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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1.1.1 가교화 쌀 전분
감자, 옥수수, 쌀, 밀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전분은 자원의 풍부함 및 전분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식품 산업에서 증점제, 보형제, 냉해동 안정제 및 유화안정제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쌀 전분은 쌀 중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그 가공적성이 전분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쌀 전분은
다른 전분보다 입자크기가 작고 표면적이 커 많은 물질을 표면에 흡착시킬 수 있으며, 부드러운 조직감을
가진다. 또한 쌀 전분은 다른 전분에 비해 소화흡수율이 높으며, 글루텐이 없는 소재로 하이포엘러제닉
(hypoallergenic)하여 이유식 등의 유아식품과 특수식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천연 전분은 장기간의 가열, 높은 전단 속도, 낮은 pH에서 구조가 파괴되는 경향을 가지고
호화 및 노화 과정이 불안정하여 식품에 적용 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거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성질을 부여하기 위하여 천연 전분을 물리적, 화학적 또는 효소적으로 처리하여 전분의 입자
또는 분자구조를 변화시킨 변성 전분(modified starch)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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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화(cross-linking)는 전분의 화학적 변성방법 중 하나로, 수산기에 에테르 혹은 에스테르화를 통해
전분의 수산기를 다른 기능성 그룹으로 치환시키거나, 전분 분자 사이에 가교를 형성하여 사슬의 결합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전분을 구성하는 무수포도당은 3개의 수산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산기와 에스테르
또는 에테르 결합을 할 수 있는 기능기를 하나 이상 가진 물질은 가교제로 이용될 수 있다.

구연산(citric acid)은 3개의 carboxyl group을 가지고 있으며 전분 가교화 반응 메커니즘은 Fig. 1과
같다. 구연산이 가열되면 탈수되어 무수물 상태가 되는데 구연산 무수물이 전분과 반응하여 starch-citrate
adduct를 형성한다. 추가적인 가열처리를 통해 starch-citrate adduct 내 구연산에서 탈수현상이 한 번
더 일어나 starch-citrate adduct는 다른 전분 분자와 반응하여 가교를 형성하게 된다(Xie와 Liu, 2004).

Fig. 1. Cross-linking reaction mechanism of starch with citric acid.
(Xie & Liu, 2004)

호박산(succinic acid)은 2개의 carboxyl group을 가지고 있으며, 전분 가교화 반응 메커니즘은 Fig. 2와
같다. 호박산과 acetic anhydride를 혼합하여 호박산/acetic anhydride 가교제를 제조하고, 전분 현탁액에
25℃, pH 9 조건을 유지하면서 제조된 가교제를 투입하여 반응시키면 전분과 전분사이에 가교를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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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ross-linking reaction mechanism of starch with succinic acid.

지금까지의 가교화 전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을 위주로 되어 있어
쌀 전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변성 쌀 전분에 관한 연구는 초산 전분, 하이드록시프로필화
전분 위주로 수행되었으며, POCl3를 이용한 가교화 쌀 전분을 제외하고 가교화 쌀 전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1.1.2 전분의 소화율
최근 고칼로리 섭취 및 운동 부족과 같은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대사증후군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식이섬유 등을 이용한 기능성 저칼로리 식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인체 내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용성 식이섬유로 분류되는 저항전분(resistant starch, RS)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Fig. 3. Metabolic mechanisms of resistant starch.
(http://www.mundobacteriano.com/tag/intest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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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학적 기준으로 전분은 소화 속도에 따라 빠르게 소화되는 전분(rapidly digestible starch, RDS;
급소화성전분), 천천히 소화되는 전분(slowly digestible starch, SDS; 지소화성전분), 소화가 되지 않는
전분(resistant starch, RS; 저항전분)으로 분류된다(Table 1).

Table 1. Classification of starch according to digestibility
전분분류

소화 특징

전분구조

식품의 예

빠르게 소화되는 전분
(Rapidly digestible starch,
RDS; 급소화성전분)

입이나 소장에서 빠르게
소화(20분 내 소화)

무정형

대부분의 전분질 조리
및 가공식품

천천히 소화되는 전분
(Slowly digestible starch,
SDS; 지소화성전분)

소장에서 천천히 그러나
완전히 소화(20~120분
사이 소화)

단단한
무정형
/불완전한
결정형

천연곡류 및 콩류
전분, 부분적으로
노화된 전분

소화되지 않는 전분
(Resistant starch,
RS; 저항전분)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120분 내 소화되지
않음)

주로
결정형

천연 감자 및 바나나,
노화된 식품, 화학 변
성 전분

저항전분은 전분 및 전분 분해산물로 섭취 시 식이섬유와 같이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되어
단쇄 지방산을 생성하는 전분을 말한다. 저항전분은 RS1, RS2, RS3, RS4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도정된 낟알이나 종자와 같이 물리적으로 효소의 접근이 어려운 RS1, B형의 결정 구조를 갖는 바나나 전분과
감자 전분처럼 효소에 의해 분해되기 어려운 RS2, 전분의 노화에 의해 형성된 RS3과 화학적으로 처리된
RS4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학적 변성 전분에는 효소 및 산 처리에 의한 가수분해로 생성된 전분
분해물, 산화전분, 가교결합 전분 등이 있다.

가교결합으로 제조한 RS4는 전분입자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팽윤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전분질 식품에 첨가하였을 때, 제품의 품질 증진에 효과적인 가공식품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식품 소재로 응용하기 위한 이화학적, 생리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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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유변학적 특성 향상의 필요성
음식물을 씹어서 목으로 넘기면 신경 반사작용으로 기도가 닫히고 식도가 열리면서 인후두와 식도
근육이 음식물을 위로 이동시키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하장애(dysphagia)를 가지게
되며, 연하장애는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위식도 역류질환, 두경부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연하장애가 문제되는 이유는 (1) 효과적으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여 음식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서 폐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거나 (2) 아예 기도를 막아서 질식이 되는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연하장애가 있으면 음식을 먹기 힘들고, 먹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섭취량이
감소되어 영양결핍이나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Fig. 4).

