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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wet-milled rice flour treated with pectinase
and cellulase in a steeping process. Enzyme treatments were used as follows: pectinase 0.05%, cellulase 0.05%,
and mixed enzyme treatments 0.05～0.2%. For particle distribution, rice flour E-treated with mixed enzymes
(pectinase 0.05% and cellulase 0.05%) was the finest at 48.3% particle distribution less than 53 μm. Protein
contents and damaged starch were reduced by enzyme treatments. Damaged starch was the lowest (12.1%) in
rice flour E compared with non-enzyme treatment (18.1%). Amylose content, water binding capacity, solubility,
and swelling power all increased upon enzyme treatments, and their effects increased upon mixed enzyme
treatment. For gelatinization characteristics of RVA, peak viscosity, final viscosity, breakdown, and total setback
viscosity increased in rice flours treated with mixed enzymes. Especially, in steeping method with mixed enzyme
treatment, pectinase 0.05% and cellulase 0.05% treatment was suitable for minimizing damaged starch and high
fine particle distribution of rice flours compared with single enzyme treatment.

Key words: wet-milled rice flour, enzyme treatment, particle distribution, damaged starch, pasting properties

†
Corresponding author. E-mail: cskim@changwon.ac.kr
†Phone: 82-55-213-3512, Fax: 82-55-281-7481

서 론

쌀은 전 세계적으로 밀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고 옥수수와

함께 세계 3대 곡물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쌀은 아밀로오스

함량이나 낱알의 형태에 따라 장립종, 중립종, 단립종으로

나누어지며 호화특성도 다르다(1).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은 대부분이 자포니카형의 단립종으로 생산량의 95% 이

상이 주식인 쌀밥용으로 소비되고 있어 가공용으로 소비되

는 쌀은 매우 적다(2). 최근에는 식생활의 변화로 쌀 생산량

에 비하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앞으로 매년 16만 톤 정도의 쌀이 과잉 생산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이에 쌀 가공식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정부는

2008년 11월 쌀 가공식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3).

쌀 가공품으로는 쌀빵, 쌀국수, 시리얼, 쌀과자, 떡, 주류 등

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쌀 가공품은 일차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제조된 쌀가루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최종 품질이

좌우된다(4). 쌀가루의 이화학적 혹은 기능적 특성인 입도크

기 및 분포, 전분손상, 호화특성은 아밀로즈 함량 차이에 따

른 쌀 본래의 전분특성이나 쌀 저장온도나 저장기간 등의

저장유래 외에도 제분방법이나 사용 분쇄기에 따라 크게 영

향을 받게 된다(5-13).

따라서 쌀 가공품의 가공적성에 맞는 쌀가루 생산을 위하

여 쌀가루 제분방법 및 가공기술의 뒷받침이 먼저 이루어져

야 하겠다. 쌀가루의 제분방법은 건식 및 습식제분이 사용되

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식제분보다 습식제분에 의한 쌀가

루가 더 우수한 품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건식제분은 쌀가루의 전분손상 증가와 많은 열 발생을 초래

하여 쌀 가공품에 바람직하지 않다(15-18). 습식제분은 수침

과정을 통해 쌀 전분 내 비결정질 부분에서 결정질 부분으로

의 수분흡수가 일어나 쌀 전분구조 사이의 결합력 약화로

건식제분보다 고른 입도 분포를 나타내며, 미세입도 분포

비율이 높고 손상전분이 적어 낮은 호화 개시온도, 최고점도

의 증가 등의 전분 호화특성이 나타난다(13,19-21). 이런 현

상은 쌀 수침 온도 및 수침시간(22,23), 제분기의 형태(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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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쌀은 다른 곡류와 달리 배유부는 매우 조밀하면서 단단한

구조로 여러 개의 전분 입자들로 뭉쳐진 다면체의 복합 전분

립에 단백질체가 둘러싸여 결합되어 있다(25,26). 쌀 배유부

세포벽은 밀이나 보리의 세포벽보다 얇지만 구성성분은 현

저한 양의 pectin, xyloglucan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들은

glycoprotein의 hydroxyproline 잔기와 단단히 결합된 구조

를 갖는다. Cellulose 또한 밀이나 보리에 비하여 비교적 많

은 양인 25～35%를 함유하고 있어(27) 제분에 앞서 배유부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의 저분자화를 꾀하는 효소 전

처리 방법에 의해 전분손상이나 쌀가루의 호화 특성이 달라

질 수 있다는 몇몇 연구자의 보고가 있다(28-30).

