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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미로부터 알칼리침지법과 효소소화법을 이용한 쌀전분의 생산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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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rice starch isolated from broken rice using alkaline
steeping (AKL) and enzymatic digestion (ENZ) methods. Broken rice starch (BRS) by AKL and ENZ possessed crude
protein contents (0.6-1.4%) acceptable to commercial products of native starch and belonged to an intermediate amylose
rice starch. AKL-BRS and ENZ-BRS showed a typical A-type crystal packing arrangement with small variations in their
relative crystallinity. ENZ-BRS exhibited higher gelatinization onset and peak temperatures, and a narrower gelatinization
temperature range than AKL-BRS, indicating that annealing occurred in ENZ-BRS. Lower swelling power and solubility
were generally observed in the ENZ-BRS. ENZ-BRS also showed slower viscosity development, higher peak and trough
viscosities, and lower breakdown, final, and setback viscosities, compared to those in AKL-BRS. These results are ascribed
to the annealing phenomenon in ENZ-BRS. Overall, BRS from cheap broken rice using AKL and ENZ could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rice starch utilization in food and non-food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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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쌀은 세계 3대 곡물 중 하나로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재배되

며,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주식으로 이용하는 중요한 식량자원

이다(Shin, 2009). 국내 쌀 소비의 지속적 감소와 쌀 시장 개방으

로 인해 국내 쌀 재고량은 증가하고 있어, 쌀을 취반용 이외에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aTFIS,

2017; Kim, 2011). 국내 가공식품의 원료로서 쌀은 낱알을 직접

이용하는 가공밥류, 죽류, 주류, 전통한과류, 음료류 식품들과 쌀

가루를 이용하는 떡류, 면류, 제과류, 스낵류, 프리믹스류, 조미식

품류 식품들에 활용되고 있다(aTFIS, 2017; Kim, 2011; Shin,

2009). 이러한 정책적 및 산업적 노력에도 국내 쌀 소비는 여전

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쌀가루 이외에 식품 및 비식품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쌀 기반 소재의 개발과 산업화가 요구된다.

다른 곡물들에 비해 쌀은 상대적으로 높은 함량의 전분(~90%,

dry weight basis 또는 d.b)을 함유하고 있어 생전분 생산을 위한

원료로 잠재력이 크다(Kim 등, 2019). 쌀전분은 상업적 전분 중

가장 작은 입자크기(<5 μm)를 가지고 있어 부드럽고(creamy) 연

한(soft) 질감을 요구하는 인스턴트 스프, 소스, 샐러드드레싱, 크

림상 유제품에 사용되며(Lee와 Kim, 2020; Puchongkavarin 등,

2005),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샐러드 드레싱에 있어서는 지방대

체제로도 사용된다(Puchongkavarin 등, 2005). 또한 저자극적

(hypoallergenic)인 쌀전분은 유아용 식품들뿐만 아니라 화장품 원

료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Lee와 Kim, 2020; Puchongkavarin 등,

2005). 그러나 높은 원료쌀 가격과 고비용 생산공정으로 높은 가

격이 형성되는 쌀전분은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어, 전 세계 쌀전

분 생산량이 옥수수전분, 소맥전분, 감자전분 등 상업적 전분들

보다 대단히 적다(Lumdubwong과 Seib, 2000; Puchongkavarin 등,

2005; de Souza 등, 2016). 국내에서는 쌀전분이 전혀 생산되지

않으며, 높은 관세로 인해 생쌀전분은 수입조차 되지 못하고 있

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들에 있어 쌀전분의 사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쌀전분은 알칼리 용해성의 글루텔린(glutelin, 쌀단백의 약 79-

90%)이 주성분인 쌀단백 매트릭스에 단단히 박혀있어 보통 알칼

리침지법(alkaline steeping method)에 따라 쌀단백을 제거하여 생

산된다(Kim 등, 2019; Lim 등, 1999). 알칼리침지법은 작은 쌀전

분 입자의 느린 침강으로 쌀전분 생산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알

칼리 용액의 사용으로 다량의 염을 포함하는 폐액이 발생하여 이

의 처리에 고비용이 요구된다(Puchongkavarin 등, 2005). 알칼리

침지법의 대체공정으로 단백질분해효소를 이용한 쌀로부터 쌀전

분의 추출정제법(효소소화법, enzymatic digestion method)이 개발

되었다(Choi 등, 2018; Kim 등, 2019; Lumdubwong과 Seib,

2000; Puchongkavarin 등, 2005; Wang과 Wang, 2004; Zhong 등,

2009). 효소소화법은 알칼리침지법에 따른 쌀전분 생산에서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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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염을 포함하는 폐수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Puchongkavarin

