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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밀로오스 함량이 다른 쌀 전분의 분자 및 결정 구조와 이화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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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 vitro digestibility and molecular and crystalline structures of rice starches (Seilmi, Dasan1, and Segoami)
with differing amylose content were investigated. Segoami had the highest amylose content (30.9%), whereas Dasan1 had
the lowest amylose content (21.2%). The molecular weight (M

w
) of amylose and amylopectin in Segoami was much lower

than that of the other two rice starches. Segoami had the highest proportion (8.7%) of amylopectin short branch chains
(DP 6-12) and the lowest proportion of B1 chains (DP 13-24). The relative crystallinity, intensity ratio of 1047-1022 cm−1

(1047/1022) and gelatinization enthalpy followed the order: Segoami>Seilmi~Dasan1. Segoami showed substantially low
pasting viscosity. Rapidly digestible starch (RDS), slowly digestible starch (SDS), and resistant starch (RS) contents
showed the highest value in Seilmi, Dasan1, and Segoami, respectively. The expected glycemic index (eGI) of Segoami
was lower than that of the other two rice starches. Overall results suggested that the digestibility of rice starch could be
highly influenced by their molecular and crystallin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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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쌀(Oryzae sativa L.)은 밀, 옥수수와 더불어 세계 3대 작물로서

주요 곡물자원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쌀 생산은 1980-1990

년대 쌀 자급 이후 밥맛 좋은 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가에

따라 가공용 및 기능성 품종과 같은 다양한 쌀 품종이 개발되고

있다(1). 우리나라 국민의 쌀 소비량은 사회적 여건에 따른 식생

활의 변화와 쌀 소비 정책에 의하여 소비량은 많은 변화가 있었

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80년대 120 kg, 90년대 중반 110 kg,

2009년 74 kg, 2013년 67 kg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의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주식뿐만 아

니라 쌀 가공 제품 개발 및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

다(1).

국내 쌀 가공 산업은 주로 떡류, 면류, 주류 시장이 주를 이루

고 있으며, 최근 즉석밥류 및 죽류 산업으로 점차 확대되고 일부

과자류, 음료, 조미식품류 등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쌀 가공 제품

개발이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

쌀 중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분은 식품 소재의 영양원

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에 원하는 물성을 부여하

기 위하여 첨가되는 식품첨가제로서도 사용되고 있다. 다른 전분

과 같이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는 쌀전분은

이화학적, 구조적 특성은 작물 종이나 생육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3). 쌀전분의 이화학적 특성은 전분 내의 아밀로오스와 아

밀로펙틴 함량비를 포함한 분자 및 결정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4).

전분은 영양적으로 소화되는 속도에 따라 빨리 소화되는 전분

(rapidly digestible starch, RDS), 천천히 소화되는 전분(slowly

digestible starch, SDS), 소화되지 않는 전분(resistant starch, RS)의

3가지로 분류된다(5). RDS는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및 비만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SDS는 소화 속도는 느리지

만 완전히 소화되기에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주게 되어 체중

조절을 위한 식단에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RS는 식이섬유와

마찬가지로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어 대장 환경에 유익한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4-6).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 식

생활의 서구화 및 간편화 등으로 인스턴트 식품이나 스낵류 등

의 가공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식품은 설탕과 같

은 단순당의 함량이 높고 빨리 소화되기 쉬운 형태인 RDS 함량

이 높아 이런 식품을 장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혈당의 증가가

번번하게 이루어져 결국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생체

기능에 무리가 되고 결과적으로 당뇨병을 유발하게 된다(7).

쌀 전분의 소화율은 전분의 입자 크기, 아밀로펙틴의 가지사슬

구조, 결정성 등의 영향을 받는다(4). 지금까지 다양한 쌀 전분의

이화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4,8) 국내산 쌀 품

종에 대해서 품종에 따른 전분의 분자 및 결정 구조의 특성에 대

한 연구가 드물었으며 전분의 소화율과 분자 및 결정 구조 간의

상관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아밀로오스 함량이 다른 3종의 쌀에서 추

출한 쌀 전분의 이화학적, 분자 및 결정 구조, 소화 특성들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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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이들 간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여러 쌀 가공식품들에 대

한 소재로의 이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3가지 쌀 품종인 새일미(Seilmi), 다산1호

(Dasan1), 새고아미(Segoami)는 농촌실용화재단(Suwon, Korea)에

서 구입하였다. 쌀 시료에서 Lim 등(9)의 알칼리 침지법으로 전

분을 분리하였다.

