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Oryza sativa L.)은 전세계 인구의 1/3가량이 주식으로 

소비하고 있는 식품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최근 국내 식생

활패턴 및 소비자 기호도 변화 등으로 매년 1인당 쌀 소비

가 감소하고 있다(KOSTAT, 2016). 우리나라의 쌀 산업은 

농업소득의 70%, 농가소득의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소

득원이다(Moon, 2010). 시대의 흐름과 소비자의 요구에 따

라 다양한 쌀 품종이 개발되었으며, 농업기술의 발전에 따

른 쌀 생산량 증가 및 쌀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량이 증가되

어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

에 밥쌀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공용도개발을 통한 쌀 가

공제품 개발을 통하여 소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연

구가 추진되었고, 이를 위한 쌀가루제조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등도 보고되었다. 

쌀의 주요 성분인 전분은 서로 구조가 다른 아밀로오스

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쌀은 아

밀로스 함량에 따라 1~2%는 waxy, 7~20%는 저 아밀로스, 

20~25%는 중간 아밀로스와 25% 이상은 고아밀로스 쌀로 

분류된다(Song et al., 2008). 아밀로오스 함량과 밥맛이 부

저항전분 함유 쌀 품종의 로스팅(Roasting)에 따른 전분 함량 및 in vitro 

가수분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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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sistance starch(RS) content and in vitro hydrolysis index of 
roasted rice flours for low GI food development. This study used intermediate and high amylose rice varieties containing resistant 
starch. The intermediate amylose rice varieties ‘Ilmi’ and high amylose rice varieties, ‘Goami4’ and ‘Dodamssal’ were tested. The 
crude fat and crude protein contents of the rice cultivars ranged 2.12~3.08% and 6.2~7.63%, respectively. The RS and amylose 
contents of Dodamssal and Goami4 were higher than those of Ilmi. RS content of Ilmi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fore and 
after roasting treatment. The RS content of Goami4 before roasting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Dodamssal, but the RS 
content of Dodamssal was higher than that of Goami4 at temperatures above 210 °C of roasting. The soluble starch decreased after 
roasting in Goami4 and Dodamssal. Starch hydrolysis index (HI) and expected glycemic index (GI) were higher in order of Imi, 
Goami4 and Dodamssal regardless of roasting treatment. The sensory evaluation showed high scores in Dodamssal for color, 
flavor, bitter taste, bitter taste, sweet taste and sweetness at 240 °C for 10 min and 210 °C for 30 mi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Dodamssal was suitable varieties for powder meal with low 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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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를 줄여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려

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이어트 및 건강에 관

심이 늘고 가공용으로 이용하고자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품종으로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고아미 2호에 대해 

연구가 추진된 바 있다(Choi et al., 2009).

또한, Zhu et al. (2011)의 보고에 따르면 저항전분 함량과 

식이섬유 함량은 아밀로스 함량과 정의 상관을 보인다고 한다.

소화적인 특성에 따라 전분을 쉽게 소화되는 전분(Rapidly 

Digestible Starch, RDS), 천천히 소화되는 전분(Slowly 

Digestible Starch, SDS), 저항전분(Resistant Starch, RS)으

로 분류 할 수 있다. 저항전분은 식이섬유와 같이 사람의 

소장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 및 흡수가 되지 않으며, 대

장의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는 전분으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농도를 감소시켜 심혈관

계 질환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Oh et al., 
2000). 

식품의 종류마다 전분의 서로 다른 가수 분해율을 나타내

는데 이러한 차이는 인체 내에서 혈당 반응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곡물의 in vitro 전분 가수 분

해율(hydrolysis index, HI)과 실제 인체 섭취 후 혈당지수

(glycemic index, GI)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벼 품종인 고아미4호와 도담