등, 2005). 그러나 효소소화법은 쌀단백의 가수분해가 쉽고 전분

분해효소에 의한 오염이 최소화된 단백질분해효소의 선발 및 사

용이 필수적이고(Bae 등, 2020; Choi 등, 2018; Kim 등 2019),

최근 클린라벨(clean label) 식품 트랜드로 인해 non-GMO 단백질

분해효소의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Busken, 2015). 또한 쌀단백 가

수분해물과 쌀전분이 함께 분산된 효소반응물로부터 고순도 및

고수율의 쌀전분을 회수하기 위해 복잡한 정제공정이 필요하다

(Puchongkavarin 등, 2005). 그래서 알칼리침지법과 효소소화법에

의한 쌀전분의 물리화학적 특성의 체계적인 비교분석 없이 상업

적 및 연구용 쌀전분의 생산은 효소소화법보다 알칼리침지법이

더욱 선호되고 있다(Puchongkavarin 등, 2005).

쇄미(broken rice)는 현미의 도정 중 깨지거나 부서진 쌀이다.

단일 쌀 품종의 쇄미 수급의 어려움이 있지만, 국외 쌀전분 생산

업체에서는 정미(milled rice)보다 가격이 현저히 낮은 쇄미를 쌀

전분의 높은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원료로 고려하고 있다(de

Souza 등, 2016). 한편 쇄미 유래 쌀전분을 연구재료로 사용한 연

구들에 비해 쇄미로부터 제조 방법에 따른 쌀전분의 특성을 조

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Choi 등, 2018). Choi 등(2018)은 알칼리

침지법, 효소소화법과 냉해동 효소주입법에 의해 쇄미로부터 제

조된 쌀전분들의 수율 및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고, 수율이

가장 높은 냉해동 효소주입법이 쇄미로부터 쌀전분을 추출하는

데 있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는 쌀전분들의 순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효소소화법과 냉해

동 효소주입법에 의한 쌀전분들이 상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품

질인지에 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경기 및 충남 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

에서 배출되는 쇄미를 이용하여 알칼리침지법과 효소소화법을 이

용하여 쇄미 유래 쌀전분(쇄미전분)을 제조하고, 이들의 생산수

율, 순도, 및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여 쌀전분 원료로서 쇄미

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문헌

상의 쌀전분의 정제방법보다 단순화된 다층 여과법을 적용한 효

소소화법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쇄미는 예산, 김포, 평택 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들로부터 공급

받았다. 단백질분해효소는 식품첨가물 등급의 Protamex (1.5 AU/g,

endo-type Bacillus protease complex, non-GMO, Novozymes,

Bagsvaerd, Denmark)를 사용하였다. 쌀전분의 추출·정제와 물리

화학적 특성의 평가에 사용된 시약 및 용매들은 ACS 등급 이상

의 것을 사용하였다.

쇄미가루 제조

예산, 김포 및 평택 지역의 쇄미를 흐르는 수돗물을 이용하여

3회 세척한 후 약 3배가량의 증류수를 가하여 상온에서 3 h 동

안 수침하고 체반 위에서 30분간 탈수하였다. 수화된 쇄미는 롤

밀(DK104, Sejung Tech, Daegu, Korea)을 이용하여 롤 간격을

5, 3, 1 mm로 순차적으로 조정하여 분쇄하였다. 분쇄된 쌀가루

는 50oC에서 24 h 동안 열풍건조한 후 가정용 믹서(HMF-3450S,

Hanil Electric, Seoul, Korea)로 분쇄하고 80 mesh 표준체망(No.

80, Chunggye Co., Seoul, Korea)을 통과시켜 쇄미가루를 제조하

였다.

알칼리침지법에 의한 쇄미전분 제조

알칼리침지법에 의한 쇄미전분은 NaOH 용액의 농도를 0.2%

로 낮춰 Wang과 Wang(2004)의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 쇄미가

루(100 g, d.b)는 0.2% (w/v) NaOH 용액(300 mL)과 혼합하고 상

온에서 18 h 동안 방치한 후 가정용 믹서(HMF-3450S, Hanil

Electric)를 이용하여 2분간 분쇄하고, 400 mesh 표준체망(No. 400,

Chunggye)을 통과시켜 전분유를 얻었다. 회수된 전분유는 2,500×g

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고, 시약스푼을 이용하여 전분층의 상층

부에 존재하는 단백질층을 제거한 후 0.2% NaOH 용액을 가하

여 재분산시켰다. 이와 같은 과정을 총 3-4회 반복하였다. 단백

질층이 제거된 전분 케이크는 탈이온수를 이용하여 분산시켜 10

분간 교반한 후 원심분리(2,500×g, 10 min)하여 상층액을 제거하

였다. 회수된 전분 케이크는 탈이온수을 가하여 분산시키고 0.1

N HCl를 이용하여 pH 6.5로 조정한 후 원심분리(2,500×g, 10

min)하여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중화된 전분 케이크는 탈이온수

를 이용하여 2회 반복하여 세척하고, 무수에탄올에 분산시켜 30

분간 교반하여 감압여과하고 45oC에서 24 h 동안 건조하였다. 알

칼리침지법에 의한 쇄미전분의 생산수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

라 계산되었다.

