 볶

음처리 하였다. 가열조리한 각각의 쌀 시료는 Cyclotec sample

mill(Tecator, Hoganas, Sweden)을 사용하여 분쇄하여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쌀 시료의 수분, 조단백, 조지방, 회분 및 전분 함량은 각각

AACC 방법(16) 44-15A, 46-13, 30-10, 76-1, 76-11에 의해 분석

하였다.

지방산 분석

쌀 시료로부터 추출한 총 지질 20 mg을 취하여 0.5 N NaOH/

methanol 2 mL을 넣어 heating block(100oC)에서 약 5분간 가수분

해 시켰다. 이를 냉각한 후 14% BF3/methanol 2 mL을 넣고 5분

간 methylation 반응시킨 다음 이소옥탄 2 mL을 넣어 진탕하였다.

반응이 끝나면 시료가 든 튜브에 포화식염수 3 mL을 넣고 5초간

가볍게 흔들어준 후 얻어진 이소옥탄층을 무수 황산나트륨(Na2SO4)

을 가하여 탈수시켰다. 탈수된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 시험액을

gas chromatography(Hewlett-Packard 6890 series, Palo Alto, CA,

USA)에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조건으로 column은 HP-

FFAP(30 m ×0.25 µm)를 사용하여 column 초기온도 100oC에서 2

분간 유지시키고 4oC/min의 속도로 230oC까지 승온시킨 후 230oC

에서 20분간 유지하였다. 주입구 온도는 230oC, 검출기는 FID

(Flame Ionized Detector, 250oC), 그리고 운반기체는 He(1.5 mL/

min)을 사용하였다.

아미노산 분석

쌀 시료 약 0.3 g에 15 mL 6 N HCl을 가한 다음 N2 가스로 치

환하여 신속하게 밀봉한 상태로 105oC에서 24시간 가수분해시켰

다. 이를 방냉하여 탈이온수로 50 mL로 정용한 후 0.2 µm mem-

brane filter로 여과하였다. 여액 2 mL를 취해 25 mL로 정용한 후

이를 AccQ-Tag 방법(17)으로 유도체화시킨 다음 아미노산 분석

기를 이용하여 아미노산을 분석하였다. 이때 column은 Nova-Pak

C18(3.9×150 mm, Waters Co., Milford, MA, USA)을 사용하였으며,

주입량은 10 µL, column 온도는 30oC, 검출기는 fluorescence(Ex:

250 nm, Em: 395 nm), 이동상은 0.14 M sodium acetate(A), 60%

acetonitrile(B)를 사용하여 gradient법으로 분석하였다.

무기질 분석

쌀 시료 1 g을 회분 도가니에 취해 넣고 전열기 위에서 예열

한 다음 450oC 회화로에서 회백색이 될 때까지 회화시켰다. 회

화된 시료에 증류수 10방울을 떨어뜨린 후 묽은 질산용액(질산:

증류수=1:1, v/v) 3 mL를 가하여 열판에서 가열하여 질산을 휘발

시켜 완전하게 건조시켰다. 이를 450oC 전기회화로에서 1시간 동

안 회화시킨 다음 방냉하고 다시 도가니에 묽은 염산용액(염산:

증류수=1:1, v/v) 10 mL를 천천히 가하여 회화된 시료를 완전하

게 용해시켰다. HPLC용 증류수를 이용하여 50 mL로 정용하고

무회분 여과지로 여과한 여액을 ICP-AES(Horiba Jobin-Yvon,

Activa, France)에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카로티노이드 분석

쌀 시료 0.6 g을 취해 에탄올 3 mL를 가하여 water bath에서 5

분간 추출한 다음 80% KOH 0.2 mL를 가한 후 water bath에서

10분간 비누화 반응시켰다. 여기에 cold water 1.5 mL와 hexane

1.5 mL를 넣고 vortex하여 카로티노이드를 추출한 후 원심분리하

여 상등액(hexane 층)을 분리하였다. 다시 hexane 1.5 mL를 넣고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분리하는 작업을 2회 반복하여 얻은 haxane