Fig. 4. Comparison of normal swallow and swallowing difficulty.
(https://www.hey.nhs.uk/patient-leaflet/swallowing-difficulties-in-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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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하장애를 가진 자는 개인의 능력에 맞게 식품의 점도를 조절하는 등의 식이관리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점도가 낮을수록 구강과 인두에서 음식물의 이동을 조절하기가 어려워 흡인이 쉽게 일어나는데,
물이나 식품의 점도를 높이면 연하반사가 일어나기 전 식품이 후두로 흘러내려 연하반사가 지연된 환자의
흡인 발생 빈도를 낮춰줄 수 있다.

또한 식품의 점도는 저작운동과 식괴 이동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며, 연동운동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유변
물성이 조절된 삼킴이 용이한 부드럽고 안전한 식품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하장애 개선용 기능성 식품의
유변학적 특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교화 방법을 통하여 분자량의 증가 및 유변학적 특성이 향상된 변성 쌀 전분을 개발한다면, 이는
식품 가공 시 요거트 등의 증점제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킴 문제를 가진 연하장애 환자들을 위한
고점도의 연하보조식과 노인영양식에 이용될 수 있다.

1.2 가교화 쌀 전분 관련 연구의 필요성
쌀을 소재로 이용한 가공식품의 시장은 약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떡, 면, 주류, 밥, 죽, 제과
등으로 쌀 곡립 및 쌀가루를 위주로 사용한 제품 외에는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이는 쌀이 가공소재로써
다른 소재보다 적용이 용이하지 않으며 기능성 소재, 점증제 등 용도별로 차별화된 소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차 감소되는 쌀 사용량을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증대시키고, 그 이용 분야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의 용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쌀 가공 소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쌀 전분을
다양한 식품의 소재로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타 전분의 가교화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연구 개발되어 있으나 쌀 전분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내에서는 아직 쌀 전분을 소재로 한 가교화 전분의 제조와 응용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확립되어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교화 쌀 전분의 효율적인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타 가교화 전분들과 차별화되는 다양한 물리적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가교화 쌀 전분의 응용분야를
모색하고, 새로운 쌀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전분의 소화율과 유변학적 특성 등은 전분의 분자·화학적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가교화 쌀
전분의 분자·화학적 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전분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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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교화 기술의 개발은 국내가공식품의 품질 향상 및 세계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연산 가교화 쌀 전분과 호박산 가교화 쌀 전분을 각각 제조하고 이들의 구조적,
이화학적, in-vitro 소화율 및 유변학적 특성 분석을 통하여 가교화 쌀 전분의 식품산업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1.3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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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2.1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쌀가루는 농심 제분에서 생산하는 쌀가루 면용(보람찬)을 사용하였다. 구연산은 Junsei
Chemical Co. Inc.(Tokyo, Japan), 호박산 및 pancreatin from porcine pancreas(P7545, 8×USP)
는 Sigma-aldrich Chemical Co.(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Amyloglucosidase(AMG
300 L, activity 300 AGU/mL)와 α-amylase는 각각 Novozyme(Bagsvaerd, Denmark)과 Megazyme
International Ireland Ltd. Co.(Wicklow, Ireland)에서 구매하였다. 이 외의 모든 시약은 분석용 시약을
사용하였다.

2.2 쌀 전분의 제조 및 특성
2.2.1 쌀 전분의 분리
쌀 전분은 Yamamoto, Sawada와 Onogaki(1973)의 알칼리 침지법을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쌀가루
500 g을 0.2% NaOH 용액 300 mL에 30℃에서 1시간 동안 교반시키고, 분산물을 1,8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시켰다. 침전물에 0.2% NaOH 용액 1,500 mL를 가하여 알칼리 추출을 2번 반복하였다. 알칼리
추출 후, 전분 침전물을 증류수 1,000 mL에 분산시키고, 0.1 M HCl 용액으로 pH를 7.0으로 조정하였다.
중화시킨 전분 침전물을 증류수로 두 번 수세하고, 최종적으로 95% 에탄올로 한 번 수세하였다. 원심분리를
통해 얻어진 전분은 40℃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한 후 분쇄하여 150 μm 체를 통과시켜 냉장보관 하였다.

2.2.2 쌀 전분의 일반성분분석
추출한 쌀 전분의 일반성분은 AACCI approved method로 분석하였다. 수분함량은 44-15A, 조회분
함량은 08-01, 조단백질 함량은 46-12A, 조지방 함량은 30-10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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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쌀 전분의 총 전분 함량 측정
추출한 쌀 전분의 총 전분 함량은 total starch assay kit(Megazyme International Ireland Ltd. Co.,
Wicklow, Ire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100 mg(건물)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glass test tube에
넣고 80% 에탄올 0.2 mL와 혼합한 다음, 즉시 thermostable α-amylase 용액 3 mL를 넣어 매 2분마다
혼합을 하여 총 6분간 끓는 항온 수조에 반응시켰다. 이후 glass test tube를 50℃의 항온 수조로 옮겨
amyloglucosidase를 넣고 즉시 혼합을 한 다음 50℃의 항온 수조에서 30분 동안 보관하였다. Glass test
tube 안의 모든 용액을 100 mL 매스플라스크에 정용한 다음, whatman 1 여과지로 여과하였다. 여과한
용액을 새로운 glass test tube에 0.1 mL씩 담아 GOPOD 시약 3 mL를 넣고 즉시 혼합한 다음 50℃의
항온수조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분광 광도계를 이용하여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2.4 쌀 전분의 아밀로스 함량 측정
추출한 쌀 전분의 아밀로스 함량은 Williams 등(1970)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쌀 전분
20 mg(건물당)에 0.5 M KOH 용액 10 mL를 가하여 5분간 교반시켰다. 알칼리에 분산시킨 전분 분산액을
100 mL 매스플라스크에 옮기고 증류수로 정용한 후, 이 중 10 mL를 50 mL 매스플라스크에 옮겼다.
여기에 0.1 M HCl 용액 5 mL와 iodine reagent (0.2% I2/2% KI) 0.5 mL를 넣고 증류수로 정용하여 5분 후
6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3 구연산 가교화 쌀 전분(CARS)의 구조 분석 및 in-vitro 소화율 분석
2.3.1 CARS의 제조
구연산 가교화 쌀 전분(CARS)은 Klaushofer, Berghofer와 Steyner 등(1978)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제조하였다. 쌀 전분 대비 1%, 10%, 30%에 해당하는 구연산을 증류수 30 mL에 용해시킨 후, 10 M NaOH
용액으로 구연산 용액의 pH를 3.5로 조정하고, 증류수로 최종 부피를 50 mL로 맞추었다. 앞서 만든 구연산
용액을 추출한 쌀 전분 50 g(건물)에 넣고 16시간 동안 실온에서 교반하였다. 이후 60℃에서 수분 함량(510%)에 도달할 때 까지 6시간 건조하고 분쇄하여 140℃의 드라이오븐에서 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제조된
가교화 전분을 증류수에 현탁하여 1,8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를 하고, 수세를 반복하여 반응하지 않은
구연산을 제거하였다. 수세한 전분은 40℃의 오븐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분쇄하여 150 μm 체를 통과시켜
가교화 기법이 쌀전분의 유변학적 특성 및 소화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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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보관 하였다. 천연 쌀 전분은 NRS, 구연산 가교화 쌀 전분은 구연산 농도에 따라 각각 CARS1(1%),
CARS10(10%), CARS30(30%)으로 표기하였다.