전보(24)에서 소규모 산업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손상전분

이 낮은 미세한 멥쌀가루 제조조건으로 충분한 수침과정을

거친 쌀을 pin mill로 가루화 하는 반습식제분이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후속연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쌀의

수침과정 중 pectinase와 cellulase 효소 전 처리 후 pin mill

을 사용하는 반습식제분을 통하여 더욱 미세하고 고른 입도

의 손상전분이 적은 쌀가루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쌀은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2003년에

수확한 추청 멥쌀(함안농업협동조합) 일반미(아밀로오스

18.23%, 수분 12.14%, 단백질 8.94%, 지방 0.45%, 회분 0.53%)

로 대형 유통마트를 통하여 구입하였으며, 습식제분 시 수침

중 사용한 효소는 pectinase(3500 unit/g)와 cellulase(3000

unit/g)로 일본의 Amano Enzyme(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쌀가루의 제조

쌀가루의 제조는 효소 전처리를 통한 반습식제분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원료 쌀 3 kg의 1.5배에 해당하는 물에 9시간

동안 30oC incubator에서 수침한 후 3회 수세하여 원심탈수

후 제분하였다. 이때 사용한 침지액은 0.3% citric acid를 첨

가하여 pH 4.5로 보정한 후 수침액의 0.05% 농도로 pecti-

nase와 cellulase를 각각 처리한 시료군과 수침액의 0.05%,

0.1%, 0.15% 및 0.2%의 최종 농도가 되도록 pectinase와

cellulase(1:1)의 혼합효소처리군을 각각 제조하여 사용하였

다. 사용한 제분기는 pin mill(SC-1B Gyoung Chang Ma-

chine Co., Daegu, Korea)로 장착되어 있는 60 mesh screen

을 통과한 쌀가루를 얻어 40oC 원적외선 건조기(SLD-

1400S, CILIC, Daegu, Korea)에서 최종 수분함량이 14±1%
가 되도록 건조하여 밀봉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쌀가루의 입도 분포 측정

쌀가루의 입도분포는 쌀가루 1 g을 50 mL 증류수에 5분

간 분산시킨 후 Mastersizer 2000(Malvern Inc., New York,

NY,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때 Mastersizer

2000 software를 이용하여 입도분포를 입도크기(μm)에 따

른 %함량으로 나타내었다.

쌀가루의 일반성분 분석

쌀가루의 단백질 함량은 근적외선 분광광도계(Near In-

frared Spectrophotometer, NIR 6500, Foss, Hillerod, Den-

mar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지방 및 회분은 AOAC 방

법(31)에 준하여 지방은 semi-Soxhlet법, 회분은 건식 회화

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분손상도

전분손상도의 측정은 AACC method 76-30(32)에 준하였

다. 즉, α-amylase(39.3 unit/mg solid, Sigma, St. Louis,

MO, USA) 125,000 unit을 acetate buffer(pH 4.6～4.8) 450

mL에 녹인 용액 45 mL을 쌀가루 1 g(14% mb)에 가한 후

항온수조에서 30
o
C, 15 min간 방치한 후 H2SO4 3 mL과

sodium tungstate 용액 2 mL을 첨가한 뒤 Whatman No.

4 여과지로 여과하고 AACC method 80-60(32)에 따라 10

mL alk ferricyanide 용액을 넣고 boiling water bath에서

15분간 가열한 뒤 acetic acid-salt 용액 25 mL과 1 mL solu-

ble starch-KI 용액을 넣고 발색시킨 후 0.1 N thiosulfate

용액으로 적정하였다. 0.1 N thiosulfate의 적정량을 AACC

method 22-18(32)에 따라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Damaged starch %＝0.082×(mg maltose/ 10 g)

아밀로오스 함량 측정

아밀로오스 함량은 Juliano의 방법(33)으로 정량하였다.

즉 쌀가루 100 mg을 95% ethanol 1 mL와 1 N NaOH 9

mL에 완전히 분산시키고 10분간 항온수조에서 가열하여 식

힌 후 100 mL로 희석시켰다. 이중 5 mL을 취해 1.0 N acetic

acid 1 mL로 중화시킨 후 요오드 용액(0.2% I2＋2.0% KI)

2 mL를 넣어 발색시키고 100 mL로 정용하여 20분 후 6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아밀로오스 함량은 기

준 시료인 potato amylose의 표준곡선으로 측정하였다.

