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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방식이 다른 논쌀과 제주밭쌀의 특성 및 중금속 함량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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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properties and heavy metal contents of paddy and Jeju 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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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ysical properties and heavy metal content in rices that were grown in different conditions were
compared; two paddy rices grown in irrigated water and a Jeju rice grown in dry field without irrigation. The pasting
properties, color, or amylopectin chain length distribution were different, however, they were independent of growing
conditions. For heavy metals such as Pb or Cd, Jeju rice showed similar content to paddy rices. However, total and
inorganic arsenic (As) contents were much lower; for Jeju rice, the total arsenic content was only 10.1-17.9% of that in
two paddy rices, and the inorganic arsenic was just corresponding to 15% of that in paddy rice. The inorganic arsenic
content decreased by 34.1, 23.8, and 17.5% in paddy rice by soaking, cooking, and dripping with hot water,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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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중금속에 오염된 식품 섭취에 대

한 걱정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 중금속 오염은 대부분 오염된

물과 토양에서 재배되면서 일어난다(Kim 등, 2009). 쌀은 우리나

라를 비롯한 아시아인들에게 주식으로 섭취되는 주요 작물이나,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 국민들의 주된 비소 급원이라는 문제

가 제기되었다(Benford 등, 2011). 중금속 중에서도 비소는 미국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와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의

해 각각 Group 1 (carcinogenic to human)과 A (human carcino-

gen)인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된 강력한 유해물질이다(IARC, 2004)

비소, 특히 독성이 강한 무기비소의 경우, 상대적으로 독성이 약

한 유기비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해산물과 비교했을 때 동량

으로 섭취한 경우 인체 독성이 높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Milstein 등, 2003).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무기비소는 보통

지하수와 지표수에 함유되어 있다가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축적

된 후, 섭취하는 사람의 체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담수조건에서

재배되는 쌀은 타 농산물에 비해 무기비소 오염 가능성이 높으

며(Choi 등, 2016; Paik 등, 2010; Williams 등, 2005), 특히 쌀을

섭취하기 위해 밥을 지을 때 사용하는 식수가 비소에 오염된 경

우 밥 중의 무기비소 함량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Ohno 등, 2009).

쌀은 논에서 재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담수로 재배되는 논쌀

과 달리, 제주에서는 물이 고여있지 못해 밭의 특성을 갖는 곳에

서 쌀을 재배하기 때문에 밭쌀이라고 한다. 하지만, 밭용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논벼의 볍씨를 밭에 뿌려 키워내는

방식이다. 제주 쌀은 그 생산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제주도 내에

서 거의 소비되며 그 특성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진 바 없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배조건이 쌀의 특성과 중금속 함량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2

종의 논쌀과 1종의 제주 밭쌀을 구입, 그 특성을 분석, 비교하였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포함 다소비 농산물 10종에 대한

대상 중금속을 카드뮴과 납 2종으로 설정하고 있어(Lee 등, 2005),

이 두 종류의 중금속과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총 비소량과, 처

리 조건을 달리한 쌀의 무기비소함량을 측정, 비교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시료로 사용한 논쌀은 K 및 N 지역에서 2016년 수확된 쌀을

구입하였고, 밭쌀은 제주 S지역에서 2016년 수확된 쌀을 기증받

아 사용하였다.

취반

쌀 500 g을 3배의 증류수로 수세한 뒤 물을 따라버리는 과정

을 총 3회 반복하였다. 씻은 쌀은 체에 받혀 20분간 물기를 제

거한 후, 쌀 무게의 1.5배 증류수를 넣고 자동전기밥솥(CR-0632FV,

CUCKOO Electronics, Yangsan, Korea)을 이용하여 취반하였다.