쌀은 저항전분을 함유한 고아밀로스 품종이다(Yoon et al., 
2013). 호화개시온도가 높고, 밥쌀용으로는 식감이 적당하

지 않아서 이러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쌀을 이용하여 다

양한 가공식품개발연구가 추진 중이다(Choi, 2010; Lee et 
al., 2017). 저항전분 함량은 가공방법에 따라서 함량이 변

화되는데, 증기(Steam), 고압증기멸균법(Autoclaving), 굽기

(Baking), 압출(Extrusion) 등의 다양한 열처리를 통해 증가

하거나 감소 될 수 있다. 따라서 저항전분을 향상하는 조건 

등을 탐색하여 가공기술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이러한 기

능성 쌀 소비확대 연구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항전분을 함유한 기능성 쌀을 

이용하여 다이어트용 선식으로 활용하고자 저항전분을 함

유한 고아밀로스 쌀 2품종을 시험재료로 이용하여 로스팅

(roasting) 온도 및 시간에 따라 현미가루의 색도, 전분함량, 

in vitro 가수분해율 및 혈당지수를 분석하여 다양한 기능

성 제품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로스팅 처리

본 연구에 사용된 시험재료는 2016년에 농촌진흥청 국립식

량과학원 중부작물부시험포장인 수원지역에서 표준재배법으

로 생산된 일미(Oryza sativa cv. Ilmi)와 고아미4호(Goami4)

와 도담쌀(Dodamssal)를 사용하였다. 일미는 대조품종으로

서 밥쌀용 쌀이고, 고아밀로스 쌀 중 소화효소에 잘 분해되

지 않는 난소화성 전분을 함유한 품종으로 국내에서는 고

아미2호, 고아미3호, 고아미4호, 도담쌀 4품종이 개발되어 있

다. 일품벼에 MNU (N-methyl-N-nitroso-urea)를 처리한 돌연

변이 품종인 고아미 2호를 개량하여 만든 것이 고아미3호와 

4호이다(Kwak et al., 2014). 이 중 가장 최근 개발된 품종인 

고아미4호와 고아미와 고아미2호를 교배하여 육성한 도담쌀 

2가지를 품종특성이 다르다고 판단해 시험재료로서 이용하

였다. 이중 정조는 제현기(Model SY88-TH, Ssangyong Ltd., 

Incheon, Korea)를 이용하여 왕겨를 분리한 현미를 실험에 사

용하였다. 로스팅 처리는 원적외선 만능볶음기(Model FEC- 

006, Biotech, Incheon, Korea)를 이용하였다. 로스팅 조건

은 180, 210, 240, 270, 300°C의 온도에서 각 10, 20, 30분 

동안 처리하여 3품종의 시료를 준비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시험재료로 이용된 일미, 고아미4호, 도담쌀 3품종의 수

분, 지방, 단백질, 회분을 AOAC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수분정량은 상압건조방법으로 105°C에서 건조하여 정량하

였고, 조회분은 600°C 직접회화법으로 측정하였다. 지방은 

Soxhlet 추출기(Soxtec System HT1043 extraction unit, Foss 

Tecator, Hoganas, Sweden)를 사용하여 diethyl ether로 추

출하여 정량하였으며, 조단백질은 semimicro-Kjeldhl법으로 

자동 단백질 분석기(Kjeltec 2400 AUT, Foss Tecator, Hilleroed, 

denmark)로 분석하였다. 탄수화물은 시료 100 g에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값을 감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칼

로리는 일본식품성분표의 에너지 환산계수(탄수화물 4.20, 

단백질 4.32, 조지방 9.21)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Kim et 
al., 2000). 

현미 아밀로스 함량 

본 시험에서 로스팅에 이용된 쌀 3품종의 현미상태의 아밀

로스 함량을 Juliano (1985)의 비색정량법에 따라 분석하였

다. 시료 100 mg에 95% ethanol 1 mL를 넣고, 1 N sodium 

hydroxide 용액 9 mL을 넣어서 완전 분산시키고 100°C에

서 호화시킨 후 냉각시켰다. 호화액에 1 N acetic acid를 넣어 

중화시키고 I2-KI용액(0.2% iodine과 2% potassium iodide) 2 

mL을 첨가하여 정색반응을 시킨 후, 분광광도계(UV Spec-

trophotometer 1601, Shimadzu Co., Kyoto, Japan)를 이용

한 62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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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otato amylose를 사용하여 검량선 작성 후 아밀로스 함

량을 산출하였다.

저항전분 및 가용전분 함량

로스팅 조건에 따른 전분함량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저항

전분 및 가용전분 함량을 처리전과 처리 후에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Megazyme International Ireland Ltd. (Wicklow, 

Ireland)사의 kit을 이용하여 AOAC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McCleary et al., 2002). 시료 100 mg에 pancreatin α- 

amylase로 37°C에서 16시간 반응하였고, 침전물에 2 M 

KOH 용액을 첨가하여 분산 및 용해시켰다. pH 3.8인 1.2 

M sodium acetate buffer와 amyloglucosidase을 첨가하여 

50°C에서 30분 반응시킨 후 가수분해 된 glucose양에 따라 

가용전분과 저항전분을 각각 환산하여 구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원료 처리전에 비해 로스팅 조건별로 처리 후에 변

화된 수분함량을 각각 보정하여 저항전분과 가용전분 함량

을 각각 구하였다. 