겉보기 아밀로오스 함량(apparent amylose content)

전분의 겉보기 아밀로오스 함량은 Williams 등(10)의 방법에 의

해 구하였다. 전분 시료(10 mg)에 0.5 N KOH (1 mL) 용액을 첨

가하여 호화시킨 후 0.5 N HCl로 중화하였다. 이 전분 용액 1 mL

를 취하고 요오드 시약(0.2% I2+2% KI) 0.5 mL를 첨가한 후 증

류수로 25 mL까지 정용하였고 5분 방치 후 625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아밀로오스의 평균중합도(average degree of polymerization,

DP
n
)

쌀 전분의 아밀로오스는 Jane과 Chen (11)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분리된 아밀로오스의 평균중합도(DPn) 분석은 총 탄

수화물과 환원당 함량으로부터 구하였다. 총 탄수화물 함량은 페

놀-황산법(12)으로 환원당 함량은 변형된 Park-Johnson 법(13)으로

구하였다.

HPSEC-MALLS-RI를 이용한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 분자량

분석

Han과 Lim(14)의 방법을 이용하여 전분을 전 처리하였다. 전

처리한 전분 시료 12 mg을 0.1 N NaOH에서 분산시키고 0.1 N

HCl로 중화하였다. 중화된 시료를 microwave bomb (#4872, Parr

Instrument Co., Moline, IL, USA)에 넣고 microwave oven (RE-

552W, Samsung, Seoul, Korea)에서 30초간 가열하였다. 가열한 시

료를 membrane filer (pore size: 5 µm)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0.15 M NaNO3와 0.02% NaN3를 이동상으로 SEC column (TSK

G5000 PW, 7.5 mm ⋅ 600 mm; TosoBiosep, Mongomeryville, PA,

USA)을 이용하여 분당 0.4 mL의 속도로 흘려 분리한 후 RI detector

(Waters 2414)와 multi-angle laser light scattering (MALLS)

detector (HELEOS, Wyatt Technology Co., Santa Barbara, CA,

USA)로 분석하였다. 분리된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의 중량평

균분자량(Mw)은 ASTRA 5.3 software (Wyatt Technology Co.)을

활용하여 얻어진 chromatogram으로부터 구하였다.

HPAEC-PAD를 이용한 아밀로펙틴의 가지 사슬 길이 분석

아밀로펙틴 분자의 가지 사슬 길이 분포도(branch chain length

distribution)는 high performance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

pulsed amperometric detection (HPAEC-PAD) (Dionex ICS-5000,

Dionex Co., Sunnyvale, CA,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분

시료를 90% DMSO에 분산시키고 분산액의 3-5배 부피의 에탄

올을 첨가하여 시료를 침전하였으며 침전된 시료는 다시 50 mM

sodium acetate buffer (pH 3.5)에 분산시키고 debranching enzyme

(isoamylase, EN102, 68,000 U/mg of protein, Hayashibara Bio-

chemical Laboratories, Okayama, Japan)을 5 µL 첨가하여 20시간

이상 37oC에서 반응시켰다. 반응을 마친 시료는 0.45 µm의 nylon

filter를 이용하여 여과하고 HPAEC-PAD에 주입하고 분석하였다.

500 mM sodium acetate와 150 mM NaOH을 이동상으로 Dionex

Carbopac PA100 칼럼을 사용하여 분당 1 mL의 속도로 분석하였다.

X-선 회절기를 이용한 결정 구조

쌀전분의 결정 구조는 X-선 회절기(X-ray diffractometer, D/

Max-1200, Rigaku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

기분석 조건은 target: Cu-Ka, filter: Ni, scanning speed: 5.0o/min,

voltage: 40 kV, current: 20 mA로 회절각도는 (2θ) 3-40o였으며 얻

어진 X-선 회절곡선으로부터 상대결정성(relative crystallinity)을 계

산하였다(15).