분쇄

쌀은 분쇄기(SMX-7300WS, Shinil, Seoul, Korea)를 이용하여

분쇄 후 150메시 체(mesh size: 105 μm)를 이용하여 동일한 입

자크기를 갖는 쌀가루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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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루의 호화 특성 분석(RVA)

쌀가루의 호화특성은 신속점성분석기(RVA 3D, Newport Scien-

tific, Warriewood, Australia)를 이용하여 Standard 1의 profile로 다

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각 쌀가루를 7% 현탁액으로 만든 뒤 50oC

에서 1분간 유지 후, 1분당 9oC의 속도로 95oC까지 가열하였다.

95oC에서 5분간 유지한 후, 1분 당 9oC의 속도로 50oC까지 냉각

한 후 다시 50oC에서 2분간 유지하면서 측정하였다.

전분 분리

각 쌀가루 100 g에 0.2% NaOH 용액 300 mL을 가하여 2시간

동안 섞어준 후 냉장온도에 보관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한 후, 위

의 절차를 3번 반복하였다. 상층액이 제거된 침전물에 100 mL의

증류수를 가한 후, 0.1 N HCl 용액을 이용하여 pH를 7.0로 맞춘

다음, 원심분리를 이용하여 증류수로 세 번, 마지막 단계에서 95%

에탄올로 한 번 씻어준 후, 40oC 오븐에서 건조시켜 사용하였다.

아밀로오스 함량 측정

아밀로오스 함량은 Williams 등(1970)의 방법을 참고하여 각 전

분 시료(10 mg)에 0.5 N KOH (1 mL) 용액을 넣어 호화시킨 후

0.5 N 염산(HCl) 1 mL로 중화 후 1 mL을 취하고 여기에 아이오딘

시약(0.2% I2+2% KI)을 첨가한 후, 분광광도계(UV-160A, Shimadzu

Co., Kyoto, Japan)를 이용, 6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전분의 사슬구조 분석

쌀전분의 사슬 길이 분포도(branch chain length distribution) 측

정을 위해 시료(10 mg)를 90% DMSO (2 mL)에 분산시킨 후, 분

산액의 3-5배 부피의 에탄올을 첨가하여 시료를 침전시켰다. 침

전물을 다시 50 mM sodium acetate buffer 완충용액(pH 3.5)에 분

산시키고 가지절단효소(isoamylase, E-ISAMY, 500 U/mL, Mega-

zyme Co., Wicklow, Ireland) 5 μL 첨가하여 37oC에서 24시간 반

응시켰다. 반응 후 10분간 끓여 효소를 불활성화 시킨 후, 0.45

μm의 nylon filter를 이용하여 여과하고 high performance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pulsed amperometric detector (HPAEC-

PAD) (Dionex ICS-5000, Dionex Co., Sunnyvale, CA,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00 mM sodium acetate와 150 mM NaOH

을 이동상으로 하였으며 CarboPac PA200 column (4×25 mm,

Dionex Co.)을 사용하여 분당 1 mL의 속도로 분석하였다.

밥의 외관과 색도측정

각 쌀로 지어진 밥의 외관은 폰카메라(iPhone 6s, Apple Inc.,

Cupertino, CA, USA)로 측정하였고 색도는 색차계(CR-300,

Minolta Co., Ltd., Osaka, Japan)를 이용, 각 시료를 5회 반복측정

하여 명도(Lightness, L*), 적색도(Redness, a*), 및 황색도(Yellow-

ness, b*)를 측정하였다. 사용한 기준 백색판(standard plate)의 값

은 L*=96.60, a*=0.24, b*=1.97이었다.

식미 측정

취반 후 용기에 200 g을 취해 랩으로 감싼 뒤 뒤집어 25oC 항

온항습기에서 30분간 방랭 후 잘 섞은 다음 8 g씩 취반 식미 틀

에서 30초간 찍어 성형한 뒤 식미측정기(Rice Taste analyzer,

Satake Engineering,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외관, 경도, 점성,

식미값을 측정하였다.