색도 측정

로스팅 시간과 온도에 따라 3품종의 시험재료를 곡물분

쇄기(Cyclotec TM 1093, FOSS Co., Denmark)를 이용하여 

분쇄후 100 mesh의 체에 쳐서 각 분석에 이용하였다. 색도는 

Color Differencemeter (Model CM-3500d, Minolta, Osaka,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ightness), 적색도(Redness), 황색도

(Yellowness)를 측정하였다.

In vitro 가수분해지수 및 혈당지수

현미 로스팅에 따른 쌀 3품종의 가수분해 지수(hydrolysis 

index, HI) 및 혈당지수(estimated glycemic index, eGI)를 

구하기 위해 Englyst et al. (1992)의 방법을 수정하여 전분 

소화율을 분석하였다. porcine pancreatic α-amylase (P7545,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증류수에 분산시키

고, 3,000 rpm, 10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등액을 분리하여 

0.3 mL amyloglucosidase (A9913, Sigma-Aldrich)를 첨가하

여 혼합효소를 만들었다. 전분시료 100 mg에 pH 5.2 sodium 

acetate buffer 4 mL을 혼합한 후 미리 제조한 혼합효소 1 

mL와 5개의 유리구슬을 첨가하였고, 150 rpm의 일정한 속

도에서 교반하면서 반응하였다. 180분 동안 반응시킨 시료

를 취하여 80% 에탄올 용액 속에 혼합한 후 glucose 함량

은 glucose oxidase and peroxidase assay kits (Megazyme, 

Irelan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n vitro 혈당지수 는 쌀가

루 시료와 표준물질(white bread)의 소화율 곡선의 면적 비

율로 전분 가수분해지수를 계산한 후 Goni et al. (1997)의 

계산식(eGI=39.71+0.549 HI)으로부터 eGI값을 구하였다.

식미관능평가

로스팅 처리후에 저항전분 함량이 가장 높았던 도담쌀을 

대상으로 관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열처리 180-300°C중 저

항전분 함량과 외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10, 240, 

270°C에서 10분, 20분, 30분 열처리 한 총 9개의 시료를 

분석하였다. 기호도 검사를 위해 관능평가에 대한 사전 교

육을 받은 20명을 패널로 선정하여 기호도 검사를 실시하

였다. 관능평가항목은 색깔, 향, 단맛, 쓴맛, 탄맛, 고소함 

및 전체적 기호도 등 7가지 항목을 사용하였고 관능평가 

척도는 5점 평점법(5: 가장 좋다, 1: 가장 싫다)으로 점수를 

표시하였다. 시료는 세 자리 숫자의 난수표로 표기되어 순

서 없이 제공하였다.

통계분석

자료 분석은 SAS 9.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PC package를 이용하였다. 실험결과는 2번 이상 반복값을 

구하여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각 변수에 대해 일

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

정으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적용하였으며, α= 

0.05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원료의 일반성분 

본 연구에서 이용된 일미, 고아미4호, 도담쌀 현미의 수

분, 조지방, 단백질, 조회분 및 탄수화물 등의 일반성분을 

분석하였다(Table 1). 수분함량의 경우 12.2~13.5% 범위로 

분석되었으며, 조지방의 경우는 2.12~3.08%, 단백질 함량

의 경우 6.2~7.63%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회분 함량은 

1.11~1.58%로 확인되었으며 탄수화물 함량은 74.8~77%로 

확인되었다. 또한 칼로리는 356.30~362.81 kcal로 나타났

다. 본 연구결과 조지방과 단백질, 회분의 함량은 고아미4

호>도담쌀>일미 순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났으며 탄수화

물 함량은 고아미4호가 가장 낮으며, 일미와 도담쌀은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탄수화물을 제외한 일반성분

이 고아미 4호가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낸 반면 밥쌀용 중

간아밀로스 품종인 일미의 조지방과 조단백질, 회분 함량

은 낮으나 탄수화물 함량은 77%로 가장 높게 나타내었다. 