2.3.2 FT-IR 스펙트럼 분석
NRS 및 CARS의 FT-IR 분석은 FT-IR(Spectrum One System, Perkin-Elmer, USA)을 이용하여
400-4000 cm-1 범위에서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2.3.3 X-선 회절도 분석
NRS 및 CARS의 X-선 회절도 분석은 X-선 회절분석기(D8 Advance, Bruker,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샘플은 40 mA, 40 kV의 조건에서 회절각도(2θ) 6-30°까지 6°/min의 속도로 회절시켜
측정하였다.

2.3.4 SEM에 의한 표면구조 분석
NRS 및 CARS의 SEM에 의한 표면구조 분석은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4700, Hitachi Co.,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받침대에 양면 carbon 테이프를 잘라 붙여 여기에 샘플을
골고루 묻힌 다음 백금으로 도금을 하여 샘플 측정에 사용하였다. 샘플은 가속 전압 10 kV에서 10,000
배율로 측정하였다.

2.3.5 Nuclear Magnetic Resonance(NMR) 스펙트럼 분석
NRS 및 CARS의 NMR 스펙트럼은 JMM-ECZ 500R spectrometer(JEOL CO.,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샘플 전처리법은 Xu와 Seib(1997)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샘플 2 g
(건물), α-amylase 10 μL, sodium acetate 0.3 g을 30 mL의 증류수에 분산시켜주었다. 이 혼합물을 85℃의
항온수조에서 2시간 동안 교반시켜준 후, 30분 동안 끓는 물에서 가열시켰다. 혼합물을 실온까지 식힌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시키고 상층액을 취하여 동결 건조시켰다. 동결 건조시킨 전분가수분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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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g을 D2O 1 mL에 용해시키고 동결 건조시켰다. 앞 과정을 2번 반복한 후, D2O 치환 전분 0.05 g을 D2O
0.5 mL에 용해시켜서 샘플 측정에 사용하였다. 1H NMR은 400.13 MHz에서 측정하였으며, 측정온도는
25℃였다. Acquisition time은 1.64초, delay time은 1초의 조건으로 측정하여 128 scans를 얻었다.
C NMR은 125.77 MHz에서 측정하였으며, 측정온도는 25℃였다. Acquisition time은 0.82초, delay

13

time은 1초의 조건으로 측정하여 128 scans를 얻었다.

2.3.6 Swelling factor 분석
NRS 및 CARS의 swelling factor는 Tester와 Morrison(1990)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가교화 쌀 전분 0.1 g(건물)을 증류수 5 mL에 잘 분산시켜준 후 90℃의 항온수조에서 매 5분마다 혼합을
해주면서 30분 동안 보관하였다. 실온으로 식힌 후, 0.5 mg/mL blue dextran 용액 0.5 mL를 각 샘플에
넣고 완전히 혼합시켜주었다.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를 하고, 상층액의 흡광도는 620 nm에서
측정하였으며, 아래의 식 (1)에 따라 swelling factor를 구하였다.

Swelling factor = 1 + [(7,700/W) × {(As-AR)/As}]

식 (1)

W : weight of starch (mg)
As : the absorbance of the supernatant
AR : the absorbance of reference (contained no starch)

2.3.7 용해도 분석
NRS 및 CARS의 용해도는 Schoh(1964)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가교화 쌀 전분 0.2 g
(건물)을 증류수 10 mL에 잘 분산 시켜준 후 90℃의 항온수조에서 매 5분마다 혼합을 해주면서 30분
동안 보관하였다. 실온으로 식힌 후, 3,5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를 하고 상층액은 110℃에서 11시간
건조시켜 가용성 전분의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식 (2)에 따라 용해도를 구하였다.

용해도(%) =

가용성 전분 무게(g)
×100
시료 건물량(g)

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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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광투과도 분석
NRS 및 CARS의 광투과도는 Reddy와 Seib(1999)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가교화 쌀 전분
50 mg을 증류수 5 mL에 분산시킨 다음, 매 5분마다 혼합을 해주면서 30분 동안 끓는 물에서 가열하였다.
이후 실온에서 30분 동안 식힌 다음 가교화 쌀전분의 투명도는 6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3.9 열적 특성 분석
NRS 및 CARS의 열적 특성은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DSC; A200, TA Instruments,
New castle, DE,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전분 20 mg과 증류수 1 mL를 알루미늄 DSC 팬에 넣고,
즉시 봉한 후 실온에서 1시간 동안 평형상태를 유지시켜주었다. 전처리한 샘플을 30℃에서 130℃까지
10℃/min의 속도로 가열하였으며, 빈 알루미늄 팬을 reference로 사용하였다. 제조사에서 제공한 Universal
Analys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onset temperature(호화시작온도), peak temperatue(호화정점온도),
final temperature(호화종결온도), gelatinization enthalpy(호화엔탈피)를 구하였다.