중금속 함량 측정

시료의 중금속 함량은 식품공전의 유해물질시험법 중 중금속

시험법을 따라 측정하였다(KMFDA, 2008). 시험 용액의 준비는

마이크로웨이브법에 따라 시료 일정량을 microwave digestion

system에 넣고 질산 등으로 처리하여 분해하고 메스플라스크 등

에 옮겨 시험 용액으로 하였다. 납, 카드뮴, 비소 총 분석은 유도

결합플라즈마 측정법(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으로 분석하

였다. 무기비소 측정은 2016년 9월 식약처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에 신설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101호, 2016. 9월) 방법으로 추출 후, 3가(AsIII)와 5가(AsV)의 함

량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시 조건은 Table 1과 같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였고 실험 결과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version 20.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하였으며 각

시료 간의 유의적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던컨 시험으로

p<0.05 수준에서 유의차를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호화특성

쌀가루의 호화특성은 Fig. 1에 나타나 있다. 팽윤이 시작되는

온도인 페이스팅 온도는 논쌀 2와 제주밭쌀이 각각 90.8과 90.1oC

로 논쌀 1의 79.9oC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두 쌀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팽윤은 아밀로오스 함량과 관계가 있으며, 아밀

로오스 함량이 높을 수록 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rrison

등, 1993). 논쌀 2와 제주밭쌀의 아밀로오스 함량은 각각 23.4와

22.8%로 논쌀 1의 20.3%보다 유의적으로 높기 때문에(Table 2),

팽윤온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최고 점도는 논쌀 1이 1113.0 cP으

로 가장 높았으며 논쌀 2와 제주밭쌀은 832.5 cP와 891.5 cP로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Singh과 Eckhoff

(1995)가 보고한 바와 같이 팽윤력은 최고 점도와 양의 상관성을

보인다는 보고와 같은 결과였다. 강하점성(breakdown)도 논쌀 1

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제주밭쌀, 논쌀 2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

종점도는 논쌀 2가 가장 높았으며 논쌀 1과 제주밭쌀간 차이는

없었다. 노화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셋백(setback)은 제주밭쌀이

891.5 cP로 가장 높았고 논쌀 2, 논쌀 1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밀로오스 함량과 사슬 길이 특성

아밀로펙틴의 가지구조는 그 사슬 길이에 따라 가장 짧은 A사

슬(DP 6-12)과 B 사슬로 나눌 수 있으며, B 사슬 길이도 그 길이

에 따라 B1 (DP 13-24), B2 (DP 25-36), B3+ (DP≥37) 사슬로

나눌 수 있다(Hanashiro 등, 1996). 본 실험에 사용된 세 종류의 쌀

의 사슬 길이 분포는 Table 2에 나타나있다. 가장 짧은 A 사슬은

Table 1. The conditions of ICP-mass spectrometry for inorganic

arsenic (Ar) analysis

Parameter Value

Column Hamilton PRP X-100 (4.1×250 mm, 10 μm)
Column temperature 25oC
Mobile phase 5 mM Malonic acid
RF power 1,600 W
Nebulizer (Ar) 0.98 L/min
Auxiliary (Ar) 1.4 L/min
Plasma (Ar) 20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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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쌀 1에 가장 많이, 논쌀 2에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으며 다음

으로 짧은 DP 13-24, 즉, B1에 해당되는 사슬은 제주밭쌀에서 함

량이 가장 높았다 DP 25-36의 길이를 갖는 사슬은 세 종류의 쌀

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가장 긴 사슬인 DP 37 이상의 B3

사슬은 제주밭쌀에서 가장 많았고 논쌀 2에서 가장 적었다. 결과

적으로, 세 종류의 쌀에서 사슬 길이의 분포는 약간씩 달랐으나

전체적으로 평균길이는 20.73에서 20.97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다. 아밀로오스 함량은 논쌀 2가 23.4%, 제주밭쌀이 22.8%

로 두 쌀간의 유의적 차이가 없었고, 논쌀 1은 20.3%로 유의적으

로 낮은 함량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재배조건이 쌀의 호화

특성과 가지사슬 길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적으로 아밀로오스 함량이 높으면 A 사슬의 비율이 낮고, 긴 사