푸리에 변환 적외선분광기를 이용한 표면 결정 구조

전분 입자의 표면 결정성 분석을 위하여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Digilab

USQ, Randolph, MA, USA)을 이용하였다. 얻어진 쌀 전분 시료

의 FT-IR spectrum로부터 피크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하여 decon-

volution과 basel apodization을 사용한 후 1,047 cm−1과 1,022 cm−1

의 피크 높이를 측정하였다. 전분의 FT-IR spectrum에서 1,047

cm−1은 결정성을 나타내고 1,022 cm−1을 무정형을 나타낸다고 보

고되었다(16). 본 연구에서는 1,047 cm−1/1,022 cm−1의 비율을 전분

입자의 표면 결정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팽윤력

팽윤력(swelling factor)은 80oC에서 blue dextran exclusion법에

따라 측정하였다(17).

열적 특성

쌀 전분의 열적 특성은 시차주사열량계(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DSC 6100, Seiko Instruments Inc., Chiba,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알루미늄 팬(14 µL)에 전분과 증류수의 비

율이 1:2가 되도록 넣고 밀봉하여 5oC/min의 속도로 20oC에서

150oC까지 가열하면서 thermogram을 얻어 분석하였다.

페이스팅 점도 특성

전분의 페이스팅 점도 특성은 신속점도분석기(Rapid Visco-

analyzer, RVA-4D, Newport Scientific Ltd., Warriwood, Australia)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7% (w/v) 전분 용액을 50oC에서 1분간

유지한 후 50-95oC까지 6oC/min의 속도로 가열하고 95oC에서 5

분간 유지하고 95-50oC까지 6oC/min의 속도로 냉각한 후 50oC에

서 2분간 유지하면서 점도를 측정하였다. 호화개시온도(pasting

temperature), 최고점도(peak viscosity), 강하점도(breakdown), 치반

점도(setback)와 최종점도(final viscosity)를 측정하였다.

In vitro 소화율

In vitro 전분 소화율은 Englyst 등(5)의 방법을 수정하여 분석

하였다. 0.45 g의 porcine pancreatic α-amylase (P-7545,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를 증류수 4 mL에 분산시키고 원심

분리(1,500×g, 12분)한 후 2.7 mL의 상층액을 분리하고 0.3 mL

amyloglucosidase (A-9913, Sigma-Aldrich)와 0.2 mL의 invertase

(I-4504, Sigma-Aldrich)를 첨가하여 혼합효소를 만들었다. 전분시

료 100 mg에 4 mL의 sodium acetate buffer (pH 5.2)를 혼합한

후 미리 제조한 혼합효소 1 mL와 15개의 유리구슬(4 mm 지름)

을 첨가하였고, 일정한 속도에서 교반(170 rpm)하면서 반응하였다.

일정한 시간(0-180분) 동안 반응시킨 시료(0.1 mL)를 취하여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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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용액 속에 혼합한 후 glucose 함량은 glucose oxidase and

peroxidase assay kits (GAGO-20, Sigma-Aldrich)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20분 내에 분해된 전분 함량을 RDS (rapidly digestible

starch), 20분과 120분 사이에 분해된 전분 함량을 SDS (slowly

digestible starch), 120분 동안 분해되지 않는 전분 함량을 RS

(resistant starch)로 분석하였다.

In vitro 혈당지수(expected glycemic index, eGI)는 Granfeldt 등

(18)의 방법에 의하여 구하였다. 쌀 전분 시료와 표준물질(white

bread)의 소화율 곡선의 면적 비율로 hydrolysis index (HI)을 계

산한 후 Granfeldt 등(18)의 계산식(eGI=8.198+0.862 HI)으로부터

eGI값을 구하였다.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최소 2회 이상을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

타냈고 통계 분석은 SPSS (v. 9.0, SPS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Duncan의 다중비교로 95% 신뢰수준에서 실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아밀로오스 함량

3가지 쌀 품종 내 전분의 아밀로오스 함량은 Table 1에 나타

내었다. 새일미, 다산1호, 새고아미의 아밀로오스 함량은 각각

24.6, 21.2, 30.9%였다. 예상했던 대로 고아밀로오스 타입인 새고

아미의 아밀로오스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산1호가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새고아미의 아밀로오스 함량은 기존 고아미의

아밀로오스 함량(26.7-29.4%)에 비해 다소 높았다(19,20). 전분의

아밀로오스 함량은 전분의 호화 및 노화 특성, 점도특성, 소화율

특성, 팽윤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21).