이는 쌀 품종별 일반성분을 비교한 Lee et al. (2017)의 결

과와 고아밀로스 쌀 품종의 성분 함량은 비슷한 경향을 나

타내었고, 밥쌀용 품종인 신동진에 비해 일미의 탄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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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은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결과에서 보고

한 신동진의 현미 천립중이 27.7 g으로 중대립형에 비해 일

미는 19.8 g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품종 특성에서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된다. 

현미 겉보기 아밀로스 함량

시험에 이용된 품종별 현미의 겉보기 아밀로스 함량은 일

미 19.2, 고아미4호에서 35.1, 도담쌀에서 37.2%로 나타나 

도담쌀에서 유의적(p<0.05)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

었다(Fig. 1). Shim et al. (2015)에 의하면 도담쌀의 아밀로

스 함량이 38.7%, Chun et al. (2014)은 고아미4호의 아밀

로스 함량이 35.8%로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Lee et al. (2017)에서 도담쌀아밀

로스 함량이 32.1%, Yoon et al. (2013)은 고아미4호의 아

밀로스 함량이 37.1%로 보고 한바 있어 도담쌀의 함량이 

고아미4호보다 낮게 보고된 결과가 있으며 본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요오드 비색법을 이용한 겉보기 아밀

로스 함량을 측정하는데 있어서의 순수전분이 아닌 현미를 

이용한 재료의 성분 차이 기인한다고 생각되고, 또한 재배

방법 및 재배시기, 토양 등의 재배조건 등에 의한 시료차이

의 영향으로 생각된다(Kim et al., 2010). 따라서 같은 품종

이라도 생산조건에 따라 가공원료의 기본 성분 분석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로스팅 처리후 현미가루의 색도 비교

온도와 시간에 따른 로스팅 처리 후 현미의 분쇄전 외형 

및 분쇄 후 현미가루의 사진을 Fig. 2에 나타내었고, 분쇄하

여 100mesh 체로 균일화한 현미가루의 색차계로 분석한 결

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270°C 

30분 및 300°C에서 처리한 현미는 어두운 갈색을 나타내 

선식용으로 이용하기에 과다한 열처리가 된 것으로 보여 

졌다.

색도 비교 결과, 처리 온도가 높아지거나, 같은 처리온도

에서도 시간이 증가할수록 명도는 낮아지고, 적색도는 높

아졌으며, 황색도는 높아졌다가 300°C처리 후에는 낮아지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180°C 10, 20, 30분과 210°C 

10분 처리까지는 명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품종별

로는 로스팅 처리전 고아미4호의 명도가 가장 높았고, 적색

도는 가장 낮았으며 일미와 도담쌀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으며, 황색도는 일미>도담쌀>고아미4호의 순이었다. 

시료 처리 후, 로스팅 처리온도와 시간이 증가할수록 명도

가 낮아지고, 황색도와 적색도가 증가하는데 있어서 품종간 

값이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이것은 열처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Boekel (2006)는 

곡물의 볶음은 열처리로서 이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킨다고 

하였고, 특히 비효소적 갈색화 반응인 메일라드 반응 때문에 

가열온도 및 시간에 따라 명도가 낮아진 Lee et al. (2018)과

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이었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아미노산과 당의 종류, 처리온도, 시간 및 수분함량이 Maillard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색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의 종류와 양이 결정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처리

온도와 시간이 품종성분의 차이보다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생각된다(Jousse et al., 2002).

Table 1. Proximate composition of different brown rice cultivars.

Cultivars Moisture (%) Fat (%) Protein (%) Ash (%) Carbohydrate (%) Calorie (kcal)

Ilmi 13.5±0.1a 2.12±0.02c 6.24±0.04c 1.11±0.10c 77.0±0.1a 356.6±0.5b

Goami4 13.0±0.1b 3.08±0.17a 7.63±0.03a 1.58±0.03a 74.8±0.4b 360.3±0.1b

Dodamssal 12.2±0.0c 2.54±0.01b 7.18±0.01b 1.19±0.02b 76.9±0.0a 362.8±0.1a

1)Values indicate the means of three replications.
a-c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Fig. 1. Amylose contents of different brown rice cultivars.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 
= 3). abc means with different lower case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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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전분, 가용전분 함량 변화

로스팅 처리의 온도 및 시간에 따른 일미, 고아미4호, 도

담쌀의 저항전분(resistant starch, RS) 및 가용전분(soluble 

starch, SS)의 함량 변화를 Fig. 3 (A)와 (B)에 각각 나타내

었다. 저항전분은 RS1, RS2, RS3, RS4로 4가지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Brown et al., 2001). RS1은 물리적으로 효