슬의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Takeda 등, 1989). 본 연구에서

아밀로오스 함량이 유의적으로 낮은 논쌀 1의 경우, 가장 짧은 사

슬 비율이 높고 긴 사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밀

로오스 함량이 높게 나타난 논쌀 2의 경우 A 사슬 비율 뿐 아니

라 가장 긴 사슬의 비율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밥의 식미와 색도 특성

취반 후 밥의 외관, 경도, 점성과 식미특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나 있다. 식미측정기로 측정한 외관과 점성은 2종

의 논쌀 모두 밭쌀 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외관:

7.5, 7.6 vs 7.2, 점성: 7.9, 7.7 vs. 7.2), 2종의 논쌀 간 유의적 차

이는 없었다. 경도는 3종의 쌀 모두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맛을 기계적으로 수치화한 맛지수(Taste Index)에서 2종의 논

쌀이 제주밭쌀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Eating and cooking quality

(ECQ)는 아밀로오스 함량, 찰진 정도와 호화온도의 세 가지 주

요 성질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고 한다(Tian 등, 2009).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제주밭쌀은 아밀로오스 함량이 높고, 점성이 적어 기

계적 식미치가 두 논쌀보다 낮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색도에서, 백색도는 논쌀 2종이 76.82와 77.15로 제주밭쌀 75.74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황색의 정도를 나타내는 b*값은 제주

밭쌀이 8.24로 가장 높았고 논쌀 1은 7.04, 논쌀 2는 5.76으로 유

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적색도인 a*값은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즉

밥의 색도는 제주밭쌀의 색이 좀 더 노랗고 짙은 색을 보였다
(Fig. 2).

중금속 함량비교

마이크로파 분해법에 의하여 측정된 본 시료의 각 금속의 회

수율은 카드뮴 86.84, 납 97.21, 비소 94.88%였다. 2종의 논쌀과

제주밭쌀에서 측정한 3종의 중금속 함량은 Fig. 3에 나타나있다.

카드뮴은 주로 4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골다공증과 요통, 골절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Kim 등, 2004) 아연, 구리,

등을 제련 시 생기는 폐수와 농작물 재배 시 사용하는 비료에서

오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등, 2009). 이종의 논쌀에서

카드뮴 함량은 각각 0.020, 0.005 mg/kg로 측정되어 생산 지역별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고, 제주밭쌀은 0.008 mg/kg으로 측정되

었다. 쌀의 카드뮴 함량에 대해 Kim 등(2009)은 0.021 mg/kg, Lee

등(2005)은 0.021 mg/kg, Kim 등(2000) 0.019 mg/kg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논쌀 1 결과와 유사했으며, Lee 등(2002)의 발표는

0.006 mg/kg으로 제주밭쌀의 함량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은 필수 금속과 경쟁하여 헤모글로빈과 같은 분자들과 결합

하여 그 기능을 방해하며, 급성중독 시 식욕부진, 소화불량, 복통,

두통과 빈혈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WHO, 1977).

2종의 논쌀에서 각각 0.008, 0.011 mg/kg으로 지역별 차이가 없었

으며 제주밭쌀은 0.013 mg/kg으로 측정되어 논쌀 1과 유의적 차

Fig. 1. Pasting properties of two paddy and Jeju rices.

Table 2. Chain length distribution, average chain length, and amylose content of two paddy and Jeju rices

Rice
Chain length distribution (%) Average chain

length
Amylose content

(%)DP1) 6-12 DP 13-24 DP 25-36 DP 37-83

Paddy 1 31.84±0.38a 42.06±0.22b 11.13±0.18ns 14.97±0.34ab 20.88±0.23ns2) 20.3±0.4b

Paddy 2 30.57±0.21b 42.22±0.31b 11.00±0.23 14.21±0.74b 20.97±0.35 23.4±0.3a

Jeju 31.41±0.69ab 43.11±0.31a 11.10±0.38 15.38±0.22a 20.73±0.32a 22.8±0.5a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1)DP means degree of polymerization. 2)ns means not significant.