층(4.5 mL)을 질소로 증발시킨 후 dichloromethane:methanol(50:50,

v/v) 250 µL에 용해시켜 분석용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카로티노

이드 분석에 사용된 기기는 HPLC(Shizadzu, Kyoto, Japan)였으며

PDA detector(450 nm)를 사용하여 검출하였다. Column은 YMC

column(C30, 250 mm×4.6 mm i.d., 3 µm particle size)을 사용하였

다. HPLC의 이동상은 92% methanol with 10 mM ammomium

acetate(A), 100% methyl tert-butyl ether(B)를 사용하여 gradient

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동상은 1.0 mL/min의 속도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프로비타민 A 강화 쌀의 일반성분

국내에서 개발하여 본 실험에 사용한 프로비타민 A 강화 벼와

모 품종 벼인 낙동 벼로부터 얻은 현미와 백미의 일반성분을 분

석하였다(Table 1). 프로비타민 A 강화 현미는 전분 66.41%, 조

단백 7.91%, 조지방 1.81%, 조회분 1.36%였으며 이는 낙동 벼

현미에 비해 전분, 조지방 함량은 약간 낮고 조단백 함량은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프로비타민 A 강화 벼 백미의 경우 전

분 71.69%, 조단백 7.48%, 조지방 0.57%, 조회분 0.45%로 현미

에 비해 전분 함량이 증가한 반면 조단백, 조지방, 조회분 함량

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낙동 벼 백미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은 품종 및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일반성분의 함량

에 차이가 있으며 현미는 단백질 6.2-9.1%, 조지방 1.6-2.8, 조회

분 1.2-1.5% 범위이고 백미는 단백질 5.0-8.8%, 조지방 0.4-1.3%,

조회분 0.3-0.9% 범위로 보고한 결과(18,19)와 비교했을 때 본 실

험의 비타민 A 강화 GM 쌀은 국내산 일반 쌀의 일반성분 함량

범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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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은 일반적으로 향미와 전분소화성이 향상되도록 적당한 물

을 가하여 가열조리하는 밥 형태로 섭취되고 있으며 밥 뿐만 아

니라 곡물을 볶아 가루로 만든 미숫가루나 선식 등의 다양한 형

태로도 가공하여 섭취할 수 있다. 가열조리 방법에 따른 프로비

타민 A 강화 벼와 낙동 벼 백미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 열탕에 의해 밥 형태로 가열처리한 프로

비타민 A 강화 쌀과 낙동 쌀은 원곡 쌀과 전분, 조단백, 조지방

및 조회분 함량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증자 및 볶음처리하

여 조리가공한 비타민 A 강화 쌀의 경우 전분, 조지방, 조회분

함량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가열조리에 따른 프로비타민 A 강화 쌀의 지방산 조성

프로비타민 A 강화 벼와 낙동 벼 백미 시료의 총 지질을 추

출하여 gas chromatography로 지방산을 분리하여 분석한 지방산

조성은 Table 3에 나타나 있다. 쌀에 함유된 지방산의 조성은 프

로비타민 A 강화 쌀과 낙동 쌀 모두에서 linoleic acid와 oleic

acid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palmitic acid까지 포함한 3종의

지방산이 전체의 94%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프로

비타민 A 강화 쌀에서 포화지방산인 palmitic acid가 18.4%로 전

체 포화지방산(22.1%)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oleic acid와

linoleic acid가 각각 33.5%, 42.2%로 총불포화지방산(77.9%)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머지 지방산으로 stearic

acid, linolenic acid 순(3-4%)으로 조성되었으며 그 외에도 myristic,

palmitoleic, arachidic, gadoleic, behenic, lignoceric acid가 소량

함유되어 있었다. 프로비타민 A 강화 벼와 낙동벼 백미의 전체

적인 지방산 조성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열조리 방법에

따른 프로비타민 A 강화 쌀의 지방산 조성은 원곡 쌀과 거의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쌀은 취반에 따라 지방산 조성

이 영향을 크게 받지 않다고 보고한 결과(20)와 유사하였다.