2.3.10 페이스팅 특성 분석
NRS 및 CARS의 페이스팅 특성은 Rapid Visco Analyzer(RVA4, Newport Sci. Pty. Ltd, Warriewood,
Australia)를 이용하여 AACCI Approved Method 76-21(AACC, 2000)에 따라 측정하였다. 알루미늄 용기에
가교화 쌀 전분을 담고 증류수를 가한 다음 플라스틱 회전축을 사용하여 충분히 교반시켜 시료 분산액을
제조하였다. 이 시료 분산액을 50℃에서 1분간 유지시킨 후 95℃까지 12℃/min의 속도로 가열하고 95℃
에서 2.5분간 유지시킨 후 다시 50℃까지 같은 속도로 냉각한 다음 2분간 유지하여 pasting temperature,
peak viscosity, breakdown 및 setback을 측정하였다.

2.3.11 In-vitro 소화율 분석
NRS 및 CARS의 in-vitro 소화율은 Englyst 등(1992)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측정하였으며, 효소
용액은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Pancreatin from porcine pancreas 2 g을 증류수 24 mL에 넣고 10분간
교반한 다음 1,5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시킨 후 상층액 20 mL를 amyloglucosidase 0.4 mL, 증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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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mL와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효소 용액은 37℃에서 10분 동안 보관하여 평형에 이르게 하였다.

NRS 및 CARS 시료 30 mg과 유리 구슬(5 mm) 2개를 2 mL microtube에 넣고 sodium acetate
buffer(0.1 M, pH 5.2) 0.75 mL를 넣어 혼합시킨 다음 10분 동안 37℃에서 보관하였다. 제조한 효소
용액 0.75 mL를 시료가 들어 있는 microtube에 넣고 37℃의 shaking water bath에서 240 rpm의 조건
하에 20분 및 120분간 반응시킨 다음, 10분 동안 끓는 물에 넣어 효소 반응을 정지시켰다. 이를 마이크로
원심분리기에서 5,000 g로 10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전분으로부터 가수분해된 상층액의 글루코스 양을 DNS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20분 이내 소화되는 전분을 RDS(rapidly digestible starch, 급속히 소화되는 전분), 20분과
120분 사이에 소화되는 전분을 SDS(slowly digestible starch, 천천히 소화되는 전분), 120분 이후에도
소화되지 않는 전분을 RS(resistant starch, 저항 전분)으로 분류하였다.

2.4 호박산 가교화 쌀 전분(SARS)의 구조 및 유변학적 특성 분석
2.4.1 SARS의 제조
호박산 가교화 쌀 전분은 Ackar 등(2014)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제조하였다. 호박산과 acetic
anhydride를 1:4 비율로 섞어 혼합액을 80℃의 항온수조에서 용해시켜 가교제를 제조하였다. NRS 100 g
(건물)에 최종 무게가 460 g이 되도록 증류수를 넣어주고 15분 동안 충분히 교반시켰다. 0.5 M NaOH를 넣어
pH 9로 맞춘 전분 분산물에 지속적인 교반 및 pH 9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100 g 전분 대비 가교제 5, 10, 15
mL를 천천히 한 방울씩 넣어주고, 가교제를 다 넣어주면 30분간 pH 9를 유지시키면서 반응시켰다. 반응 후
0.5 M HCl로 pH를 5.4로 조정하여 1,8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를 한 다음, 증류수로 수세를 반복하였다.
수세한 전분은 40℃의 오븐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분쇄하여 150 μm 체를 통과시켜 냉장보관 하였다. 호박산
가교화 쌀 전분은 첨가한 가교제 부피에 따라 각각 SARS5(5 mL), SARS10(10 mL), SARS15(15 mL)으로
표기하였다.

2.4.2 FT-IR 스펙트럼 분석
NRS 및 SARS의 FT-IR 분석은 2.3.2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가교화 기법이 쌀전분의 유변학적 특성 및 소화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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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X-선 회절도 분석
NRS 및 SARS의 X-선 회절도 분석은 2.3.3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2.4.4 SEM에 의한 표면구조 분석
NRS 및 SARS의 SEM에 의한 표면구조 분석은 2.3.4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2.4.5 Swelling power 분석
NRS 및 SARS의 swelling power는 Schoh(1964)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가교화 쌀 전분
0.05 g(건물)을 증류수 10 mL에 잘 분산 시켜준 후 90℃의 항온수조에서 매 5분마다 혼합을 해주면서 30분
동안 보관하였다. 실온에서 식힌 후 3,5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를 하고 상등액을 제거한 침전물은 그
무게를 측정하여 식 (3)에 따라 팽윤력을 구하였다.

팽윤력 =

침전물의 무게(g)
×100
시료건물량`(g)

2.4.6 광투과도 분석
NRS 및 SARS의 광투과도는 2.3.8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2.4.7 페이스팅 특성 분석
NRS 및 SARS의 페이스팅 특성은 2.3.10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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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

2.4.8 유변학적 특성 분석
2.4.8.1 전분 분산액의 제조
NRS 및 SARS의 분산액은(5%, w/w)은 NRS 및 SARS와 증류수를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혼합물은
실온에서 자석교반기를 이용하여 30분간 교반하였고, 95℃ 항온수조에서 30분간 가열하면서 교반하였다.
가열이 끝난 후 뜨거운 시료는 유변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즉시 rheometer plate로 옮겨졌다.