Table 3. Eating quality and color properties of two paddy and Jeju rices

Rice
Eating quality Color

Appearance Hardness Viscosity Taste index L* a* b*

Paddy 1 7.5±0.12a 5.9±0.29a 7.9±0.24a 77±0.71a 76.82±0.12a -2.53±0.33a 7.04±0.28b

Paddy 2 7.6±0.21a 6.2±0.12a 7.7±0.11a 76±0.55a 77.15±0.13a -1.98±0.32a 5.76±0.66c

Jeju 7.2±0.05b 6.3±0.05a 7.2±0.05b 73±0.50b 75.74±0.15b -2.19±0.14a 8.24±0.22a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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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였다. Kim 등(2009)의 보고에서 쌀의 납 함량은 0.021 mg/

kg, Lee 등(2002)는 0.007-0.146 mg/kg, Lee 등(2005)은 0.029 mg/

kg로 보고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료의 납함량은 기존

보고된 함량보다 낮았다.

총 비소함량의 경우 2종의 논쌀은 각각 0.095, 0.167 mg/kg으

로, 논쌀 2가 논쌀 1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고, 제주밭

쌀의 경우 0.017 mg/kg으로 가장 낮은 함량을 보였다. 쌀의 비소

함량에 대해 Lee 등(2005)은 0.068 mg/kg, Kim 등(2000)은 0.09

mg/kg, Kim 등(2004)은 0.094 mg/kg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이는

논쌀 1과 유사한 수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1호, 2016. 9월)

에서 쌀의 납, 카드뮴, 무기비소의 함량을 각각 0.2, 0.2, 0.2 mg/

kg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사용한 3종의 쌀 모

두 3종의 중금속함량이 기준 또는 기준 이하로 측정되었다. 특이

할 만한 것은 제주밭쌀의 경우 다른 두 중금속의 함량은 논쌀과

유사하거나 약간 낮았지만, 총 비소함량은 두 논쌀의 각각 17.9%,

10.1%에 불과한 함량을 보였다. 비소는 오염된 지하수와 지표수

에 함유되어 있다가 농산물에 축적되기 때문에 담수조건에서 재

배되는 논쌀은 물이 빠진 밭의 조건에서 재배되는 제주쌀보다 더

많은 비소가 축적된 것으로 보여진다.

무기비소함량과 처리 조건에 따른 함량 변화

비소는 다른 금속류와 마찬가지로 환경 및 식품 중에 다양한

화학적 형태로 존재하는데 크게 무기비소(inorganic arsenic)와 유

기비소(organic arsenic)의 형태로 구분된다(Panel, 2009). 무기비소

는 유기비소에 비해 독성이 강하며(ATSDR, 2007; IARC, 2004),

피부병변이나 피부암을 유발시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무기비소 화합물 중에서도 3가(As III)와 5가(As V)가 독성이 강

하고 특히 As(V) 보다는 As(III)이 독성이 강하다(Ng, 2011). 일

반적으로 식품 중에 함유된 비소는 대부분 유기비소의 형태라고

알려져 있으며(WHO, 1989), FAO/WHO에서는 식품을 통한 비소

섭취량에 대한 안정성 평가는 독성을 갖는 무기비소에 대해서만

체중 kg당 15 μg으로 정하고 있다(WHO, 1994). 또한 최근 백미

(polished rice) 중 무기비소 최대잔류허용기준을 0.2 mg/kg (20 μg/

100 g)로 설정하기로 제안된 바 있다(Åkesson 등, 2012).

총 비소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인 논쌀 2와 가장 적은 양을

보인 제주밭쌀의 무기비소 함량과, 각 쌀의 처리조건을 다양하게

하여 무기비소함량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나 있

다. 논쌀 2의 무기비소함량은 As(III)의 함량이 0.0067, As(V) 함

량이 0.0420으로 총 0.0487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밭쌀의 경우

As(III)는 0.0026, As(V)는 0.0048, 총량은 0.0074로 총 무기비소

의 함량은 논쌀 2의 15% 수준이었다. 두 쌀 모두 독성이 덜한

As(V) 함량이 As(III)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즉, 논쌀 2의 As(V)

는 As(III)보다 약 6.2배, 제주밭쌀은 As(V)가 As(III)보다 약 두

배 정도 높은 함량으로 측정되었다.