가열조리에 따른 프로비타민 A 강화 쌀의 아미노산 조성

프로비타민 A 강화 쌀 백미의 가열조리에 따라 쌀에 함유된

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나 있다. 프로비

타민 A 강화 쌀 원곡에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 함량은 glutamic

acid가 1,454 mg%로 가장 높았으며 Asp(723 mg%), Leu(666

mg%), Arg(598 mg%), Val(454 mg%), Ala(437 mg%), Phe(426

mg%), Ser(393 mg%)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프로비타민 A

강화 쌀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함량은 glutamic acid, aspartic acid

와 같은 산성아미노산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고 leucine, arginine,

valine, alanine, phenylalanine의 순이었으며 cystein, tyrosine,

methionine은 낮은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프로비타민 A 강

화 쌀은 낙동 쌀에 비해 모든 아미노산의 함량이 약간 높아 프

로비타민 A 강화 쌀의 총 아미노산 함량이 7.23 g/100 g으로, 낙

동 쌀의 6.60 g/100 g 보다 높게 분석되었으며 이는 조단백질 함

량의 분석결과와 일치하였다. 비타민 A 강화 벼는 모종 벼에 비

해 단백질 함량이 약간 높았으며(14) GM작물의 아미노산 및 단

백질 함량은 작물의 종류에 따라 모종에 비해 약간의 증감의 차

이를 보인다(21,22) 하였다.

Table 1. Proximate compositions (%, d.b.) of PA1)-biofortified

rice and parental rice2)

Component
Milled rice Brown rice

PA-biofortified Parental PA-biofortified Parental

Moisture 11.71 11.30 11.50 11.63

Starch 71.69 73.06 66.41 68.78

Crude protein3) 07.48 06.76 07.91 07.36

Crude lipid 00.57 00.56 01.81 02.60

Crude ash 00.45 00.40 01.36 01.19

1)Provitamin A
2)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analyses.
3)Nitrogen×5.95

Table 2. Proximate compositions (%, d.b.) of PA1)-biofortified rice and parental rice influenced by cooking2)

Component
Parental rice PA-biofortified rice

Raw Boiling Steaming/roasting Raw Boiling Steaming/roasting

Moisture 11.300 3.02 4.97 11.710 3.48 4.06

Starch 73.060 72.860 68.320 71.690 72.240 70.550

Crude protein3) 6.76 6.91 6.73 7.48 7.49 7.40

Crude lipid 0.56 0.62 0.32 0.57 0.51 0.42

Crude ash 0.45 0.43 0.29 0.51 0.51 0.30

1)Provitamin A
2)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analyses.
3)Nitrogen×5.95

Table 3. Fatty acid compositions (%, d.b.) of PA1)-biofortified

rice influenced by cooking2)

Fatty acid
(%, d.b.)

Parental 
rice

PA-biofortified rice

Raw Boiling
Steaming/
roasting

Myristic acid (C14:0) 0.6 0.5 0.5 0.5

Palmitic acid (C16:0) 18.90 18.40 17.80 18.90

Palmitoleic acid (C16:1) 0.1 0.2 0.2 0.2

Stearic acid (C18:0) 1.8 2.0 1.9 2.0

Oleic acid (C18:1) 31.60 33.50 33.70 32.90

Linoleic acid (C18:2) 43.80 42.20 43.00 42.50

Linolenic acid (C18:3) 1.6 1.6 1.6 1.5

Arachidic acid (C20:0) 0.5 0.5 0.5 0.5

Gadoleic acid (C20:1) 0.4 0.4 0.3 0.3

Behenic acid (C22:0) 0.2 0.2 0.2 0.2

Lignoceric acid (C24:0) 0.5 0.5 0.3 0.3

SFA3) 22.50 22.10 21.20 22.40

USFA4) 77.50 77.90 78.80 77.40

Total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Provitamin A
2)Values are means of duplicate analyses.
3)SFA: saturated fatty acid
4)USFA: unsaturated fatty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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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탕처리에 의해 밥 형태로 가열조리한 프로비타민 A 강화 쌀