물결합력, 용해도 및 팽윤력

쌀가루의 물결합력은 Medcalf와 Gilles 방법(34)을 이용

하여 멥쌀가루 1 g(건량기준)과 증류수 40 mL를 혼합하여

1시간 동안 교반하고, 원심분리(2,300×g)하여 상등액을 제

거한 다음 침전된 멥쌀가루의 무게를 측정하여 물결합력을

계산하였다. 쌀가루의 용해도와 팽윤력은 Schoch의 방법

(35)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멥쌀가루 0.5 g(건량기준)과 증

류수 40 mL를 혼합한 다음 55, 65, 75, 85 및 95oC로 온도를

유지하면서 30분 동안 교반하고 원심분리(5800×g, 30 min)
하여 침전된 멥쌀가루의 무게와 상등액의 총당을 페놀-황산

법(36)으로 측정하여 다음 식을 이용하여 용해도와 팽윤력

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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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rice flours prepared from
steeped non-waxy rice with various enzyme treatments.

: non-enzyme, : pectinase 0.05%, : cellulase 0.05%,
: pectinase 0.025%＋cellulase 0.025%, : pectinase 0.05%

＋cellulase 0.05%, : pectinase 0.075%＋cellulase 0.075%,
: pectinase 0.1%＋cellulase 0.1%.

용해도(%)＝
상등액의 총당(mg) ×100

처음 쌀가루 무게(mg)

팽윤력

(g/g)
＝

침전된 쌀가루 무게×100
처음 쌀가루 무게(건량기준)×(100－%용해도)

미세구조 관찰(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3500N,

Hitachi, Tokyo, Japan)을 이용하여 가속전압 15 kV에서

500배, 3000배의 배율로 쌀가루의 입자 형태를 관찰하였다.

RVA 특성(characteristics of rapid visco analyzer)

쌀가루의 호화점도변화 특성은 신속점도측정기(Rapid

Visco Analyzer, 3D, Newport Scientific Pty., Let., Narra-

been, Australi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쌀가루 3 g을 증류

수 25 mL에 분산시키고 처음 1분 동안 50oC까지 가열 후

분당 12
o
C로 가열하여 95

o
C까지 상승시키고 95

o
C에서 2.5분

동안 유지하였다. 또한 50
o
C까지 분당 12

o
C로 냉각, 2분 동안

은 50oC를 유지하면서 점도를 측정하였다. RVA의 특성 치

는 호화개시온도(PT), 최고점도(P), trough에서 점도(T),

50
o
C에서 최종점도(F)와 이로부터 구한 total setback 점도

(F-T), breakdown 점도(P-T)를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쌀가루의 입도 분포

효소 전처리를 통한 습식제분 쌀가루의 입도 분포는 Fig.

1과 같다. 150 μm 이상의 비교적 큰 입자들은 효소무처리구

가 6.5%, pectinase 0.05% 처리가 5.05%, cellulase 0.05% 처

리가 5.8%로 높았으며, 복합효소처리구(pectinase 0.05%＋

cellulase 0.05%)에서는 가장 낮은 3.8%이었으며, 53 μm 이

하의 입도 분포에서는 효소무처리 또는 단일효소처리에 비

해 2배나 높은 48.3%를 나타내 높은 미세입도분포 비율이었

다. 쌀 배유부 세포벽에는 pectin과 xyloglucan을 함유하고,

cellulose 또한 밀이나 보리에 비해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다

(27). Pectin은 식물조직의 세포벽이나 세포와 세포사이를

연결해주는 세포간질에 주로 존재하여 세포들을 서로 결착

시켜 주는 다당류이며, 식물세포 내 Ca이나 Mg을 중개로

하여 pectin 분자의 사슬끼리 결합하고 또한 수소결합 등에

의해 cellulose, hemicellulose 등과 결합하여 망상 구조를 이

루고 있다(37). 본 실험결과에서 습식제분 시 복합효소 처리

에 의하여 수침 동안 견고한 세포벽조직이 연화되어 가루화

가 용이하여 높은 미세입도분포의 쌀가루 제조가 가능하였

던 것으로 생각된다(30). Egawa(28)는 습식제분 시 pectinase

처리 농도가 증가할수록 효소무처리구에 비해 미세입도분

포를 많이 가지나, 오히려 높은 농도의 효소는 수침과정 중

원료 쌀에 좋지 않은 냄새를 부여한다고 하여 관능적 품질

면에서의 적정 효소 농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쌀가루의 일반성분

쌀가루의 일반성분은 측정결과는 Table 1과 같다. 단백질

함량은 효소처리에 의해 낮아졌으며, 복합효소처리 농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여 pectinase 0.05%＋cellulase 0.05%의