쇄미전분의 생산수율(%, d.b)=
 제조된 쇄미전분 건물량(g, d.b)

                             초기 쇄미 건물량(g, d.b)

효소소화법에 의한 쇄미전분 제조

효소소화법에 의한 쇄미로부터 쌀전분의 추출·정제는 단백질

층 제거 방법을 변경하여 Kim 등(2019)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

다. 쇄미가루(100 g, d.b)에 탈이온수(300 mL)를 가하여 3 h 동안

상온에서 수침한 후 가정용 믹서(HMF-3450S, Hanil Electric)를

이용하여 2분간 분쇄하고 0.1 N NaOH를 가하여 pH 6으로 조정

하였다. 쇄미가루 현탁액을 이중자켓 반응조로 옮기고 37oC에 도

달하였을 때, 초기 쇄미가루 건조중량의 0.5%에 해당하는 단백

질분해효소를 가하고 50oC에 도달하였을 때부터 24 h 동안 교반

(100 rpm)하였다. 효소반응 종료 후 효소반응물을 고운 광목천과

500 mesh 표준체망(No. 500, Chunggye)을 차례대로 통과시켜 전

분유를 얻고 원심분리(100×g, 20 min)하여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회수된 전분 케이크는 탈이온수를 가하여 10분간 교반하고 원심

분리(100×g, 20 min)하여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이와 같은 세척과

정을 총 3회 반복하였다. 마지막 세척과정에서 얻은 전분 케이크

는 무수에탄올에 분산시켜 30분간 탈수하고 감압여과하여 45oC

에서 24 h 동안 건조하였다. 효소소화법에 의한 쇄미전분의 생산

수율은 알카리침지법에서와 동일하게 계산하였다.

화학적 성분

쇄미가루 및 쇄미전분의 수분 함량은 적외선수분측정기(MA-

150, Sartorius AG, Gottingen, Germany)를 사용하여 130oC에서

측정하였다. 조단백질 함량(%N×5.95)은 Kjeldahl법을, 조지방 함

량은 Soxhlet법을, 조회분 함량은 건식회화법을 이용하여 결정되

었다(AOAC, 2000). 총 탄수화물 함량은 시료의 건조중량 100 g

에서 조단백질, 조지방과 조회분의 건조중량의 합을 차감하여 계

산하였다. 총 전분 함량은 total starch assay kit (Megazyme Int,

Wicklow, Irelan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AACC, 2000), 겉보기

아밀로스는 Chrastil(1987)의 개선된 비색법으로 정량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쇄미전분을 양면 탄소 테이프가 부착된 aluminum stub 위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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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여 금으로 코팅한 후 주사전자현미경(SNE-3000MB, SEC Co.

Ltd., Suwon, Korea)을 이용하여 가속전압 20 kV에서 1,000배의

배율로 관찰하였다.

X선 회절도 및 상대결정도

쇄미전분의 X선 회절도는 X-ray diffractometer (XRD, D8

ADVANCE, Bruker, Billerica, MA,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X선 회절 패턴은 회절간격 0.02o에서 2o/min의 회절속도로 4-

40o 2θ 범위에서 얻었으며, XRD는 40 kV와 30 mA에서 조작되었

다. 상대결정도는 Cheetham과 Tao(1998)의 방법에 따라 Origin

software (version 8.0, OriginLab Inc., Northampton, MA, USA)

를 이용하여 X선 회절도 총 면적에 대한 결정 피크 면적의 백

분비율(%)로 계산하였다.

팽윤력과 용해도

쇄미전분(0.5 g, d.b)과 탈이온수 25 mL를 50 mL conical tube에

서 혼합한 후 85oC의 수욕조에서 30분간 가열하였다. 호화된 쇄

미전분 페이스트는 냉수욕조에서 20분간 방치한 후 원심분리

(3,000×g, 20 min)하여 침전물과 상층액으로 분리하였다. 회수한

상층액은 100 mL 정용플라스크로 옮겨 탈이온수를 가하여 정용

하고 페놀-황산법으로 희석된 상층액의 총당 함량을 측정하였다.