분자 구조적 특성

쌀 전분에서 분리된 아밀로오스의 평균중합도(DPn)는 Table 1

에 나타내었다. 다산1호가 998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새고

아미는 769로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쌀 전분 내 아밀로오스의

평균중합도가 Takeda 등(22)이 보고한 1100, Chung 등(4)이 보고

한 964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쌀 전분의 HPSEC-MALLS-RI에 의한 분자량분포 곡선은 Fig.

1A에 나타내었다. 20-30분 사이에 용출되는 큰 피크는 아밀로펙

틴에 의한 것이며 30-50분 사이에 용출되는 피크는 아밀로오스

에 의한 것이다. 아밀로펙틴에 의한 피크는 다산1호가 가장 먼저

용출되었고 그 다음으로 새일미, 새고아미가 따랐다. 아밀로오스

에 의한 피크는 두 개의 피크로 분류가 되었다. 이는 쌀 전분 내

아밀로오스가 분자량의 다소 다른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30-40분 사이에 용출되는 아밀로오스에 의한 피

크는 새고아미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였으며 반대로 40-50분

사이에 용출되는 아밀로오스에 의한 피크는 새고아미가 가장 작

은 면적을 차지하였다(Fig. 1A). Fig. 1A에 의하여 계산된 아밀로

오스와 아밀로펙틴의 중량 평균분자량(Mw)은 Table 1과 2에 각각

나타내었다. 먼저 용출되는 아밀로펙틴의 평균분자량은 새고아미

Fig. 1. HPSEC-RI (A) and HPAEC-PAD (B, C and D) chromatographs of rice starches.

Table 1. Amylose content in starch and average degree of
polymerization (DP

n
) and molecular weight (M

w
) of amylose

Rice starch
Amylose content

(%)
DPn

Mw

(×107g/mol)

Seilmi 24.6±0.2b 841±7b 1.53±0.20a

Dasan1 21.2±0.2c 998±8a 1.63±0.01a

Segoami 30.9±0.2a 769±10c 1.12±0.06b

Values followed by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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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두 품종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Table 2).

뒤에 용출되는 아밀로오스의 평균분자량 역시 새고아미가 다른

두 품종의 아밀로오스에 비해 낮은 분자량을 나타냈다. 아밀로오

스 함량을 높여 개발된 특수미의 한 형태인 새고아미는 다른 두

쌀 품종보다 아밀로오스 함량은 높을지라도 중량 평균분자량은

아밀로펙틴과 아밀로오스 모두 일반 쌀 품종에 비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Park 등(8)은 전분 분자량은 DSC에 의한 열적 특

성과 RVA에 의한 호화 특성 지표들과 높은 상관성을 나타낸다

고 보고하였으며 Tsakama 등(23)은 분자량은 소화율 지표인 RS

와 높은 상관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결과적으로 3가지 쌀

품종의 분자량 차이는 그들의 이화학적 특성 및 소화 특성에 영

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쌀 전분의 아밀로펙틴 분자 가지사슬 길이 분포도는 HPAEC-

PAD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크로마토그램을 Fig. 1의 B, C, D에

나타내었다. 모든 쌀 전분의 크로마토그램에서 중합도(DP)에 따

라 두 개의 그룹(DP 6-33, DP 34-60)으로 나눌 수 있었다. 3가지

품종에서 공통으로 첫 번째 피크에서 특정 DP를 가진 사슬의 양

(DP 18-23)의 차이에 의해 shoulder를 나타내는데 새일미와 다산

1호는 새고아미에 비해 shoulder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새고아미가 두 품종의 일반 쌀에 비해 다

소 다른 아밀로펙틴 가지사슬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anashiro 등(24)에 따라 아밀로펙틴의 가지사슬 길이에

따라 A (DP 6-12), B1 (DP 13-24), B2 (DP 25-36), B3+ (DP≥37)

사슬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보고에 근거하여 분석

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새고아미의 A사슬 함량은 다른

두 품종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B1사슬은 가장 낮은 함량을 보였

다. 새일미의 B2사슬 함량은 다른 두 품종보다 낮았으며 긴 사

슬인 B3+함량은 세 품종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결과적

으로 3가지 쌀 품종 내 아밀로펙틴의 가지사슬 구조가 다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결정 구조적 특성