소가 침투할 수 없는 전곡류 등이나 부분적으로 분쇄된 종

자, RS2는 녹색바나나나 생감자 전분과 같이 호화되지 않

은 결정형 전분입자로 이루어진 것이며, RS3는 열처리등과 

같은 식품가공 후에 아밀로오스나 아밀로펙틴의 재 결정화

나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전분이다. RS4는 화학적으로 구조

가 변화된 전분이다(Sushil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용된 로스팅 처리전의 시료의 저

항전분은 주로 RS2형, 로스팅 처리 후는 RS3형이 추가적

으로 생성 된다고 할 수 있다. 

중간 아밀로스 품종인 일미는 로스팅 처리전과 처리 후 

모든 조건에서 저항전분이 1% 미만으로 차이가 없는 결과

를 보였다. 한편, 고아밀로스 품종인 고아미 4호와 도담쌀 

현미의 처리전 RS 함량은 10.42, 6.14%로 고아미4호가 높

았다. 이는 Lee et al. (2017)에서 보고한 결과와 같이 원료

Fig. 2. Appearance of roasted grains according to various temperature and time (A) Brown rice of Dodamssal cultivar (B) Brown 
rice flours of Dodamssal cultivar.

Table 2. Hunter color values of roasted brown rice flours according to various temperature and time of different cultivars.

Treatment
temp. (°C)
-time (min)

Ilmi Goami4 Dodamssal

L-value a-value b-value L a b L a b

Control 89.1±0.8efg 1.0±0.1wx 10.4±0.2uv 93.2±0.5a 0.5±0.1C 7.5±0.2z 89.4±0.4efg 1.1±0.1vw 9.9±0.3w

180-10 88.4±0.5ghi 0.9±0.1xy 11.0±0.2t 91.5±0.5b 0.5±0.2C 8.6±0.2y 89.4±0.2defg 0.9±0.1wxy 10.2±0.2vw

180-20 89.3±0.7defg 0.6±0.3BC 10.1±0.2vw 91.8±0.4b 0.6±0.1ABC 9.2±0.2x 89.8±0.7cd 0.9±0.1xyz 10.5±0.4u

180-30 88.7±0.4fgh 0.7±0.1zAB 11.2±0.2t 91.0±0.4bc 0.7±0.1yzA 10.0±0.2w 88.9±0.5efg 1.2±0.1v 12.4±0.3r

210-10 89.5±0.3def 0.8±0.1yzA 11.7±0.2s 90.2±0.3de 1.4±0.1u 12.2±0.2r 89.9±0.4def 0.9±0.1xy 11.1±0.3t

210-20 87.8±0.4hi 1.6±0.1t 14.5±0.3o 86.8±0.3j 2.5±0.1r 16.1±0.2m 87.6±0.3ij 2.0±0.1s 15.3±0.2n

210-30 84.5±0.5l 2.7±0.1q 17.0±0.2ij 84.5±0.4l 3.4±0.1o 17.6±0.3h 81.7±0.5m 4.1±0.2n 19.1±0.3e

240-10 84.8±0.3l 2.8±0.1q 17.3±0.2i 85.7±0.6k 3.0±0.1p 16.6±0.3kl 84.3±0.4l 3.4±0.1o 18.2±0.2f

240-20 75.6±0.3o 5.5±0.1k 20.5±0.3b 75.8±0.6o 5.3±0.1l 19.5±0.2d 75.8±0.8o 5.2±0.5l 20.7±0.6b

240-30 68.5±0.5s 6.9±0.1d 19.9±0.3c 71.5±0.3q 5.7±0.1j 18.2±0.1f 70.0±0.4r 6.7±0.1e 21.1±0.3a

270-10 75.1±1.2o 5.6±0.1k 20.7±0.4b 73.1±0.4p 5.5±0.1k 18.3±0.2f 79.1±0.4n 4.8±0.1m 20.0±0.3c

270-20 64.0±0.5w 7.0±0.1cd 18.8±0.3e 65.8±1.2v 6.2±0.3hi 17.7±0.8gh 67.7±0.6t 7.1±0.1bc 20.5±0.2b

270-30 60.7±0.9y 7.0±0.2bcd 17.0±0.5ij 64.9±1.0uv 6.0±0.1i 17.0±0.4ij 56.7±0.6A 7.3±0.1a 16.2±0.4lm