원심분리 후 회수된 침전물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팽윤력과 용해

도는 아래의 계산식들에 따라 결정되었다(Kim과 Kim, 2015).

                회수된 침전물 무게(g, w.b)
팽윤력(g/g)=

 
쇄미전분 초기 건물량(g, d.b)×( 100−용해도(%)

 )
                                         100

                 상층액 내 총 당(g)×0.9
용해도(%, d.b)=

 쇄미전분 초기 건물량(g, d.b) 
×100

여기서, 0.9는 포도당의 몰 질량(180 g/mol)에 대한 무수포도당

의 몰 질량(162 g/mol)의 비율이다.

시차주사열량계(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쇄미전분의 호화특성은 시차주사열량계(DSC4000, PerkinElmer,

Inc., Waltham, MA, USA)에 의해 조사하였다(Bae 등, 2020). 스

테인리스강 팬에 쇄미전분(5 mg, d.b)를 직접 칭량하고 최종 무게

가 20 mg이 되도록 탈이온수를 가하여 기계적으로 밀봉하였다.

제조된 분석시료는 상온에서 18시간 이상 방치한 후 시차주사열

량계를 이용하여 5oC/min의 가열속도로 25oC에서 100oC까지 가

열하였다. 대조군으로 비어 있는 팬을 사용하였다.

신속점도분석기(rapid visco analyzer)

쇄미전분의 페이스팅 점도 특성은 신속점도분석기(RVA-3D,

Newport Scientific, Warriewood, Australia)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Bae 등, 2020). 쇄미전분(2 g, d.b)을 알루미늄 컵에 칭량하고 전

체 중량이 28 g이 될 때까지 탈이온수를 가한 후 시약스푼을 사

용하여 쇄미전분을 분산시켜 신속점도분석기를 위한 시료로 하

였다. 제조된 분석시료는 미리 결정된 온도 프로파일에 따라 160

rpm으로 균일하게 플라스틱 회전축을 회전시키며 페이스팅 점도

프로파일을 얻었다. RVA 분석에 사용된 온도 프로파일은 50oC에

서 2분간 유지하고 95oC까지 12oC/min의 가열속도로 온도를 상

승시켜 95oC에서 2분 30초 동안 유지한 후 12oC/min의 냉각속도

로 50oC까지 온도를 낮추고 50oC에서 2분간 유지하는 것이었다.

통계분석

쇄미전분은 제조방법에 따라 3회 반복하여 제조하였으며, 이들

의 물리화학적 특성들은 처리군당 적어도 2회 반복하여 분석하

였다. 측정된 특성치들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

하고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처리군들의 평균들 사이의 유

의성은 Tukey’s HSD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95%의 신뢰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적 계산과 분석은 Minitab 16

(Minitab Inc., State College, PA, USA)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결과 및 고찰

쇄미가루의 화학적 성분

쇄미는 국내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낱알의 크기에 따라 대쇄미,

소쇄미, 싸라기(미강에 혼합된 가장 작은 쇄미)로 분류한다. 이중

대쇄미는 미강의 혼입이 거의 없고 낱알 크기와 도정도가 정미

와 유사하며, 정미 가격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또한 국내 미곡종합처리장은 처리장이 위치하는 지역의 인근에

서 재배되는 쌀을 품종과 관계없이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도정

시 배출된 쇄미는 여러 쌀 품종들이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배되는 쌀 품종의 분포가 유사하다고 알려진 예산

(충남), 김포(경기 북부)와 평택(경기 남부) 지역의 미곡종합처리

장으로부터 회수한 대쇄미를 습식제분에 의해 쌀가루(쇄미가루)

로 제조하여 쌀전분의 원료로 사용하였다. 쇄미가루의 원료 적합

성을 평가하기 위해 쇄미가루의 일반성분(수분, 조단백질, 조지

방, 조회분, 총 탄수화물)과 총 전분 함량을 분석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국내 주요 11개 품종 정미들의 건조중량 기준의 조

단백질은 5.6-9.2%, 조지방은 0.5-1.6%, 조회분은 0.4-1.1%, 총 탄

수화물은 83.8-92.7%의 범위를 나타내었다(Kyoun 등, 2006). 쌀

전분 생산에 대한 영향이 미미한 조지방과 조회분 함량들은 제

외하고, 쇄미가루들의 조단백질 함량은 예산(3.3%, d.b), 평택

(11.1%, d.b), 김포(14.8%, d.b) 지역 순으로 증가하였고, 주요 11

개 품종 정미들의 조단백질 함량 범위의 밖에 있었다. 이러한 차

이는 쇄미의 수집 시 미강의 혼입 정도의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

다. 총 탄수화물 함량은 쇄미가루들이 84.0-94.7%의 범위를 보였

으며, 주요 11개 품종 정미들의 것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쇄미가

루들의 총 전분 함량은 건조중량 기준으로 76.6-78.8% 범위에 있

었으며, 지역 간의 차이는 미미하였고, 정미들의 총 전분 함량 범

위(75-90%, d.b) 내에 있었다(Kim 등,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1) of rice flours from the broken rice recovered from different domestic regions