2.4.8.2 정상유동 특성 분석
NRS 및 SARS의 정상유동 특성은 25℃로 설정된 rheometer(MCR-102, Anton Paar, Graz, Austria)
의 plate-plate system(직경: 5 cm, 간격: 500 u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를 rheometer의 plate에
놓고 0-500 s-1의 광범위한 전단속도(

)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시료의 정상유동 특성은 power law 모델식

(식 4)과 Casson 모델식(식 5)을 적용하였다.

식 (4)
식 (5)

여기서 σ는 전단응력(Pa), 는 전단속도(s-1), K는 점조도 지수(consistency index, Pa·sn), n은 유동성
지수, 그리고 (Kc)2은 Casson plastic viscosity(ηc)이다. Casson 모델식에 따른 항복응력(σoc)은 전단속도전단응력의 선형회귀 곡선으로부터 얻었다. Power law 모델식에 의하여 얻어진 유동성 지수(n)와 점조도
지수(K)로부터 전단속도 100 s-1에서의 겉보기 점도(apparent viscosity, ηa,100)를 계산하였다.

2.4.8.3 동적 점탄 특성 분석
NRS 및 SARS의 동적 점탄 특성은 25℃로 설정된 rheometer(MCR-102, Anton Paar, Graz, Austria)의
plate-plate system(직경: 5 cm, 간격: 500 um)을 이용하여 2% strain에서 진동수(frequency, ω)
0.63~62.8 rad/s 범위에서 저장 탄성률(storage modulus, G′), 손실 탄성률(loss modulus, G″), 복소 점도
(complex viscosity, η*) 및 tan δ(G″/G′)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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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통계처리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SAS version 9.3(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ANOVA 분석과 Fisher’s least significant differences에 의해 p<0.05 수준에서 시료들 간에
유의성 검정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천연 쌀 전분(NRS)의 일반성분 분석
NRS의 수분 함량은 3.6%, 조회분 함량은 0.17%, 조단백질 함량은 0.33%, 조지방 함량은 1.44%, 총
전분 함량은 93.32%였으며, 전분 중 아밀로스 함량은 22.22%, 아밀로펙틴 함량은 77.78%였다(Table 2).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NRS1

100

Chemical composition

NRS (%)

Moisture

3.60 ± 0.23

Crude ash

0.17 ± 0.01

Crude protein

0.33 ± 0.00

Crude lipid

1.44 ± 0.91

Total starch

93.32 ± 1.03

Amylose

22.22 ± 0.21

Amylopectin

77.78 ±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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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구연산 가교화 쌀 전분(CARS)의 구조 분석 및 in-vitro 소화율 분석
3.2.1 FT-IR 스펙트럼 분석
NRS 및 CARS의 FT-IR 측정 결과는 Fig. 5와 같다. NRS와 CARS의 FT-IR 스펙트럼 측정 결과
3000-3600 cm-1과 2932 cm-1에서 각각 OH stretching와 CH stretching에 상응하는 피크를 나타내었다
(Kim 등, 2008; Halal 등, 2015). 또한 1650 cm-1 와 1420 cm-1 근처에서 각각 OH bending과 CH bending에
기인하는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Mano 등, 2003). 1018 cm-1와 1155 cm-1 사이의 세 피크는 포도당의
pyranose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피크였다(Liu 등, 2016).

CARS10과 CARS30의 FT-IR 스펙트럼에서 NRS와 CARS1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피크가
1734 cm-1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피크는 전분의 OH 그룹과 구연산의 COOH 그룹간의 에스테르 결합과
관련이 있다(Liu와 Su,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분의 OH 그룹이 구연산의 COOH 그룹과 결합하여
CARS 구조 내에 새로운 에스테르 결합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 FT-IR spectra of NRS, CARS1, CARS10 and CAR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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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X-선 회절도 분석
X-선 회절도는 피크의 위치에 따라 전분의 결정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크 높이에 따라 결정형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곡류 전분은 A형, 괴(tuber), 과일(fruit), 줄기(stem) 전분은 B형, 고구마 전분은 A
와 B형의 혼합형인 C형 패턴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NRS와 CARS의 X-선 회절도 측정 결과는 Fig. 6과
같다. 모든 시료의 경우 피크가 15, 17, 18, 23° 부근에서 피크가 나타나 X-선 회절에 의한 전분의 분류에
따라 전형적인 A형 전분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NRS와 비교하였을 때, 구연산 함량이 증가할수록
CARS의 결정형 피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Xie 등(2006)은 구연산 가교화 과정에서 channels
와 cavities를 통해 전분 내부로 침투하는 고농도의 구연산 용액이 결정형 영역을 파괴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구연산 가교화 작용은 전분의 무정형 영역 및 결정형 영역 모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6. X-ray diffractogram of NRS, CARS1, CARS10 and CARS30.

3.2.3 SEM을 통한 표면구조 분석
주사전자현미경(SEM)은 변성 전분의 미세구조를 평가할 수 있으며 화학적 변형에 의한 NRS의 구조
변화를 검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NRS는 다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CARS의 경우 표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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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S보다 거칠었다. 특히 CARS30의 경우 여러 부분에서 표면이 오목해 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7).
이는 천연 쌀 전분 입자가 구연산 가교화 처리에 의해 손상을 받아 입자 형태 및 표면구조가 변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Fig. 7.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 of NRS, CARS1, CARS10 and CARS30.

3.2.4 NMR 스펙트럼 분석
3.2.4.1 1H NMR 스펙트럼 분석
NRS 및 CARS의 1H NMR 스펙트럼 분석 결과는 Fig. 8과 같다. NRS 및 CARS의 α-1,4와 α-1,6결합에
대한 anomeric proton의 피크는 각각 5.23 ppm과 5.05 ppm 근처에서 나타났다(Bai 등, 2011; Namazi
등, 2011; Kortesniemi 등, 2017). NRS 및 CARS의 H-2, H-3, H-4, H-5 위치를 나타내는 chemical
shift는 각각 3.31, 3.66, 3.11, 3.57 ppm에서 발견되었다(Chi 등, 2008; Namazi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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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S10과 CARS30의 경우 2.30-2.60 ppm에서 NRS와 CARS1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4개의
피크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전분 입자와 결합된 구연산의 CH2그룹을 나타내는 피크라고 알려져 있다
(Kapelko-Żeberska, 2016).

