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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quality of the brown rice (BR) and milled rice (MR) during storage.
To assess quality, BR and MR were analysed by their fat acidity and flavor pattern using a SMart Nose®. BR
was stored for 30 days at 30oC, and analysed after 5, 15, 20, and 30 days of storage. MR produced in 2005,
2009, and 2010 were also tested. The fat acidity of both rice groups was increased with extended storage and
the fat acidity of BR was more rapidly increased than that of MR in general. The flavor patterns from the SMart
Nose

®
results were analyzed by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The major groups of atomic mass unit

(amu) for good discrimination contribution were from 41 to 85 amus. The PCA1 and PCA2 of BR were 95.64%
and 2.78%, respectively when the samples were categorized by storage period. The PCA1 and PCA2 of MR
were 81.18% and 13.85%, respectively when the samples were compared by production year. Both rice groups
could be practically differentiated into flavor patterns by volatile properties for storage period. With regard
to the correlation between fat acidity and flavor pattern, we could find that increasing storage period increased
fat acidity value and changed flavor pattern from SMart Nose

®
. Accordingly, SMart Nose

®
could be successfully

used for easy screening and quality evaluation of stored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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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쌀(Oryza sativa L.)은 세계적으로 주요한 당질 급원으로

식품에서 중요한 주요산물로서 왕겨층과 과피, 종피 및 호분

층으로 되어있는 쌀겨층과 배유와 배아로 되어있다. 현미는

최외각 층인 왕겨만이 벗겨진 것으로서 현미 그 상태로 혹은

도정과정을 거쳐 백미로 가공하여 이용한다(1). 쌀의 도정과

정 중 미강의 제거정도는 도정도(degree of milling)로 나타

내는데, 도정도는 현미중량에 대한 미강의 중량비로서 쌀의

품질은 물론 도정수율(milling yield)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벼 저장 중 일어나는 물리적 변화로는 도정수율 및 흡수

율의 저하, 취반 시 팽창용적의 증가, 미반립의 경화 및 광택

감소 등이 있으며, 화학적 변화로는 지방산과 아밀로오스

복합체 형성에 의한 전분의 용해도 및 팽윤력 감소, 산도

변화, 불포화지방산의 자동산화에 의한 고미취의 주성분인

hexanal 등 카르보닐 화합물의 증가 및 단백질의 용해도 감

소 등의 변화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3,4). 지금까지 쌀의

연구를 살펴보면, 저장조건별 쌀의 저장 중 이화학적 및 관능

적 특성, 쌀의 성분과 물리적 성질에 관한 연구, 쌀의 품종별

에 따른 전분 및 취반 특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2,5-7).

이와 같이 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보고가 있지만, 쌀의 저

장조건에 따른 쌀의 품질을 결정하는 쌀 고유의 독특한 향기

패턴과 지방산가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SMart Nose는 화학 센서가 내장

된 것으로 화학 센서가 휘발성 물질과 반응하여 특징적 향기

패턴(fingerprint)을 보여준다. SMart Nose는 기존의 MOS

타입의 전자코가 아닌 질량분석기(mass)를 바탕으로 한 전

자코로 신속하고 편리한 비파괴적 분석 방법으로 판별분석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및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패턴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료간의 분별이 가능하다(8,9). 따라서 SMart Nose는 비파

괴적 방법으로 시료 전체의 향을 감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농산물의 산지판별, 쇠고기의 원산지 판별, 트리메틸아

민과 쌀뜨물간의 결합 분석 등 식품의 품질 평가 및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10-12).

본 연구에서는 현미 및 백미를 이용하여 시료의 저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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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perating condition of SMart Nose for analysis of
brown rice (BR) and milled rice (MR) (Static Headspace
Method and INDEx (Tenax) Method)

Analysis conditions

Number of channels

Scan rate
Purge gas
Incubation temperature/time
Syringe temperature
Syringe type
Injector temperature
Delay time before 1st cycle saving

160 (bargraph mode,
10～160 amu)
500 msec/amu
Nitrogen 99.95%
80
o
C/20 min

105oC
Tenax
160oC
10 sec

에 따른 향기패턴의 차이를 알아보고, 지방산가와 비교하여

현미 및 쌀의 품질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사용한 시료 중 현미는 경기 화성군에서 수확한 2009년산

추정벼로서, 시료를 30
o
C 항온기에 넣고 30일간 저장하면서

5일 간격으로 각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료의 지방산

가를 고려하여 5개의 시료에 대하여 실험용 현미기(THU-

35A, Satate Engineering Co., Tokyo, Japan)로 현미를 제조

하고 색채 선별기(ACS-12, A-Meces, Seoul, Korea)를 이용

하여 비정상립을 제거한 후 정상립을 공시하였다. 백미는

추정벼인 햇살드리(2010년산, 경기도 화성군)와 슈퍼오닝

(2009년산, 경기도 평택시), 오대미인 철원오대(2005년산, 강

원도 철원군) 제품을 분석 시료로 사용하여 각각의 지방산가

와 향기성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지방산가

지방산가는 AACC 방법(13)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분쇄

한 시료 10 g을 원통여지에 취하여 탈지면으로 가볍게 충진

한 후, Soxhlet 방법으로 지방을 추출하였다. 추출 용매로는

petrolium ether를 사용하였으며, 16시간 지방을 추출한 다

음 증발기(rotary vacuum evaporator)에서 용매를 제거하여

지방성분만을 취하였다. 그 후 50 mL의 benzene alcohol

phenolphthalein 용액 50 mL로 재 용해시킨 후 표준색인 분

홍색이 될 때까지 0.0178 N의 KOH 용액으로 적정하여 지방

산가로 환산하였다.