처리조건에 따른 논쌀 2의 무기비소함량의 변화를 살펴본 결

과, 상온에서 3시간 증류수에 침지할 경우 As(III)는 무처리군인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As(V)는

무처리군의 약 1/2 수준으로 유의적 감소를 보였다. 밥을 한 이

후에도 As(III)과 As(V)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뜨거운

물을 흘리면서 씻어내는 경우도 무처리군보다 As(III)과 As(V) 모

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As(III)보다는 As(V)의 감소폭

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척에 의한 쌀의 비소함량 변화에

대해 세척으로 무기비소 함량을 17-29%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Naito 등, 2015; Sengupta 등, 2006), Halder 등

(2014)의 연구에서는 세척이 비소함량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취반에 의해서 총 비소함량은 34.3%, 무기비소함량은 평균 42.1%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취반된 쌀의 전체 비소함량의

변화는 무기비소 중 As(III)의 함량 변화와 같았다고 하였다. 밥

을 할 때 쌀 부피보다 6배 가량 많은 부피의 물을 이용할 경우

35% 정도의 무기비소 함량을 줄일 수 있으며(Raab 등, 2009), 쌀

의 도정도를 높일수록, 세척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많은 물을 넣

고 가열할수록 쌀의 무기비소 함량은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다

(Yang 등, 2016). 본 연구에서도 처리방법을 달리하였을 때 논쌀

Fig. 3. Three kinds of heavy metal concentration of two paddy
and Jeju rices.

Fig. 2. Appearance of each cooked rice.

Table 4. Inorganic arsenic (Ar) content by various treatments in two paddy and Jeju rices (mg/kg)

Rice  Control Soaking (3 h) Cooking Dripping with hot water

As(III)
Paddy 2 0.0067±0.0001ab 0.0068±0.0001a 0.0063±0.0000c 0.0065±0.0001b

Jeju 0.0026±0.0001d 0.0026±0.0000d 0.0025±0.0000d 0.0026±0.0001d

As(V)
Paddy 2 0.0420±0.0001a 0.0253±0.0010d 0.0308±0.0010c 0.0337±0.0013b

Jeju 0.0048±0.0002e 0.0049±0.0000e 0.0051±0.0001e 0.0049±0.0001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within a ra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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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경우, 총 무기비소의 함량(0.0487 mg/kg)이 수침 3시간일 때

0.0321 mg/kg로, 취반과 뜨거운 물을 흘리며 천천히 씻어 내릴 경

우 0.0371, 0.0402 mg/kg으로 각각 34.1, 23.8, 17.5% 감소하였다.

그러나, 제주밭쌀의 경우, 무처리 군과 비교하였을 때, 처리조건

에 따른 유의적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무처리군에 함유

된 무기비소의 함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처리 방법에 따른 변화

가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재배조건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논에서 재배되는 논쌀 두

종과 제주밭쌀의 특성과 중금속 함량을 비교하였다. 두 논쌀 중

아밀로오스 함량이 높은 논쌀 2와 제주밭쌀은 높은 페이스팅 온

도와 낮은 최고 점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셋백(setback)을 보

였으나, 재배조건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제주밭쌀은 짙

은 노란색과 낮은 점성을 보여 외관과 기계적 식미치에서 논쌀

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중금속 중 카드뮴과 납은 논쌀과 밭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총 비소함량의 경우 제주밭쌀은 논쌀의

10.1-17.9%에 해당하는 양을 보였다. 또한 제주밭쌀의 무기비소

함량도 논쌀 2의 무기비소함량의 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논쌀을 침수, 취반, 뜨거운 물로 씻어내리기 등의 처리에

의해 무기비소 함량을 각각 34.1, 23.8, 17.5% 줄일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제주밭쌀의 경우 무기비소함량이 매우 적어 처

리에 의한 유의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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