300-10 64.0±0.9w 6.7±0.2e 18.2±0.4f 66.3±0.5u 5.7±0.1j 16.8±0.3jk 61.8±0.9x 7.3±0.2a 18.0±0.5fg

300-20 59.9±0.4yz 6.5±0.2f 15.9±0.2m 58.5±1.1z 6.2±0.2gh 15.1±0.4n 54.9±1.0B 7.1±0.3b 15.3±0.6n

300-30 55.3±0.5B 6.1±0.1i 13.8±0.3p 52.2±1.1D 6.4±0.2fg 13.1±0.4q 52.4±1.0C 6.7±0.2e 13.4±0.4q

1)Values indicate the means of three replications.
a-z, A-C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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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항전분 함량은 도담쌀에 비해 고아미4호가 높은 특성

을 나타내었고 이는 품종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로스팅 처리후 고아미4호는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되었으

나, 240°C, 10분 처리에서 11.65% 270°C, 10분 처리에서 

12.11%까지 저항전분 함량이 약간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

다가 300°C의 20분, 30분 처리에서 각각 7.89, 5.5%로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도담쌀의 경우 로스팅 후 

180-300°C구간 모두에서 로스팅 전보다 저항전분 함량이 

증가하였고, 처리전에는 고아미4호 보다 함량이 낮았지만 

210°C이상 처리에서는 고아미4호에 비해 저항전분 함량이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저항전분에 대한 여러 생리활성

이 보고됨에 따라 저항전분 함량을 증가시키려는 연구가 

보고 되었는데, 수분이 충분하지 않은 35% 이하 조건에서 

호화(gelatinization)온도 이상을 처리하였을 때 SDS나 RS

가 증가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Zavareze et al., 2011). 

본 연구에서도 종자가 기본적으로 가진 수분(12-13%)에 가

열처리를 한 것이 저항전분 함량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Chung et al. (2009)의 보고에 따르면 열처리에

서 RS함량은 아밀로스 함량에 따라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아밀로스 함량이 높을수록 일반전분에 비해 더 높은 저항

전분 함량이 생성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중간아밀

로스 품종인 일미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가공 후에도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고, 저항전분을 함유한 고아밀로스 품종인 고아미4호와 

도담쌀의 경우 품종간 차이는 있었지만 증가하였는데, 도

담쌀의 저항전분 증가율이 높은 것이 아밀로스 함량이 높

은 것이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용전분은 가수분해 

효소를 처리하여 분해된 전분이 당으로 변환된 것으로서 

저항전분 함량이 적은 일미의 가용전분이 80.54%로 고아

미4호와 도담쌀에 비해 8%가량 높았다. 일미의 로스팅 처

리 후 300°C, 30분 처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78-81%범위

로 처리전과 비슷한 함량 결과를 보였다. 고아밀로스 쌀 품

(A) 

(B) 

Fig. 3. (A) Resistant starch content (B) Soluble starch content of roasted brown rice flours according to various temperature 
and time of different cultiv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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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인 고아미4호와 일미의 경우 처리 전 가용전분이 각각 

67.47, 72.09%로 도담쌀의 가용전분이 높았다. 이는 저항

전분 함유 쌀 품종 현미의 총 전분이 약 78%로 비슷하지

만, 상대적으로 RS함량이 고아미4호가 높기 때문에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된다. 로스팅 후 저항전분함유 고아밀로스 

쌀 품종에서도 가용전분이 감소하였고, 210°C-270°C의 온

도조건에서 고아미4호에 비해 도담쌀의 가용전분이 더 낮

았는데 이는 도담쌀의 저항전분 증가량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전분 가수분해 지수 및 혈당지수 변화

로스팅 처리의 온도와 시간에 따른 일미, 고아미4호, 도

담쌀 현미의 180분 동안 in vitro 소화율을 측정하여 HI와 

eGI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볶음처리전과 

후 모든 시료에 있어서 일미에 비해 저항전분 함유 고아밀

로스 쌀인 고아미4호와 도담쌀의 전분가수분해지수와 혈당

지수가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Li et al. (2017)이 

보고한 소화율 분석결과에서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쌀이 

빨리 소화되는 전분(Rapidly digestible starch, RDS)함량이 

낮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저항전분(Resistant starch, 

RS)이 높아서 전분분해가 덜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무

처리 시료의 경우 저항전분 함유 고아밀로스 쌀인 고아미4

호와 도담쌀의 HI와 eGI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고, 180°C처리에서는 10분과 20분 처리에서는 품종별로 