Fat acidity＝
(T-B)×10
100－W

T: 시료의 KOH(0.0178 N) 소비량(mL)

B: 공실험의 KOH(0.0178 N) 적정 소비량(mL)

W: 시료 100 g 당의 수분량(g)

SMart nose에 의한 분석

쌀 시료는 SMart Nose(SMart Nose200, SMart Nose,

Marin-Epagnier, Switzerlan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실험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시료를 4 g씩 넣

은 10 mL vial을 실험 직전 14
o
C의 항온 tray holder에 놓아

두었으며, 실험 시 샘플병을 90oC에서 10분 동안 가온하여

생성되는 기체상의 휘발성 화합물을 headspace syringe를

사용하여 향기성분을 채취하였다. Tenax가 충진된 inside

needle direct extraction(INDEx) syringe를 사용하여 20번

stroke하여 농축한 후 200
o
C의 주입구 온도를 유지한 가운데

자동시료채취기가 연결된 SMart Nose로 분석하였다. 이때

사용한 가스는 질소(99.95%)였으며 분당 220 mL의 유속으

로 흘려보냈다. 이 전자코는 질량분석기(Quadrapole Mass

Spectrometer, Balzers Instruments, Liechtenstein, Switz-

erland)가 연결되어 있으며 휘발성 물질을 70 eV에서 이온화

시켜 180초 동안 생성된 이온물질을 사중극자(quadrupole)

질량 필터를 거친 후 특정 질량범위(10～160 amu)에 속하는

물질을 정수단위로 측정하여 channel 수로 사용하였다.

실험분석 초기에 공기 시료를 대조구로 사용하여 4번 반

복하여 시행하였고 시료는 3번 반복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주성분분석법(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각각의

성분들이 얼마나 분리가 되었는지 Discrimination Index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향기 패턴 분석은 SMart Nose를 활용하

였고 각기 다른 channel의 intensity는 matrix 형태로 기록되

었으며 이온화되어 얻어진 분자들 중 가장 차별성을 높게

표현하는 amu(atomic mass unit)값을 갖는 variables 그룹

을 10～20개 선정하여 PCA를 실시하여 상대적인 향기 패턴

을 분석하였다. 이때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SMart Nose

statistical analysis software를 사용하였다.

결 과

지방산가 변화

쌀의 저장 시에 화학적인 성분 변화 중 한 가지는 지방산

의 증가이다. 쌀에는 oleic acid와 linoleic acid가 주지방산인

중성지질로 구성된 약 1% 정도의 지방질이 있는데 쌀의 저

장 중 지방은 쉽게 가수분해나 자동산화를 일으켜 고미취를

생성하거나 산가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가수분해는 지방질

의 에스테르 결합에 작용하여 유리지방산을 생성하게 하는

데 여기에는 lipase, lipoxidase 등의 여러 가지 효소들이 관

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곡물의 온도와 함

수율이 높을 경우 대단히 빨리 진행된다(14-16). 따라서 지

방산의 변화는 저장 중에 품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지표로서 이용된다(17). 본 실험에서 현미의 경우 30oC 항온

기내에서 저장기간에 따른 지방산가 변화는 Fig. 1과 같다.

초기 지방산가는 12.3±1.03 mg KOH/100 g으로 나타났고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5일차 22.9±1.73 mg KOH/100 g,
15일차 42.9±2.68 mg KOH/100 g, 20일차 52.7±1.95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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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fat acidity of BR according to storage
periods at 3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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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fat acidity of MR according to production
year.

Fig. 3. PCA representation of BR according to storage peri-
ods at 30oC on normalization data (by 40) by Static Head-
space Method. b1, 0 day; b2, 5 day; b3, 15 day; b4, 20 day; b5,
30 day.KOH/100 g, 30일차 71.5±2.96 mg KOH/100 g으로 지방산

가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저장기간이 길어질수

록 지방산가는 크게 증가하여 현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백미의 경우는 2005년, 2009년 및 2010년 생산된 쌀의 지

방산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생산년

도가 오래되어 묶은 쌀일수록 지방산가가 매우 높게 나타났

으며 2010년 햅쌀인 경우의 지방산가는 매우 낮게 측정되었

다. 즉, 2005년산 쌀의 지방산가는 72.0±6.35 mg KOH/100
g, 2009년산 쌀의 지방산가는 19.9±1.50 mg KOH/100 g,
2010년산 쌀의 지방산가는 4.8±0.51 mg KOH/100 g이었다.