Region
Moisture

 (%)
Crude protein

 (%, d.b)
Crude fat
 (%, d.b)

Crude ash
 (%, d.b)

Carbohydrate
 (%, d.b)

Total starch
 (%, d.b)

Yesan 10.9±0.1a 03.3±1.3b 1.3±0.0a 0.1±0.1b 94.7±1.4a 76.6±0.3b

Kimpo 10.7±0.0a 14.8±0.5a 0.6±0.1c 0.5±0.1c 84.0±0.4b 78.8±0.1a

Pyeongtaek 08.4±0.0b 11.1±4.3a 0.8±0.0b 0.1±0.0a 88.0±4.3b 077.1±0.7ab

1)Mean values of three replicate measurements; values sharing the same lowercase letters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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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쇄미가루들은 알칼리침지법과 효소소화법에 의한 쌀전분

생산의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쇄미전분의 생산수율과 아밀로오스 함량

쇄미가루로부터 쇄미전분의 생산수율은 알칼리침지법에 따라

지역과 관계없이 65% 이상이었고, 정미를 원료로 사용하였을 때

(61.8%; Kim 등, 2019)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효소소화법의 경우

예산(48.8%), 김포(53.6%), 평택(60.7%) 쇄미전분들의 순으로 생

산수율이 증가하였고, Kim 등(2019)이 보고한 생산수율과 유사하

거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효소소화법에

있어 시약스푼으로 단백질층을 긁어 제거하는 정제방법(Kim 등,

2019)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다층 여과를 통한 단백질 가수분

해물과 쌀전분을 분리하는 정제방법이 쌀전분을 회수하는데 더

욱 효과적인 것 같다.

알칼리침지법과 효소소화법에 의한 쇄미전분들의 조단백질 함

량과 아밀로스 함량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쇄미전분들의 조단

백질 함량은 주어진 쇄미가루에서 알칼리침지법과 효소소화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예산(0.7-0.8%) 및 평택(0.6%) 쇄미

Table 2. Crude protein content1), apparent amylose content1), and relative crystallinity1) of rice starches from broken rice flour using

alkaline steeping (AKL) and enzymatic digestion (ENZ) methods

Broken rice Starch preparation Crude protein (%, d.b) Apparent amylose (%, d.b) Relative crystallinity (%)

Yesan
AKL 00.7±0.3ab 20.6±0.5a 22.5±1.4a

ENZ 00.8±0.4ab 19.1±0.3a 24.6±0.2a

Kimpo
AKL 1.4±0.3a 19.6±0.2a 23.2±0.4a

ENZ 01.2±0.3ab 018.4±0.3ab 21.3±1.7a

Pyeongtaek
AKL 0.6±0.1b 19.6±0.8a 23.5±0.1a

ENZ 0.6±0.1b 018.9±0.3ab 25.9±0.7a

1)Mean values of three replicate measurements; values sharing the same lowercase letters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ig. 1.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s of rice starches from Yesan (A & B), Kimpo (C & D), and Pyeongtaek (E & F) broken rice
flour using alkaline steeping (A, C, & D) and enzymatic digestion (B, D, & F) methods (scale bars=3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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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들은 1% 미만의 조단백질 함량을 나타내어 상업용 생전분

의 조단백질 함량의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였다(de Souza 등,

2016). 그러나 김포 쇄미전분의 조단백질 함량(1.2-1.4%)은 1%를

초과하였는데, 이는 김포 쇄미가루가 가장 높은 조단백질 함량을

보유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Table 1). 따라서 조단백질 함량으로

결정되는 쌀전분의 순도는 원료의 조단백질 함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쇄미전분들의 아밀로스 함량은 18.4-20.6% 범위에 있었고(Table

2),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쇄미들이 멥쌀로부터 유래되었음을

가리킨다(Kumar와 Khush, 1987). 모든 쇄미전분들은 알칼리침지

법보다 효소소화법에 의해 아밀로스 함량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는 Kim 등(2019)

에 의해 보고된 경향과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단백질분

해효소(Protamex)는 Bacillus sp. 균주로부터 생산된 식품첨가물

등급의 것으로 효소소화법 반응조건의 조절만으로 전분분해활성

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제조방법에 따른 쇄미전분들

의 아밀로스 함량의 미미한 차이는 단백질분해효소의 전분분해

활성에 의해 쇄미전분의 미미한 손상 때문으로 생각된다.