일관적이지 않았는데, 온도 및 시간이 시료 전체에 충분히 

균일하게 처리되지 않아서 무처리 시료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생각되지만, 비교적 충분히 처리된 30분의 

경우 HI와 eGI가 낮아지고 고아미4호와 도담쌀 모두 비슷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210°C처리의 경우 일미>고아미4

호>도담쌀의 결과를 보였으나, 30분 처리의 경우 고아밀로

스 쌀 품종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210°C 처리

된 시료의 경우 비슷한 HI와 eGI 값을 나타내었다. 240°C, 

270°C, 300°C와 같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HI와 eGI 값이 

증가되었으며, 가장 일미>고아미4호>도담쌀의 순서대로 높

았으며 품종별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도담쌀의 경우 

240°C 10분 처리를 제외하고 20분, 30분 처리된 시료는 210°C

와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일미의 경우는 180°C처리를 

제외하고 열처리를 할수록 HI와 eGI값이 높아졌지만, 고아

Table 3. Hydrolysis index (HI) and estimated glycemic index (eGI) of roasted brown rice flours according to various temperature 
and time of different cultivars.

Treatment
temp. (℃)
-time(min)

Ilmi Goami4 Dodamssal

HI eGI HI eGI HI eGI

Control  37.4±0.9p 60.3±0.5p 30.1±0.1r 56.3±0.1r 29.4±1.8r 55.9±1.0r

180-10  33.6±0.2q 58.2±0.1q 26.4±1.6t 54.2±0.9t 18.5±1.8wx 49.9±1.0w

180-20  37.6±0.5p 60.4±0.3op 17.0±0.1xy 49.1±0.1wx 21.4±0.1uv 51.5±0.1uv

180-30  33.5±0.6q 58.1±0.3q 14.7±0.9y 47.8±0.5y 14.7±0.4y 47.8±0.2xy

210-10  40.1±1.6no 61.8±0.9mn 21.4±0.3uv 51.5±0.2uv 19.4±1.4vw 50.4±0.8v

210-20  42.3±1.7n 62.9±0.9m 23.6±0.1tu 52.7±0.1tu 22.4±0.5uv 52.0±0.3uv

210-30  39.6±1.0op 61.5±0.6no 21.7±0.7uv 51.6±0.4uv 20.2±0.2vw 50.8±0.1v

240-10  59.9±1.5j 72.6±0.9j 27.1±1.8st 54.6±1.0st 27.7±0.4rs 54.9±0.2rs

240-20  58.0±0.8j 62.9±0.9mn 28.8±0.1r 52.7±0.1tu 21.9±0.2uv 52.0±0.3uv

240-30  49.6±1.0l 61.5±0.6nop 28.7±0.5rs 51.6±0.4uv 21.6±0.9uv 50.8±0.1v

270-10  79.1±0.6f 83.2±0.4f 51.9±0.7k 68.2±0.4k 33.2±0.3q 58.0±0.2q

270-20  85.0±0.6e 86.4±0.3e 50.7±0.6kl 67.6±0.3k 25.8±0.5st 53.9±0.3t

270-30  70.6±0.3h 78.5±0.2h 51.5±1.1k 68.0±0.6k 30.1±0.2r 56.3±0.1r

300-10  90.8±1.1d 89.6±0.7d 66.6±0.6i 76.3±0.4i 44.8±0.3m 64.3±0.2l

300-20  94.6±0.7c 91.7±0.4bc 93.9±0.1cd 91.3±0.1c 51.5±1.2kl 68.0±0.7k

300-30 102.9±0.2a 96.2±0.1a 97.4±0.6b 93.2±0.3b 75.7±0.5g 81.3±0.3g

1)Values indicate the means of three replications.
a-y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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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로스 품종의 경우 180, 210, 240°C 처리 후 HI와 eGI값이 

처리 전에 비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Jaspreet 

et al. (2010)에서 열처리 후 전분이 호화되고, 전분이 재결

정화 되면서 노화가 되어 저항전분이 생성되어 소화효소의 

작용이 용이하지 않아서 생기는 결과라고 보고 하였다. Roopa 

et al. (2008)의 보고에 따르면 로스팅이나 압력처리는 소화

율을 23% 증가시켜 RDS의 함량을 높인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각 품종별 특정온도 처리후에 HI와 eGI가하는 