X선 회절도를 이용하여 쌀 전분의 결정 형태와 상대적 결정성

을 구하고 비교하였다. 3가지 쌀 전분은 회절각이 17-18o에서 분

리되지 않은 두 개의 피크와 15, 20o에서의 각각의 피크를 보이

는 A형의 회절 양상을 보였다(Fig. 2A). 3가지 시료의 회절 양상

은 비슷하였으나 상대적 결정성은 차이를 보였다(Table 3). 상대

적 결정성은 새고아미에서 32.4%로 가장 높았고 다산1호(33.1%)

와 새일미(33.7%)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아밀로펙

틴의 가지사슬 부분이 결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대로 아밀로오스는 아밀로펙틴의 결정 구조를 약화시키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25). 결과적으로 새고아미는 아밀로오스 함

량이 높기에 상대적 결정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아밀

로펙틴의 짧은 사슬인 DP 10-13의 함량이 높을수록 낮은 결정성

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25). 새고아미는 아밀로펙틴의 짧은 사

슬인 DP 6-12가 비교적 높은 함량을 나타냈기 때문에 낮은 상대

적 결정성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정 구조적 특징 분석을 위하여 deconvolution된 FT-IR spec-

trum을 이용하였으며 쌀 전분의 FT-IR spectrum은 Fig. 2B에 나

타내었다. 쌀 전분들 간의 FT-IR spectrum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FT-IR spectrum에서 1047 cm−1은 전분 입자의 표면 근처

의 결정성 영역과 1022 cm−1은 무정형 영역의 변화에 민감한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두 피크의 비율(1047/1022)은 전분 내의 무

정형 영역에 대한 결정성 영역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

다(16). 새고아미 전분의 1047/1022는 0.622로 다른 두 품종에 비

해 유의적으로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Table 3). 이는 X-ray에

의한 상대적 결정성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결정 구조적 특징은 새고아미는 다른 두 쌀 품종

내 전분에 비해 높은 아밀로오스 함량과 아밀로펙틴의 짧은 사

슬(A chain)이 많기에 X-ray에 의한 상대적 결정성과 FT-IR에 의

한 표면 결정성의 양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Fig. 2. XRD diffractograms (A) and FT-IR spectra (B) of rice

starches.

Table 2. Molecular weight (M
w
)and branch chain length distribution of amylopectin

Rice starch
Molecular weight

(×108g/mol)
Average chain

length

Distribution (%)

DP 6-12 DP 13-24 DP 25-36 DP≥37

Seilmi 1.76±0.05a 20.9±0.0a 23.8±0.1ab 50.3±0.2a 12.8±0.0b 13.1±0.2a

Dasan1 1.81±0.06a 21.4±0.3a 22.8±0.6b 49.7±0.1a 13.3±0.0a 14.2±0.6a

Segoami 1.53±0.10b 21.2±0.2a 24.3±0.2a 48.5±0.2b 13.4±0.2a 13.8±0.2a

DP, degree of polymerization
Values followed by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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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윤력

80oC에서 측정한 쌀 전분의 팽윤력(swelling factor)을 Table 3

에 나타내었다. 새일미가 14.8로 가장 높았으며 새고아미가 11.4

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팽윤력은 아밀로펙틴과 주로 연

관이 되어 있으며 아밀로오스는 팽윤을 억제한다고 보고되고 있

다(17). 결과적으로 새고아미의 높은 아밀로오스 함량은 팽윤력

을 가장 낮게 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열적 특성

쌀 전분의 호화와 연관된 열적 특성을 DSC로 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새고아미의 호화 개시온도(onset temperature,

To), 최고온도(peak temperature, Tp), 종결온도(conclusion tempera-

ture, Tc)가 다른 두 쌀 전분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

였으며 다산1호의 Tp는 가장 높았다. DSC에 의한 호화 온도는

아밀로펙틴의 분자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26). 중합도(DP)가 10이하인 아밀로펙틴의 가지사슬은 전분 결