복합효소처리구에서 6.97%로 가장 낮았다. 지방 함량은 모

든 시료 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회분함량은 단백질과

유사한 경향으로 복합처리 농도가 증가할수록 다소 감소하

였다. 곡류가공 시 일반성분의 감소는 제분과정 중 압착과

분쇄 후 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반성분의 분리와 유

실이 일어나며(38), 수침과정 중에 쌀의 수용성 단백질, 유리

지방 등이 수침액으로 용출되기 때문에 일반성분의 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39).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쌀의 수침액 효소처리로 수용성물질의 용출과 더불어 세포

벽 조직의 연화로 제분 시 쌀가루가 미세화 되어 일반성분의

유실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손상전분, 아밀로오스 함량 및 물결합력

전분의 손상정도는 전분 구조, 수분함량, 분쇄압력, 제분

기 형태 및 속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 Table 2에서 쌀가루의 손상전분은 효소처리 전 구간에

서 효소무처리구 18.1%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값인 17.0

～12.1%이었고, 특히 pectinase 0.05%＋cellulase 0.05%의

복합효소처리구에서 12.1%로 가장 낮았으며, 복합효소처리

농도가 그 이상으로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본

실험에서 효소처리에 의한 쌀가루의 현저한 손상전분 감소

는 세포벽 구성성분인 pectin과 cellulose가 저분자화 됨으로

인해 충분히 수화된 전분 결정성영역의 결합력약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써 습식제분 시 pectinase 효소처리로

미세입도분포와 함께 낮은 손상전분을 가지는 쌀가루를 얻

을 수 있다고 보고한 Egawa(28)의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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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ximate composition of rice flours prepared from steeped non-waxy rice with various enzyme treatments (%)

Non-enzyme P1) 0.05% C 0.05%
Mix enzymes

PC 0.05% PC 0.1% PC 0.15% PC 0.2%

Protein
Lipid
Ash

7.66±0.02a2)
0.30±0.01a
0.42±0.01a

7.47±0.06b
0.31±0.02a
0.40±0.02b

7.58±0.06a
0.32±0.01a
0.42±0.02a

7.59±0.07a
0.31±0.01a
0.41±0.01a

6.97±0.05d
0.30±0.01a
0.38±0.01c

7.11±0.01c
0.32±0.01a
0.39±0.01bc

7.18±0.06c
0.31±0.02a
0.40±0.02bc

Mean±SD (n=6).
1)P: pectinase, C: cellulase, PC 0.05%: pectinase 0.025%＋cellulase 0.025%, PC 0.1%: pectinase 0.05%＋cellulase 0.05%, PC 0.15%:
pectinase 0.075%＋cellulase 0.075%, PC 0.2%: pectinase 0.1%＋cellulase 0.1%.
2)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each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2. Damaged starch, amylose content and water binding capacity of rice flours prepared from steeped non-waxy rice
with various enzyme treatments (%)

Non-enzyme P
1)
0.05% C 0.05%

Mix enzymes

PC 0.05% PC 0.1% PC 0.15% PC 0.2%

Damaged starch
Amylose
Water binding capacity

18.1±0.48a2)
26.0±0.28e
186.5±0.61f

15.1±0.62c
27.2±0.14cd
190.8±0.56cd

17.0±0.44b
26.9±0.19d
189.2±0.69e

14.6±0.64c
27.4±046cd
192.0±1.15bc

12.1±0.54e
29.3±0.48a
197.4±1.26a

14.0±0.62d
28.2±0.81b
195.6±1.28a

15.3±0.43c
27.8±0.14bc
193.3±0.67b

Mean±SD (n=5).
1)
Abbreviations: See the Table 1.
2)
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each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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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welling power and solubility patterns of rice flours
prepared from steeped non-waxy rice with various enzyme
treatments. : non-enzyme, : pectinase 0.05%, :
cellulase 0.05%, : pectinase 0.025%＋cellulase 0.025%, :
pectinase 0.05%＋cellulase 0.05%, : pectinase 0.075%＋cel-
lulase 0.075%, : pectinase 0.1%＋cellulase 0.1%.