은 원곡 쌀과 아미노산 조성 및 함량에 변화가 없었으며 총 아

미노산 함량이 원곡의 7.23 g/100 g에서 열탕처리 후 7.18 g/100 g

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취반에 의한 쌀밥에서 총 아미노

산 조성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20)와 유사하였

다. 한편 증자/볶음 처리에 의해 가열조리한 프로비타민 A 강화

쌀은 대부분의 아미노산 함량이 약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

다. 쌀은 가열조리에 의해 아미노산이 환원당과 Maillard 반응에

관여하며(20) 이로 인해 볶음처리가 아미노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가열조리에 따른 프로비타민 A 강화 쌀의 무기질 조성

가열처리 방법에 따른 프로비타민 A 강화 쌀의 무기질 원소에

대한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프로비타민 A 강화

쌀의 무기질 함량은 P 133.0 mg%, K 102.0 mg%, Mg 38.2

mg% 순으로 함량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Ca, Na, Zn, Fe의 순이

였으며 Na, Fe함량을 제외하고 무기질의 함량이 낙동 쌀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산 쌀의 무기질 함량이 P > K >

Mg > Na > Ca > Zn > Fe의 순으로 보고한 결과(23)나 Ca 함량이

Na 함량보다 높게 분석된 연구결과(18)와 유사하였으며, 쌀의 종

류, 품종 또는 재배에 따른 환경적 차이가 무기질의 함량, 순서

에 차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열탕처리에 의해 가열

조리한 프로비타민 A 강화 쌀은 Na, Fe, K에 약간의 증감이 있

었으나 전체적으로 무기질 함량에는 원곡(288 mg/100 g), 열탕처

리(290 mg/100 g)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증자 및 볶음처리

에 의해 가열조리한 프로비타민 A 강화 쌀은 Na, Fe 함량은 약

간 증가하였고 Ca, P, Mg, Zn, K의 함량은 감소하여 전체 무기

질 함량이 198 mg/100 g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열탕조리 보

다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곡류의 수침처리는 무기질의 함

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된(24) 바 있으며, 쌀은 가열조리전

수침처리에 의해 무기질의 용출이 일어나 전체 무기질 함량의 감

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가열조리에 따른 프로비타민 A 강화 쌀의 카로티노이드 함량

가열조리에 의한 가공처리는 식품에 존재하는 카로티노이드의

profile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열조리 방법에 따

른 프로비타민 A 강화 쌀의 카로티노이드 함량을 HPLC에 의해

분석한 chromatogram은 Fig. 1에 나타나 있다. 프로비타민 A 강

화 쌀의 총 카로티노이드 함량은 원곡의 1.28 µg/g에서 열탕에 의

해 밥 형태로 가열조리후 0.76 µg/g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zeax-

anthin과 lutein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Table 6). 증

자 및 볶음처리하여 조리가공한 프로비타민 A 강화 쌀의 총 카

로티노이드 함량은 0.40 µg/g으로 원곡의 약 30% 수준으로 현저

하게 감소하였다. 프로비타민 A 강화 쌀의 lutein과 zeaxanthin은

대부분이 소실되었으며 베타-카로틴 함량은 원곡의 38% 수준으

로 감소하였다. 프로비타민 A 강화 쌀의 가열조리시 증자/볶음

처리가 열탕에 의한 가열조리 보다 현저한 카로티노이드의 손실

을 초래하였다. 열처리 가공중에 카로티노이드의 감소는 고추, 당

근, 고구마 β-carotene의 열적분해 또는 trans-cis-이성화에 의해 그

함량이 저하되는 것과(25-27) 유사하기 때문으로 여겨졌으며 열

처리 조리방법에 따라 카로티노이드의 손실에 차이가 있다는 결

과(28)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프로비타민 A 강화 쌀을 조리가공

시에 카로티노이드의 손실은 가열처리 온도와 정도 등 가열조건

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어 카로티노이드의 손실을 최

Table 4. Amino acid contents (mg%, d.b.) of PA1)-biofortified

rice influenced by cooking2) 

Amino acid
 (mg%, d.b.)