형태학적 특성

알칼리침지법과 효소소화법에 의한 쇄미전분들의 주사전자현

미경 사진들을 Fig. 1에 제시하였다. 모든 쇄미전분들은 문헌상

에서 보고된 쌀전분들에서 관찰되는 날카로운 경계를 가지는 불

규칙한 다각형의 입자상을 나타내었으며(Choi 등, 2018; de Souza

등, 2016; Wang과 Wang, 2004), 제조방법에 따른 쇄미전분들의

구조적인 변형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포 쇄미전분들에 있

어 다른 지역의 것들에서 관찰되지 않는 불순물들이 존재하였다

(Fig. 1C & D). Table 2에 제시된 것처럼 김포 쇄미전분이 다른

지역의 쇄미전분보다 조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관찰

된 불순물들은 단백질 잔류물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de Souza 등, 2016).

X선 회절 패턴 및 상대결정도

알칼리침지법과 효소소화법에 의한 쇄미전분들의 X선 회절패

턴과 상대결정도를 각각 Fig. 2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모든 쇄

미전분들의 X선 회절패턴은 곡류전분들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

는 전형적인 A형 결정 패턴을 나타내었고(Bae 등, 2020; Choi 등,

2018), 제조방법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2).

한편 알칼리침지법과 효소소화법에 의한 쇄미전분들의 상대결정

도는 예산의 경우 각각 22.5와 24.6%를, 김포의 경우 각각 23.2

와 21.3%를, 평택의 경우는 각각 23.5와 25.9%를 나타내었지만,

주어진 쇄미 내의 제조방법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

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2). 따라서 효소소화법은 쇄미전분의

결정구조에 손상을 유발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만 쇄미전분들

사이의 상대결정도 평균값의 차이는 효소소화법의 효소반응 조

건에서 쇄미전분의 annealing 때문으로 생각된다(Fonseca 등, 2021;

Wang 등, 2018).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rice starches from Yesan,
Kimpo, Pyeongtaek broken rice flour using alkaline steeping

(AKL) and enzymatic digestion (ENZ) methods.

Table 3. Gelatinization properties1) of rice starches from broken rice flour using alkaline steeping (AKL) and enzymatic digestion (ENZ)
methods

Broken rice Starch preparation
Gelatinization temperature (oC) Gelatinization enthalpy

 (J/g)Onset Peak End

Yesan
AKL 55.4±0.4c 62.6±0.1b 071.1±0.3ab 012.1±0.2ab

ENZ 62.1±0.5a 66.0±0.5a 071.2±0.8bc 14.7±2.0b

Kimpo
AKL 55.2±0.4c 62.8±0.3b 71.6±0.1a 012.4±0.1ab

ENZ 62.2±0.0a 65.5±0.1a 70.6±0.1a 11.7±1.8a

Pyeongtaek
AKL 57.0±0.1b 63.2±0.1b 70.2±0.1c 012.4±0.6ab

ENZ 61.6±0.1a 65.5±0.2a 070.4±0.2bc 013.9±0.6ab

1)Mean values of three replicate measurements; values sharing the same lowercase letters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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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특성

효소소화법에 의한 쇄미전분의 annealing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

해 시차주사열량계를 이용하여 쇄미전분들의 호화온도와 호화엔

탈피를 조사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알칼리침지법에 따른 쇄

미전분들의 호화개시온도는 55.2-57.0oC, 호화최고온도는 62.6-

63.2oC, 호화종결온도는 70.2-71.6oC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효소소

화법에 의한 쇄미전분들의 호화개시온도는 61.6-62.2oC, 호화최고

온도 65.5-66.0oC, 호화종결온도 70.4-71.2oC의 범위에 있었다. 효

소소화법에 의한 쇄미전분들의 호화개시온도와 호화최고온도는

알칼리침지법에 따른 것들보다 상승하였고, 호화온도범위(호화개

시온도와 호화종결온도의 차; 8.4-9.1oC)는 알칼리침지법에 따른

것들(13.2-15.7oC)보다 더욱 좁아졌다. 이와 같은 호화온도의 변

화는 효소소화법에 의한 쇄미전분들에서 annealing이 발생했다는

것을 가리킨다(Fonseca 등, 2021; Wang 등, 2018; Zavareze와

Dias, 2011). 한편 호화엔탈피는 알칼리침지법에 따른 쇄미전분들

이 12.1-12.4 J/g, 효소소화법에 의한 것들이 11.7-14.7 J/g의 범위

를 나타내었다. 주어진 쇄미 내에서 호화엔탈피 평균값은 알칼리

침지법과 효소소화법 사이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적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상대결정도에서 관찰된 경향