있었다.

겉보기 아밀로오스 함량은 효소처리구가 효소무처리구보

다 높았고(Table 2), pectinase와 cellulase를 각각 처리한 단

일효소처리구보다 미세입도분포를 나타낸 pectinase 0.05%

＋cellulase 0.05%의 복합효소처리구에서 더 높은 값이었다.

Lee 등(23)은 쌀의 수침과정 중 전분분해 효소의 활성 증가

로 전분 입자내 저분자 물질의 추출이 용이해지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효소처리에 따른 겉보기 아밀로오스

함량 증가는 이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물결합력은 전분입자의 표면에 흡착되거나 내부로 침투

되는 물의 양을 측정한 것으로 효소무처리구에 비해 단일효

소처리구 또는 복합효소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Table 2). 이러한 결과는 습식제분한 쌀가루의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물결합력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41,42)와 일치하

며, 이는 효소처리를 통해 얻어진 쌀가루의 미세입도분포율

증가와 함께 수분과 결합할 수 있는 표면적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용해도 및 팽윤력

쌀은 배유세포벽과 불용성단백질 간의 가교결합에 의해

쌀의 구조는 매우 조밀하고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 가열동

안 용해도와 팽윤력이 제한적이며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조직감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3-45). 용해도

와 팽윤력을 10oC 간격으로 55oC～95oC에서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용해도와 팽윤력 은 모든 실험군에서 측정

55oC에서 95oC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용해도는 85oC

이후 효소처리구에서 비교적 높은 용해도 증가를 나타내었

으며, pectinase 0.05%＋cellulase 0.05%의 복합효소처리구

에서 95oC 용해도가 가장 높아 용출되는 전분분자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효소처리에 의해 쌀가루 입자크기

가 작아져 표면적 증가로 수용성 성분 용출이 더욱 용이해진

결과로 보인다. 팽윤력은 55～75
o
C까지 시료 간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그 이후 온도가 상승할수록 시료

간에 차이가 커지면서 95
o
C에서 그 차이가 최대를 보여 용해

도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즉, 낮은 손상전분, 높은 물결합력

과 높은 아밀로오스 함량을 보인 pectinase 0.05%＋cellulase

0.05%의 복합효소처리구가 가장 높은 팽윤력을 보였다.

미세구조 관찰

쌀가루 시료를 3000의 배율로 전자현미경으로 미세구조

를 관찰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쌀가루의 미세입자 분포가

비교적 높은 단일효소처리 및 복합효소처리 시료는 효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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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sting characteristics of rice flours prepared from steeped non-waxy rice with various enzyme treatments

Treatment
1) Non-

enzyme
P 0.05% C 0.05% PC 0.5% PC 0.1% PC 0.15% PC 0.2%

Pasting temp. (oC) 67.8 68.6 68.9 68.3 67.6 68.4 68.9

Viscosity
(RVU)

Peak (P)
Trough (T)
Breakdown (P-T)
Final (F)
Setback (F-T)

383.7
228.8
154.9
389.7
160.9

390.2
203.6
186.6
360.3
156.7

384.2
197.8
186.4
353.8
156.0

410.2
229.3
180.9
383.1
153.8

449.3
250.2
199.1
419.5
169.3

443.6
244.4
199.2
406.7
162.3

445.8
248.5
197.4
410.4
161.9

1)
Abbreviations: See the Table 1.

Non-enzyme P 0.05% C 0.05% P 0.025%＋C 0.025%

P 0.05%＋C 0.05% P 0.075%＋C 0.075% P 0.1%＋C 0.1%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of pin milled rice flours prepared from steeped non-waxy rice with various enzyme
treatments (×3000). P: pectinase, C: cellulase.

처리구에 비해 쌀가루의 집합체로부터 미세입자들이 매끈

하게 떨어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pectinase

나 cellulase의 단일효소처리구에서는 전분립 사이의 protein

body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복합효소처리

농도가 높아질수록 protein body는 감소하고 쌀가루의 집합

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미세입자들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저장미를 pectinase와 cellulase로 처리하여 쌀가

루의 미세구조를 관찰한 선행연구결과(30)와 유사하다.