Fig. 8. 1H NMR spectra of NRS, CARS1, CARS10 and CARS3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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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

C NMR 스펙트럼 분석

13

NRS 및 CARS의 13C NMR 스펙트럼 분석 결과는 Fig. 9와 같으며 모든 시료에서 glucose의 1번,
6번 탄소를 나타내는 chemical shift는 각각 99-100 ppm, 60.50 ppm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CARS30
스펙트럼의 178 ppm 부근에서만 OH 그룹과 구연산의 COOH 그룹 간에 생성된 에스테르 결합이 나타났다
(Horchani, 2010; Zhang 등, 2010).

Fig. 9.

C NMR spectra of NRS, CARS1, CARS10 and CARS3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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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Swelling factor 분석
NRS 및 CARS의 swelling factor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NRS의 swelling factor(16.29)는 CARS의
swelling factor(4.07-11.30)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구연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연산에 의한 전분 입자간의 가교결합으로 인해
수분의 흡수가 감소되어 swelling factor 값이 감소되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3.2.6 용해도 분석
CARS의 경우 구연산 처리로 인해 생성된 가교화 구조가 전분 내로 침투하려는 수분의 침투를 억제하여
NRS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용해도를 나타내었다(Table 3). NRS의 용해도와 비교하였을 때, 가교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가교화 반응이 증가하여 CARS1은 약 1.06배, CARS10은 약 2.77배, CARS30은 약 282.5배
낮은 용해도를 나타내었다. 이와 유사한 결과들은 다른 가교화 전분에 관한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Kim
과 Yoo, 2010; Jyothi 등, 2006).

3.2.7 광투과도 분석
NRS 및 CARS의 광투과도는 Table 3과 같다. NRS의 투명도는 23.80%였으며 구연산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CARS의 투명도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가교화로 인해 전분 입자 사이의 결합이 강해져 밀도
높은 전분 입자들이 빛을 투과시키기보다는 빛을 반사시켜 투명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Jyothi 등, 2006).

Table 3. S
 welling factor, solubility, and light transmittance of NRS, CARS1, CARS10
and CARS301
Sample

Swelling factor

NRS

16.29±0.41a

11.30±0.42a

23.80±0.35a

CARS1

11.30±0.16b

10.65±0.85a

13.46±0.35b

CARS10

6.95±0.00c

3.85±0.00b

2.82±0.00c

CARS30

4.07±0.07

0.04±0.00

1.95±0.03d

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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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transmittance
(%T)

Solu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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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2.8 열적 특성 분석
DSC는 소량의 시료를 이용하여 호화하는 동안 전분의 상전이 및 구조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Vamadevan와
Bertoft, 2015) 가교결합에 의한 쌀 전분의 열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CARS10과
CARS30의 경우 가교결합에 의한 단단한 구조 때문에 호화되지 않아 열적 특성 결과를 측정할 수 없었다.
NRS의 호화개시온도, 호화정점온도, 호화종료온도, 호화엔탈피는 각각 59.56℃, 64.89℃, 71.53℃, 1.59
J/g를 나타내었으며(Table 4), CARS1의 모든 열적 특성은 NRS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CARS1의 감소된
열적 특성 결과는 쌀 전분 입자 간에 새롭게 생성된 가교결합에 의해 호화 과정동안 흡수되는 수분의 함량과
팽윤력이 감소되어지기 때문이다(Kaur와 Singh, 2006).

Table 4. Thermal properties of NRS, CARS1, CARS10 and CARS301
Sample

To (℃)2

Tp (℃)

Tc (℃)

ΔH (J/g)

NRS

59.56±0.14a

64.89±0.06a

71.53±0.23a

1.59±0.01a

CARS1

58.26±0.02b

63.10±0.10b

69.05±0.31b

1.31±0.09b

CARS10

N.D3

N.D

N.D

N.D

CARS30

N.D

N.D

N.D

N.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To, onset temperature; Tp, peak temperature; Tc, conclusion temperature; Tc-To, conclusion temperature minus onset
temperature (temperature range); ΔH, enthalpy of gelatinization.
3
N.D : not detected.
1

2

3.2.9 페이스팅 특성 분석
RVA는 전분의 cooking 과정을 모방하여 진행이 되어 가공 식품과 산업 소재로의 이용성을 평가할
수 있어 가교결합이 쌀 전분의 페이스팅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NRS와 CARS의 페이스팅 특성은 Table 5와 같았다. CARS30의 경우 높은 가교화로 인해 전분 입자의
팽윤이 억제되어 페이스팅 특성을 측정할 수 없었다. CARS의 pasting temperature(64.58-67.80℃)는
NRS(70.63℃)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낮은 온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NRS와 비교하였을 때 CARS의
peak viscosity 수치는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구연산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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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교화로 인해 전분 입자간의 결합이 증가하여 호화과정동안 쌀 전분 입자와
수분간의 결합이 억제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breakdown 수치는 구연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교화로 인해 전분 간의 결합이 강해져 높은 온도 및 강한 전단 조건에서 내구성을 가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구연산 가교화는 전분의 구조 변화를 일으켜 쌀 전분에 내열성, 내전단성을 부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 Pasting properties of NRS, CARS1, CARS10 and CARS301
Sample

Pasting
temperature (℃)

Peak viscosity
(cP)

Breakdown
(cP)

Setback
(cP)

NRS

70.63±0.60a

419.17±2.11a

227.75±0.74a

152.76±1.65a

CARS1

67.80±0.14b

405.02±1.15b

113.73±0.28b

134.46±0.60b

CARS10

64.58±0.04c

13.31±0.12c

9.07±0.06c

0.41±0.35c

CARS30

N.D2

N.D

N.D

N.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N.D: not detected.