Parental 
rice

PA-biofortified rice

Raw Boiling
Steaming/
roasting

Aspartic acid 660.33 723.26 717.93 703.99

Serine 362.34 393.87 393.47 385.89

Glutamic acid 1312.99 1454.25 1447.09 1444.35

Glycine 330.62 355.63 355.16 350.92

Histidine 172.13 188.24 187.27 183.90

Threonine 228.68 271.19 269.36 265.03

Arginine 552.44 597.58 595.27 567.52

Alanine 403.40 436.64 435.83 434.84

Proline 313.34 340.62 336.77 335.91

Cystein 52.22 53.47 54.25 32.11

Tyrosine 122.38 127.45 124.41 112.17

Valine 414.71 453.53 449.72 448.58

Methionine 153.53 169.00 168.27 164.92

Lysine 258.37 279.84 277.61 233.02

Isoleucine 268.78 297.35 294.78 293.19

Leucine 612.82 665.69 661.01 665.20

Phenylalanine 384.10 425.86 414.92 418.17

Total amino acid 6603.18 7233.48 7183.18 7039.71

1)Provitamin A
2)Values are means of duplicate analyses.

Table 5. Mineral contents (mg%, d.b.) of PA1)-biofortified rice

influenced by cooking2)

Mineral
 (mg%, d.b.)

Parental
rice

PA-biofortified rice

Raw Boiling
Steaming/
roasting

Ca 6.55 6.88 6.85 4.94

P 111.68 133.00 138.12 96.27

Na 11.07 6.43 9.46 8.83

Fe 0.46 0.41 0.50 0.70

Mg 30.54 38.18 37.99 22.31

Zn 1.67 1.81 1.79 1.42

K 80.85 102.03 95.65 63.20

Total 242.82 288.74 290.37 197.65

1)Provitamin A
2)Values are means of duplicate analyses.

Table 6. Carotenoid contents (µg/g) of PA1)-biofortified rice

influenced by cooking2)

Parental
rice

PA-biofortified rice

Raw Boiling
Steaming/
roasting

β-Carotene 3)nd3) 0.42 0.31 0.16

Lutein nd 0.44 0.28 0.12

Zeaxanthin nd 0.22 nd nd

α-Carotene nd 0.20 0.17 0.12

Total nd 1.28 0.76 0.40

1)Provitamin A
2)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analyses.
3)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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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열처리에 의한 조리가공을 피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요 약

국내에서 개발된 유전자변형 프로비타민 A 강화 벼로부터 얻

은 쌀을 열탕 또는 증자/볶음처리 방법에 의해 가열조리 했을 때

프로비타민 A 강화 쌀의 주요 영양성분 조성 및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프로비타민 A 강화 쌀의 일반성분 함량은 모

품종 쌀인 낙동 쌀과 유사하였으며 밥 형태로의 열탕처리에 의

해 별 차이가 없었으나 증자/볶음 처리에 의해서는 다소 감소하

는 결과를 주었다. 프로비타민 A 강화 쌀의 지방산으로 oleic acid,

linoleic acid, palmitic acid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가열조

리에 따른 지방산 조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탕

처리에 의해 가열조리한 프로비타민 A 강화 쌀은 아미노산 조성

및 함량에 차이가 없었으나 증자/볶음 처리는 대부분의 아미노산

함량을 약간 감소시켰다. 열탕처리에 의해 가열조리한 프로비타

민 A 강화 쌀은 전체적으로 무기질 함량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증자/볶음처리에 의해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비타민 A

강화 쌀의 총 카로티노이드 함량은 원곡의 1.28 µg/g에서 열탕조

리 후 0.76 µg/g으로 감소하였으며 증자 및 볶음처리는 0.40 µg/g

으로 원곡의 약 30% 수준으로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였다. 따라

서 프로비타민 A 강화 쌀의 조리가공시 가열방법 및 열처리 정

도는 카로티노이드를 포함한 영양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

해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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