RVA 특성

효소 전처리를 통한 습식제분 쌀가루의 RVA 호화특성은

Table 3과 같다. 호화개시온도는 모든 처리구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효소무처리구가 pectinase 0.05%＋

cellulase 0.05%의 복합효소처리구를 제외한 다른 효소처리

구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 미세입자의 가루일수록 거친 입자

가루에 비해 낮은 호화개시온도를 나타낸다는 다른 연구결

과(7,17)와 차이를 가졌다. 그러나 아밀로오스 함량이 높을

수록 호화개시온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46)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도 효소처리에 의한 미세 쌀가루의 아밀로오

스 함량 증가가 호화개시온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

다. 최고점도는 복합효소처리구에서 효소무처리와 단일효소

처리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Fig. 2와 같이 가열온

도 상승에 따른 팽윤력의 증가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Singh

과 Eckhoff(47)가 보고한 용해도와 팽윤력은 최고점도와 양

의 상관성을 가진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최종점도 또한

pectinase 0.05%＋cellulase 0.05%의 복합효소처리구에서

419.5 RVU로 가장 높았고, 그 이상의 복합효소처리농도 상

승에 따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효소무처리와 단일

효소처리보다는 현저히 높았다. 이는 습식제분 시 pectinase

효소처리로 쌀가루의 최고호화점도와 냉각점도가 현저히

증가한다고 보고한 Egawa(28)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RVA 최고점도 이후의 붕괴된 paste에는 온전한 호화전분입

자, 파열된 전분입자 잔존물, 용출된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

틴 등이 존재한다. Breakdown은 호화전분입자구조의 파괴

에 기인하며, 팽윤 전분입자의 단단한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고 알려져 있다(4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소처리로 팽윤

력, 용해도증가에 따른 최고점도상승과 더불어 전분입자 내

구조의 약화로 breakdown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화정도 또는 냉각과정에서 겔화로 인해 구조가 형성되

는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total setback 점도는 pect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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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cellulase 0.05%의 복합효소처리에서 169.3 RVU로

가장 높았고, 단일효소처리 또는 복합효소처리의 낮은 조합

에서 153.8～156.7 RVU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일반

적으로 낮은 total setback 점도를 가질 경우 호화된 겔의

냉각 시 점도변화가 적어 network 형성이 어려우며, pectinase

0.05%＋cellulase 0.05%의 복합효소처리에서와 같이 높을

경우 단단한 겔을 형성할 수 있어 곡류식품의 산업적 활용방

안이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효소무처리구나 단일효소처리

구보다 pectinase 0.05%＋cellulase 0.05%의 복합효소처리

구에서 미세입도분포 증가와 낮은 손상전분함량 등으로 인

해 높은 최고점도(PV), 최종점도(FV), breakdown 및 total

setback viscosity 등의 호화특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 약

미세한 입도분포와 전분 손상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쌀가

루의 제분조건을 제시하고자 쌀 침지과정에서 pectinase와

cellulase 효소를 처리한 반습식제분 쌀가루의 이화학적 특

성을 조사하였다. 효소처리는 단일효소 처리(0.05%)와 두

가지 효소를 동일비율로 사용한 복합효소처리로 0.05～

0.2% 농도 수준에서 사용하였다. 입도분포는 복합효소처리

(pectinase 0.05%＋cellulase 0.05%) E에서 53 μm 이하의

입도분포율이 48.3%로 높아 가장 미세한 쌀가루를 얻을 수

있었다. 단백질 함량은 효소처리로 감소하였으며, 복합효소

처리 E에서 6.97%로 가장 낮았다. 손상전분 함량은 효소무

처리구는 18.1%로 높은 반면 효소처리 후 감소하여 복합효

소처리 E는 12.1%로 가장 낮았다. 효소처리로 겉보기 아밀

로즈 함량, 물결합력, 용해도 및 팽윤력이 증가하였으며, 단

일효소처리보다 복합효소처리에서 그 증가폭이 컸다. SEM

미세구조관찰에서 수침 및 효소처리를 통해 쌀가루의 집합

체로부터 매끈하게 떨어져나간 미세입자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복합효소처리 쌀가루의 경우 RVA 호화특성인

최고점도, 냉각 점도, breakdown 및 total setback 점도의

증가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쌀가루 제분의 전처리 과정으

로서 단일효소처리보다는 pectinase 0.05%와 cellulase 0.05

%의 복합효소처리 침지조건이 높은 미세 입도분포율과 낮

은 전분손상도를 갖는 쌀가루 제조에 가장 적합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호화특성에도 영향을 미쳐 쌀 가공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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