정성 내 이중나선 구조의 안정성을 감소시키기에 호화 온도를 낮

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밀로펙틴의 A 사슬(DP 6-12)의 함

량과 호화 온도는 음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6). 본 연구에서 새고아미는 아밀로펙틴의 DP 6-12 함량이 가

장 높았기에 이중나선 구조의 안정성이 감소하여 호화 온도가 낮

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밀로펙틴의 분자량도 다른 두 전분에 비

해 가장 낮았기에 결정 구조의 강도가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산1호는 새일미에 비해 아밀로펙틴의 분자 구조가 유의적으로 차

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평균사슬 길이와 분자량이 다소 높으며 짧

은 사슬 길이(DP 6-12)의 함량도 다소 낮고 긴 사슬 길이(DP≥37)

의 함량도 높기에 가장 높은 Tp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호화

온도 범위(Tc-To)는 새고아미가 다른 두 전분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냈는데 호화 온도 범위는 전분 결정의 불균일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아밀로오스 함량이 높은 새고아미에서 불균일성이 높은

결정 구조를 형성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쌀 전분의 호화 엔탈피(∆H)는 13.8-14.7 J/g의 범위에 있으며 새

고아미가 다른 두 전분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호화 엔탈

피는 전분의 결정성 내에 존재하는 이중나선 구조가 붕괴되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결정성의 양과 관련이 있다. 아밀로펙틴이 높은

전분이 많은 결정성을 가지는 것(25)으로 알려져 있기에 새고아

미의 높은 아밀로오스 함량은 직접적으로 낮은 호화 엔탈피의 원

인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페이스팅 점도 특성

쌀 전분의 페이스팅 점도 특성은 R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viscogram은 Fig. 3에 viscogram으로 부터 분석한 페이스트점도

지표들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새고아미는 다른 두 품종에 비

해 현저히 낮은 페이스트점도 특성을 보였으며(Fig. 3) 최고 점도

(peak viscosity)는 247 cP로 다른 두 전분에 비해 가장 낮게 나

타났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분의 팽윤은 아밀로펙틴에 의한 것

이며 아밀로오스는 팽윤을 억제한다. 따라서 높은 아밀로오스 함

량을 가지는 새고아미는 팽윤이 다른 두 전분에 비해 팽윤이 억

제되기에 낮은 최고 점도를 나타내었다. 다산1호는 최고 점도가

1415 cP로 새일미(1129 cP)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산1호의

Fig. 3. RVA viscograms of rice starches.

Table 3. Relative crystallinity, intensity ratio of 1047 cm-1 to 1022

cm-1 (1047/1022), and swelling factor(80℃) of rice starches

Rice starch
Relative crystallinity

(%)
1047/1022 Swelling factor

Seilmi 33.7±0.1a 0.660±0.001a 14.8±0.1a

Dasan1 33.1±0.1a 0.659±0.000a 13.9±0.0b

Segoami 32.4±0.3b 0.622±0.008b 11.4±0.3c

Values followed by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4. Thermal properties of rice starches

Rice starch To (
oC) Tp (

oC) Tc (
oC) Tc-To(

oC) ∆H (J/g)

Seilmi 59.5±0.0a 65.1±0.0b 73.3±0.1a 13.8±0.1b 14.7±0.1a

Dasan1 59.5±0.7a 66.0±0.0a 73.0±0.1a 13.5±0.3b 14.4±0.1a

Segoami 54.1±0.1b 61.5±0.1c 68.7±0.4b 14.6±0.3a 13.8±0.2b

T
o
, onset temperature; T

p
, peak temperature; T

c
, conclusion temperature; ∆H, gelatinization enthalpy

Values followed by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5. Pasting properties of rice starches 

Rice starch
Pasting temperature 

(oC)
Peak viscosity

(cP)
Breakdown

(cP)
Setback 

(cP)
Final viscosity

(cP)

Seilmi 77.3±0.1c 1129±1b 538±15b 874±20b 1465±6b

Dasan1 77.8±0.1b 1415±6a 739±22a 929±10a 1606±6a

Segoami 84.3±0.0a 0247±8c 23±0c 285±11c 508±18c

Values followed by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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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밀로오스 함량이 새일미에 비해 낮기에 팽윤이 더 잘 일어났

기 때문이다.