백미와 현미의 초기 지방산가를 비교해 보았을 경우 백미보

다는 현미에서의 지방산가가 더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일반

적으로 현미의 경우 백미보다 쌀겨층 부분이 더 많이 존재하

는데 쌀의 겨층 부분에 지방함량이 높아 현미의 지방산가가

더 높게 측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18). 또한 본 연구의

현미와 백미의 지방산가를 측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저장기

간이 증가하고 백도가 낮을수록 지방산가의 증가폭이 크다

는 Yoon 등(19)의 보고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향기성분의 변화

저장조건을 달리한 현미 및 생산년도가 다른 백미의 향기

패턴의 변화를 SMart Nos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료

분석을 위해 시료채취 및 주입 시 발생 가능한 휘발성 향기

성분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syringe에 질소를

충전함으로써 zero index를 유지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

은 3회 반복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향의 포집온

도는 80
o
C에서 30분간 실시하였다. 40 amu 이하인 fragment

(m/z)는 주로 공기성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40～85 amu에서

의 intensity에 초점을 두어 비교분석 하였다. 현미와 백미의

경우 여러 가지 성분들의 amu값이 85까지 검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현미와 백미간의 휘발성 향기

성분의 감응도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저장조건을 달리한 현미의 휘발성 향기성분에 의해 얻어

진 이온화된 질량 스펙트럼 중에서 다양한 변수들의 판별력

에 가장 차별성을 높게 표현하는 18종류의 질량을 선택하여

주성분 분석을 수행한 결과 Fig. 3와 같다. 30
o
C 항온기내에

서 저장기간에 따른 현미의 향기패턴 주성분 분석 결과 제1

주성분(PCA1) 값의 기여율은 95.64%로 나타났으며 제2주

성분(PCA2) 값은 2.78%로 나타나서 PCA1값만으로도 분별

화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였다. 또한, 저장기간이 증가할수

록 시료의 PCA1이 음의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

서 실험한 저장기간에 따른 현미의 지방산가와 향기패턴의

변화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저장온도가 높고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지방산가가 높아지고 향기패턴에 따른 PCA1이

음의 값을 나타냈다. 생산년도가 다른 백미의 휘발성 향기성

분을 SMart Nose를 사용하여 분석하여 얻어진 이온화된 질

량 스펙트럼 중에서 다양한 변수들의 판별력에 가장 차별성

을 높게 표현하는 18종류의 질량을 선택하여 주성분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백미의 향기패턴 주성분 분석

의 결과 PCA1값의 기여율은 81.18%, PCA2값의 기여율은

13.85%로 나타났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도에 생

산된 백미(r3)는 다른 시료와 뚜렷하게 분리되었지만 2009

년(r2), 2005년(r1)에 생산된 백미는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웠

다. 반면, 2010년 생산된 백미만 PCA1이 양의 값을 나타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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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CA representation of MR according to production
year on normalization data (by 40) by Static Headspace
Method. r1, 2005; r2, 2009; r3, 2010.

며 생산년도가 오래된 묶은 백미일수록 PCA1이 음의 값을

나타냈다. 생산년도에 따른 지방산가와 향기패턴과의 차이

를 비교해본 결과 현미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생산년도

가 오래 된 묶은 쌀일수록 지방산가는 증가하며 PCA1의 값

이 음의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저장기간

이 증가할수록 지방산가는 크게 증가하고 향기패턴이 변화

하며 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저장조건에 따른 쌀의 지방산가와 SMart

Nose를 활용한 쌀의 향기패턴을 구별 및 비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저장조건과 생산년도에 따른 쌀의 지방산가와 향기

패턴이 차별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쌀의 품질을

판별하는데 있어서 SMart Nose에 의해 측정하여 얻어진 자

료를 활용한다면 기존의 방식들보다 더 용이하게 쌀의 품질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현미 및 백미를 이용하여 시료의 저장기간

에 따른 향기 패턴의 차이를 알아보고 지방산가와 비교하여

현미 및 쌀의 품질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현미는

30
o
C 항온기에 넣고 30일간 저장하면서 5일 간격으로 각 시

료를 채취하였고 백미는 저장기간의 차이를 두기 위해 생산

년도에 따라 시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현미와

백미 모두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지방산가가 크게 증가하

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장기간

에 차이를 둔 현미 및 백미의 향기패턴 변화를 SMart Nose

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현미와 백미사이에 휘

발성 향기성분의 감응도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양한

변수들의 판별력에 가장 차별성을 높게 표현하는 18종류(41

～81 amu)의 질량을 선택하여 주성분 분석 결과 현미의

PCA1 및 PCA2 값 기여율은 각각 95.64%, 2.78%로 나타났

고 백미의 PCA1 및 PCA2 값 기여율은 각각 81.18%, 13.85%

로 나타났다. 백미보다는 현미의 저장기간에 따른 향기패턴

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두 시료 모두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시료의 PCA1값이 음의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쌀의 지방산가는

크게 증가하고 향기패턴이 변화하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쌀의 품질을 판별하는데 있어

서 SMart Nose에 의해 측정하여 얻어진 자료를 활용한다면

기존의 방식들보다 더 용이하게 쌀의 품질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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