1

2

3.2.10 In-vitro 소화율 분석
NRS와 CARS의 in-vitro 소화율 측정 결과는 Table 6과 같다. NRS의 RDS와 SDS 함량은 가교화
처리에 의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RS 함량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CARS30의 RS 함량은
NRS보다 약 5.6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교화 처리에 의해 생성된 쌀 전분 입자간의 에스테르 결합은
α-amylase 등과 같은 전분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될 수 없으며, 가교화 결합의 결과로 생성된 입체적
장애로 인해 효소들의 기질 내 반응이 억제되기 때문이다(Hoover와 Zhou, 2003). 또한 Chung 등(2008)은
전분 입자의 팽윤은 전분가수분해 효소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전분의 RDS와 SDS 함량은 증가하고 RS
함량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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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
 apidly digestible starch (RDS), slowly digestible starch (SDS), and resistant
starch (RS) of NRS, CARS1, CARS10 and CARS301
Sample

Starch fraction (%)
RDS

SDS

RS

NRS

51.00±0.41a

37.71±0.23a

11.29±0.64d

CARS1

47.52±0.14b

35.13±0.23b

17.35±0.09c

CARS10

39.19±0.78c

25.39±0.05c

35.42±0.74b

CARS30

16.87±0.69d

19.85±0.06d

63.77±0.05a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1

3.3 호박산 가교화 쌀 전분(SARS)의 구조 및 유변학적 특성 분석
3.3.1 FT-IR 스펙트럼 분석
NRS 및 SARS의 FT-IR 측정 결과는 Fig. 10과 같다. 모든 시료에서 OH stretching과 CH stretching
을 각각 나타내는 3000-3600 cm-1 피크와 2932 cm-1 피크가 발견되었다. 모든 SARS 시료의 경우 NRS
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피크가 1729 cm-1 부근에서 발견되었다(Ackar 등, 2014). Luo 등(2009)은
아디프산으로 제조한 가교화 찰 감자 전분의 FT-IR 스펙트럼에서 에스테르 결합의 C=O에 해당하는 피크
(1729 cm-1)를 발견하였으며, 치환도가 높아짐에 따라 피크의 강도가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호박산 처리로 인해 쌀 전분 입자의 OH 그룹과 호박산의 COOH 그룹 간에 새로운 에스테르 결합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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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T-IR spectra of NRS, SARS5, SARS10 and SARS15.

3.3.2 X-선 회절도 분석
NRS 및 SARS의 X-선 회절도 측정결과는 Fig. 11과 같다. 모든 시료는 15, 17, 18, 23° 부근에서
피크를 나타내어 NRS와 SARS는 A 타입 전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NRS의 X-선 회절도는 SARS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호박산 가교화 처리는 NRS의 결정형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전분 입자와 가교제와의 가교결합은 무정형 영역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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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X-ray diffractogram of NRS, SARS5, SARS10 and SARS15.

3.3.3 SEM을 통한 표면구조 분석
SEM을 통한 표면구조 분석 결과, NRS은 표면이 매끄러운 다각형 구조를 나타내었으나 SARS는 표면이
보다 거칠어지고 작은 흠이 나타났다(Fig. 12). 또한 첨가된 호박산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표면이 오목해
지는 부분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SARS15의 경우 입자 중앙에 큰 구멍이 형성되었다. 이는 호박산 처리에
의해 쌀 전분 입자 형태 및 모양이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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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 of NRS, SARS5, SARS10 and SARS15.

3.3.4 Swelling power 및 광투과도 분석
모든 SARS의 swelling power는 NRS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호박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Table 7). 이러한 결과는 가교화로 인해 전분 입자간의 결합이 강화되고, 전분입자의
기계적 강도가 증진되었기 때문이다(Cui, 2005).

일반적으로 전분 호화액의 광투과도는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구조 및 함량, 치환기, 가교화도, 당,
염, 지방산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 NRS와 비교하였을 때, SARS의 광투과도는 유의적으로
높았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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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welling power and light transmittance of NRS, SARS5, SARS10 and SARS151
Sample

Swelling power

Light transmittance (%T)

NRS

22.26±1.68c

23.80±0.35d

SARS5

60.17±2.02b

81.63±0.31c

SARS10

86.49±1.41a

87.50±0.00b

SARS15

97.48±7.97a

89.44±0.73a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1

3.3.5 페이스팅 특성 분석
NRS와 SARS의 페이스팅 특성 측정 결과는 Table 8과 같다. SARS의 pasting temperature는 NRS
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Wlodarczyk-Stasiak(2017)는 아디프산 가교 찰옥수수
전분의 경우 가교화도가 증가할수록 호화온도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NRS에 비해 SARS의 peak viscosity 수치는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가교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새롭게 형성된 전분 입자간의 가교결합은 외부의 열과 전단력으로부터
전분입자의 파괴를 억제하고 호화과정 동안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Cui, 2005).
Table 8. Pasting properties of NRS, SARS5, SARS10, and SARS151
Sample

Pasting
temperature (℃)

Peak viscosity
(cP)

Breakdown
(cP)

Setback
(cP)

NRS

70.20±0.00a

420.41±0.35b

225.32±2.69c

152.47±2.07c

SARS5

65.55±0.00b

1081.00±4.13a

788.25±3.89b

211.42±8.72b

SARS10

59.80±0.78c

1131.96±36.24a

942.67±38.06a

653.25±14.03a

SARS15

55.58±0.04d

1150.00±12.96a

966.71±13.97a

636.33±30.88a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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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유변학적 특성 분석
3.3.6.1 정상유동 특성 분석
NRS와 가교제의 농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SARS 분산액의 전단속도( )에 대한 전단응력(σ)의 데이터는
Fig. 13과 같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모든 분산액은 전단속도가 증가할수록 전단 응력이 감소하는 pseudoplastic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가교제의 농도에 따른 SARS 분산액의 전단속도에 대한 전단응력의 데이터 결과는
power law 모델식과 Casson 모델식에 잘 적용되었고 높은 결정계수(R2=0.95-0.99)를 보여주면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9).