페이스팅 온도(pasting temperature)는 77.3-84.3oC의 범위를 나

타냈으며 새고아미가 다른 두 전분에 비해 가장 높은 값을 보였

다. 페이스팅 온도는 팽윤이 시작하는 온도로 아밀로오스 함량이

높을수록 팽윤을 억제하기에 페이스팅 온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따라서 새고아미의 높은 아밀로오스 함량은 높은 호화

개시온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다산1호가 새일미에 비

해 아밀로오스 함량이 낮으나 페이스팅 온도가 다소 높은 것은

새일미에 비해 아밀로오스의 평균중합도와 분자량이 높았으며 아

밀로펙틴의 분자량과 평균 가지사슬 길이가 컸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강하점도(breakdown), 치반점도(setback) 그리고 최종점도

(final viscosity)도 다산1호>새일미>새고아미의 순서로 나타났다.

위의 순서는 쌀 전분의 아밀로오스 함량이나 아밀로펙틴의 분자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In vitro 소화율

쌀 전분의 in vitro 소화곡선은 Fig. 4에 나타냈으며 그로부터

계산된 RDS, SDS 그리고 RS 함량은 Table 6에 정리하였다. 새

고아미는 3시간의 동안 다른 두 쌀 전분에 비해 가장 낮은 소화

율을 나타냈으며 소화 초기에는 새일미가 다산1호에 비해 높은

소화율을 보였으나 60분 이후에는 오히려 다산1호가 새일미에 비

해 높은 소화율을 나타냈다.

소화곡선에 의한 RDS 함량은 새일미>다산1호>새고아미 순이

었으며 SDS는 다산1호가 가장 높은 함량을 RS는 새고아미가

1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산1호가 2.1%로 가장 낮았다. 전분의

소화율은 아밀로오스 함량, 결정성의 특징, 아밀로오스와 아밀로

펙틴의 분자 구조적 특징에 영향을 받는다(4). 새고아미는 아밀

로오스 함량이 높아 RS 함량이 높고 RDS 함량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고아미 품종은 아밀로오스 함량을 높여 소화되지 않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기에 혈당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기존 보고

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다산1호가 새일미에 비해 낮은 RDS

와 높은 SDS 함량을 보이는 이유는 아밀로오스 함량은 낮을 지

라도 아밀로오스의 평균중합도가 높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없을

지라도 비교적 높은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의 분자량, 아밀로

펙틴의 평균사슬 길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산1호의 낮은 RS 함

량은 아밀로오스 함량, 상대적 결정성, 호화 엔탈피가 낮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전분의 소화율곡선과 표준물질(식빵)에 근거하여 계산된 in vitro

eGI (expected glycemic index, eGI)는 77.4-84.6을 나타내었다. 예

상했던 대로 혈당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어지는 고아밀로

오스 품종인 새고아미가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새일미

와 다산은 비슷한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

요 약

국내에서 육종된 아밀로오스 함량이 다른 3가지 쌀 품종의 전

분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식품 소재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전분의 분자 및 결정 구조적 특성과 소화 특

성을 조사하였다. 새고아미 전분은 다산1호나 새일미에 비해 아

밀로오스 함량, 아밀로펙틴의 짧은 사슬(DP 6-12) 함량, 페이스

팅 온도, RS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반대로 아밀로오스의

중합도,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의 분자량, 아밀로펙틴의 B1사

슬(DP 13-24), 상대적 결정성, 입자표면 결정성(1047/1022), 팽윤

력, 호화 온도(To, Tp, Tc), 호화 엔탈피, 페이스팅 점도(최고점도,

최종점도, 강하점도, 치반점도), RDS 함량, eGI값이 유의적으로 낮

았다. 다산1호는 새일미에 비해 낮은 RDS 함량과 높은 SDS 함

량을 보였다. 두 쌀 전분의 소화율의 차이는 분자 구조적 특성

(아밀로오스 함량, 아밀로오스 중합도, 분자량, 아밀로펙틴 분자의

가지사슬 길이 분포)과 결정 구조적 특성(상대적 결정성, 1047/

1022, 호화 온도와 엔탈피)의 차이에 근거하였다. 결과적으로 3가

지 국내산 쌀 품종들의 전분 분자 및 결정 구조적 특성과 소화

율 결과는 다양한 유형의 쌀을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의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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