과 동일하였다(Table 2). Fonseca 등(2021)과 Zavareze와 Dias

(2011)가 제안한 것처럼 전분의 호화엔탈피에 대한 annealing의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쇄미전분들의 X선 회절 분석

(Fig. 2, Table 2)과 호화특성(Table 3)은 효소소화법에 의해 쇄미

가루에서 쌀전분이 추출·정제되는 동안 쇄미전분은 annealing 된

Fig. 3. Swelling power (A) and solubility (B) of rice starches from

Yesan, Kimpo, and Pyeongtaek broken rice flour using alkaline

steeping (AKL) and enzymatic digestion (ENZ) methods. Bars
sharing the same lowercas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ig. 4. Pasting viscosity profiles of srice starches from Yesan,
Kimpo, and Pyeongtaek broken rice flour using alkaline

steeping (AKL) and enzymatic digestion (ENZ)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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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가리킨다.

팽윤력과 용해도

쇄미전분들의 팽윤력과 용해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알칼리

침지법과 효소소화법에 의한 쇄미전분의 팽윤력은 예산이 각각

10.6과 8.5 g/g, 김포가 각각 10.7과 9.7 g/g, 평택이 9.3과 9.2 g/g

이었다. 전반적으로 알칼리침지법에 따른 쇄미전분들의 팽윤력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김포와 평택 쇄미전분들의 팽윤력은 제조방

법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효

소소화법에 의한 쇄미전분들에서 발생한 annealing의 영향인 것

으로 생각된다. Wang 등(2018)과 Zavareze와 Dias(2011)에 의하면

annealing은 전분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공고히 하고, 전분 결

정구조의 완전성(crystalline perfection)을 향상시켜 전분입자의 수

화를 제한함으로써 팽윤을 억제한다고 하였다. 한편 용해도는 알

칼리침지법과 효소소화법에 의한 쇄미전분들에 있어 예산이 각

각 5.8과 4.0%, 김포가 각각 4.3과 4.9%, 평택이 각각 3.8과 3.7%

이었다. 김포 쇄미전분을 제외한 효소소화법에 의한 쇄미전분들

의 용해도 감소는 annealing의 영향 때문이다(Wang 등, 2018;

Zavareze와 Dias, 2011). 김포 쇄미전분에 있어 용해도가 효소소

화법이 알칼리침지법보다 높은 것은 효소소화법에 의한 것이 조

단백질 함량(Table 2)이 적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Bae 등(2020)은

전분입자 결합 단백질(starch granule-associated protein, SGAP)들

의 소폭 감소(0.14-0.21%)에 의해서도 전분분자들의 이동성과 팽

윤된 전분입자로부터 유출이 쉽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Lu와

Lu(2012)는 SGAP들의 높은 보수력은 전분입자의 수화에 이용할

물의 결핍을 유발하여 전분입자의 팽윤이 억제되고 용해도가 감

소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효소소화법에 의한 김포 쇄미전분의 팽

윤력과 용해도는 annealing보다 알칼리침지법에 따른 것에 비해

적은 SGAP 함량에 의해 더욱 영향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페이스팅 점도 특성

쇄미전분들의 페이스팅 점도 프로파일과 특성치를 각각 Fig. 4

와 Table 4에 나타내었다. 알칼리침지법보다 효소소화법에 의한

쇄미전분들의 페이스팅 점도 발달은 지연되었고, 최고점도는 높

았으며, 최종점도는 낮았다(Fig. 4). 붕괴점도(breakdown viscosity)

는 김포 쇄미전분을 제외하고 효소소화법에 의한 쇄미전분들이

알칼리침지법에 따른 것보다 적었으며, 치반점도(setback viscosity)

는 효소소화법에 의한 모든 쇄미전분들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

다(Table 4). 이러한 결과들은 annealing이 멥쌀전분의 페이스팅

점도 특성치들(최종, 최저, 붕괴, 최종, 치반 점도들)을 낮추었다

고 보고한 Wang 등(2018)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또한

Jacobs 등(1996)은 annealing에 따른 쌀전분의 최고점도와 최종점

도의 증가를 보고하였다. 전분의 페이스팅에 대한 annealing의 영

향은 annealing 조건(전분현탁액의 농도, 온도, 시간), 전분의 특

성(아밀로오스 함량, 아밀로펙틴 분지사슬 분포, 결정형)과 페이

스팅에 적용된 온도 프로파일들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Fonseca 등, 2021; Zavareze와 Dias, 2011). 그래서 호화온도 변화