Fig. 13. Shear stress versus shear rate plots of NRS, SARS5, SARS10, and SARS15 at
25℃: (□) NRS, (△) SARS5, (◇) SARS10 and (○) SARS15.

Power law 모델식으로부터 얻은 유동성 지수 n값은 비뉴턴 유체의 거동을 나타내는 지수로 1보다 크면
shear-thickening을, 1보다 작으면 shear-thinning을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NRS 분산액과
SARS 분산액의 모든 n값은 1보다 낮은 범위(n=0.20~0.23)를 나타내어 본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료는
shear-thinning 유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shear-thinning 현상은 전단하는 동안 엉켜있는
다당류 분자의 그물 구조가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Morri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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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law 모델식으로 부터 얻은 SARS의 점조도 지수(K), 겉보기 점도(ηa,100)및 Casson 항복응력(σoc)
수치는 NRS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첨가된 가교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Table 9). 예를 들면, SARS의 K값(79.94-149.16 Pa·sn)은 NRS(29.71 Pa·sn)에
비해 약 2.68~5.02배까지 증가하였으며, SARS의 σoc값은 NRS에 비해 최대 3.81배까지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교화 처리에 의한 전분 분산액의 점조도 지수(K), 겉보기 점도(ηa,100)및 항복응력(σoc)
수치의 증가는 가교화 찰감자, 옥수수, 고구마전분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Kim과 Yoo, 2010; Gao 등,
2014; Luo 등, 2009).

Table 9. A
 pparent viscosity (ηa,100), consistency index (K), flow behavior index (n), and
Casson yield stress (σoc) of NRS, SARS5, SARS10 and SARS15 pastes at 25℃1
Sample

1

Apparent
viscosity

Consistency
index

Flow behavior
index

ηa,100 (Pa·s)

K (Pa·sn)

n (-)

R

2

Casson yield
stress

R2

σoc (Pa)

NRS

0.87±0.04d

29.71±2.08a

0.23±0.00a

0.99

61.09±1.29d

0.95

SARS5

2.17±0.06c

79.94±5.51b

0.22±0.01ab

0.98

135.48±5.35c

0.99

SARS10

3.07±0.10b

116.46±3.75c

0.21±0.00ab

0.97

194.50±6.29b

0.99

SARS15

3.74±0.16a

149.16±2.07d

0.20±0.01b

0.96

233.10±2.22a

0.99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3.3.6.2 동적 점탄 특성 분석
Fig. 14는 25℃에서 측정한 NRS 분산액과 가교제 농도에 따른 SARS 분산액의 진동수(frequency, ω)에
따른 저장탄성률(storage modulus, G′), 손실탄성률(loss modulus, G″) 및 복소 점도(complex viscosity,
η*)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시료의 G′과 G″ 수치는 적용된 진동수 범위(0.63~62.8 rad/s)내에서 ω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G′의 수치가 G″의 수치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NRS와 SARS
분산액은 점성적 성질(액체적 성질)에 비해 탄성적 성질(고체적 성질)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η*는 ω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어 NRS와 SARS 분산액은 shear-thinning 거동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유동 특성에서 power law 모델식의 n값으로부터 확인한 shear-th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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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과 일치한다. Yoneya T 등(2003)이 가교제로 POCl3를 고형분 대비 0.004~0.5%의 농도로 첨가하여
변성시킨 감자전분 분산액의 동적 점탄 특성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Fig. 14. Plots of log G′, G″, and η* versus log ω of NRS, SARS5, SARS10, and SARS15
at 25℃: (□) NRS, (△) SARS5, (◇) SARS10 and (○) SARS15.

Table 10은 6.28 rad/s에서 NRS 분산액과 SARS 분산액의 G′, G″, η* 및 tan δ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NRS와 비교하여 SARS의 G′, G″ 및 η* 값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첨가된 가교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시료의 점탄성 거동(viscoelastic behavior)을 평가하는 수치로 G″과 G′의 비율인 tan δ가 있으며, tan δ
값이 1보다 작으면 탄성적 성질이 크고, 1보다 크면 점성적 성질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Yoo 등, 2005).
본 실험에서 NRS 분산액과 SARS 분산액의 tan δ값(0.06~0.19) 모두 1보다 작았고, 이는 모든 시료는
점성적 성질보다 탄성적 성질이 우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NRS의 tan δ 값에 비해 SARS 분산액의 tan δ
값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호박산에 의한 가교화 처리는 쌀 전분의 탄성적 성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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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Storage modulus (G′), loss modulus (G″), complex viscosity (η*), and tan δ at
6.28 rad/s of NRS, SARS5, SARS10, and SARS15 pastes at 25℃
Sample

1

G′ (Pa)

G″ (Pa)

η* (Pa·s)

tan δ

NRS

34.88±0.40a

6.50±0.06a

5.65±0.06a

0.19±0.00a

SARS5

182.83±3.85b

19.35±0.37b

29.28±0.62b

0.11±0.00b

SARS10

424.84±4.08c

30.11±0.30c

67.82±0.65c

0.07±0.00c

SARS15

684.46±5.98d

43.28±0.48d

109.21±0.95d

0.06±0.00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4. 요약
본 연구는 쌀 전분에 구연산과 호박산을 처리하여 CARS와 SARS를 각각 제조하였으며 이들의 구조적,
이화학적, in-vitro 소화율 및 유변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구연산에 의한 가교화는 쌀 전분의 swelling
factor, 용해도, 광투과도, 페이스팅 특성 및 열적 특성을 감소시켰으나, 저항전분(RS)의 함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호박산에 의한 가교화는 쌀 전분의 OH 그룹과 호박산의 COOH 그룹
간에 새로운 가교결합을 형성하여 쌀 전분의 정상유동 및 동적 점탄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교화 쌀 전분의 이화학적, 구조적, in-vitro 소화율 및 유변학적 특성 등은 사용된 가교화제의
종류와 함량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조된 CARS와 SARS는 식품산업에서
안정제, 점증제 또는 건강기능성 소재로써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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