로부터 효소소화법에 의한 쇄미전분들의 annealing이 확인된 점

(Table 3)과 기존 문헌(Fonseca 등, 2021; Wang 등, 2018; Zavareze

와 Dias, 2011)에서 annealed 멥쌀전분의 페이스팅 점도 특성과

본 연구의 결과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들을 고려하면, 알칼리

침지법과 효소소화법에 의한 쇄미전분들 사이의 페이스팅 특성

차이는 쇄미전분의 annealing 발생 여부의 영향 때문으로 생각된다.

요 약

쌀전분 생산 원료로서 쇄미의 활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예

산, 김포, 평택 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들에서 얻은 대쇄미를 알

칼리침지법과 효소소화법을 이용하여 쌀전분을 제조하고, 이들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쇄미의 조단백질 함량은 김포>

평택>예산의 순서로 증가하였지만, 국내 주요 11품종 쌀의 조단

백질 함량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였다. 쇄미가루의 총 전분

함량은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정미의 총 전분 함량 범위

내에 있어 쌀전분 생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별 쇄미가루

로부터 알칼리침지법과 효소소화법에 따라 제조된 쇄미전분의 조

단백질 함량은 1% 내외로 상업적 생전분으로 활용이 가능 수준

이었다. 아밀로스 함량은 지역별로 소폭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제

조방법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쇄미전분들의 형

태학적 특성은 일반적인 쌀전분과 다르지 않았으며, 제조방법에

따른 구조적 변형은 관찰되지 않았다. X선 회절패턴은 모든 쇄

미전분들에서 전형적인 A형 결정 배열을 나타내었으며, 제조방

법에 따른 결정구조의 변형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상대결정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였다. 호화특성에 있어 알칼리침지법보다 효

소소화법에 의한 쇄미전분들이 높은 호화개시온도 및 호화최고

온도와 좁은 호화온도범위를 나타내었다. 관찰된 상대결정도와

호화온도의 차이는 annealing이 효소소화법에 따른 쇄미전분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가리킨다. 팽윤력과 용해도는 알칼리침지법보

다 효소소화법에 따른 쇄미전분에서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

타내었다. 페이스팅 점도 특성에 있어 알칼리침지법보다 효소소

화법에 의한 쇄미전분은 페이스팅 점도의 발달이 지연되었으며,

Table 4. Pasting viscosity parameters1) of rice starches from broken rice flour using alkaline steeping (AKL) and enzymatic digestion

(ENZ) methods

Broken rice
Starch 

preparation
Tp

2)

(oC)

Pasting viscosity (mPa·s)

Peak Trough Breakdown Final Setback

Yesan
AKL 93.0±0.6b 0795.0±5.7f  716.0±17.0c 0 79.0±11.3bc 1214.0±4.9c  498.0±12.0c

ENZ 095.0±1.0ab 0951.0±1.4c  899.0±0.7a 0 53.0±0.7c 1118.0±22.6d  220.0±23.3d

Kimpo
AKL 91.0±0.6c 0903.0±0.7d  669.0±1.4d  234.0±2.1a 1430.0±41.7a  761.0±43.1a

ENZ 96.0±0.0a 1130.0±8.5a  906.0±9.2a  225.0±0.7a 1138.0±14.1cd  233.0±4.9d

Pyeongtaek
AKL 96.0±0.5a 0827.0±8.5e  744.0±14.1c 0 83.0±5.7b 1368.0±4.2ab  624.0±18.4b

ENZ 96.0±0.1a 1020.0±5.7b  790.0±6.4b  232.0±12.0a 1337.0±16.3b  547.0±22.6bc

1)Mean values of three replicate measurements; values sharing the same lowercase letters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2)Past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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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최고점도와 최저점도를, 낮은 붕괴점도, 최종점도와 치반점

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팽윤력, 용해도 및 페이스팅 점도의

차이는 효소소화법에 의한 쇄미전분들의 annealing 때문이다. 전

체적인 결과를 종합하면, 쇄미는 쌀전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

으며, 효소소화법은 알칼리침지법에 따른 쌀전분의 팽윤력, 용해

도, 호화특성 및 페이스팅 점도 특성과는 다른 쌀전분을 제조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쌀전분의 높은 가격이 비싼 원료쌀과 높

은 생산비용 때문임을 고려할 때, 쌀전분 원료로 쇄미의 사용에

따른 쌀전분 생산원가의 절감은 판매가격을 낮춰 쌀전분의 식품

및 비식품 산업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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