것으로 보아 로스팅을 이용한 식품가공시 적절한 온도와 

시간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Park et al. (2017)의 선

행연구결과에서 일품의 경우 HI와 eGI가 각각 45.5±0.09, 

64.68±0.05으로 본연구의 일미 37.4±0.9, 60.3±0.5에 비해 

품종은 다르지만 일반쌀 품종끼리 비교했을 때 높은 경향

이었고, 같은 저항전분 함유 쌀 품종인 도담쌀의 경우에도 

각각 32.7±0.46, 57.6±0.25으로 본 연구의 도담쌀의 분석 

결과인 29.4±1.8, 55.9±1에 비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Anthony et al. (2009)이 보고한 바와 같이 현미에 포함된 

단백질과 지방이 전분의 소화율에 영향을 미쳐 현미의 가

수분해율과 혈당지수가 낮게 나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저혈당 가공제품 개발을 위해 시료의 선정과 식품가공 방

법 및 처리조건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로스팅 처리 후 도담쌀 현미가루의 관능평가

로스팅 처리 후에 저항전분이 증가되어 그 함량이 가장 

높았고, 혈당지수(eGI)가 가장 낮은 품종인 도담쌀을 건강 

기능성 선식 등 가루제품으로 활용하고자 적합한 온도범위

의 최적 로스팅 조건을 선정하기 위해 관능평가를 실시하

였다. 로스팅 처리된 도담쌀의 온도 조건 중 저항전분 함량

이 가장 낮았던 180°C와 과다하게 로스팅 처리되어 육안으

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300°C 온도조건을 제외하고, 

210, 240, 270°C 온도조건에서 각각 10분, 20분, 30분으로 

시간을 달리 처리한 총 9가지 도담쌀을 시료로 이용하였다. 

그 결과를 Fig. 4에서 나타내었는데 210°C에서는 30분, 

240°C에서는 10분 처리한 도담쌀의 기호성이 전체적인 항

목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270°C처리 시료는 10분, 20

분, 30분의 전체기호도가 2.71, 1.61, 1.33 순서로 다른 모

든 처리구에 비해 낮아 적합하지 않은 온도라고 판단되었

다. 240°C 10분 처리한 도담쌀 현미 쌀가루의 경우 단맛의 

기호도는 210°C 30분과 3.17로 같았고, 그 외 색깔, 향, 고

소한 맛, 쓴맛, 탄맛의 기호도에 있어서 높아 전체적인 기

호도가 3.97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고, 210°C의 30분 처

리된 시료도 3.92 값을 보여 두 번째로 뛰어난 기호도를 나

타내었다. Lee et al. (2003)의 보고에 따르면 볶음 조건에 

따른 멥쌀가루의 관능특성에서 145-185°C에서 각각 25과 

40분을 볶음 처리한 결과 온도가 높고 오랜 시간을 볶을수

록 기호도가 증가하였는데, 이때 적정온도가 본 연구에 비

해 다소 낮지만 처리시간은 길어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되지만, 본 연구에서 이용된 시료는 현미이고 

쌀 품종 특성도 달라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Fig. 4. Sensory characteristics of roasted brown rice flours of 
Dodamssal cultivar according different roasting 
temperatures (A) 210°C (B) 240°C (C) 27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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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구에서 Lee et al. (2010)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입자

크기와 맛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볶음공정에 의한 

Maillard 반응에 의한 다양한 저분자 화합물의 생성이 선식 

고유의 관능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온도처리가 

맛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기호도 평가는 제품개발

을 위한 필수 기초지표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적  요

본 연구는 쌀 품종의 가공처리에 따른 우수성 증대를 위

해 저항전분을 함유한 고아밀로스 품종인 도담쌀 및 고아

미4호와 중간아밀로스 쌀인 일미를 로스팅 처리하여 특성

을 비교하였다. 일미는 로스팅 처리전후 저항전분 함량이 

모두 1% 미만으로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였고, 저항전분 

함유 쌀 품종인 고아미 4호와 도담쌀 현미의 처리전 RS 함

량은 10.42, 6.14%로 고아미4호가 유의적으로(p<0.05) 높

았지만 로스팅 처리후 210°C이상 처리에서 고아미4호에 

비해 도담쌀의 저항전분 함량이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용전분함량은 로스팅 후 저항전분 함유 쌀 품종에서는 

감소하였다. 전분가수분해지수와 혈당지수의 경우 모든 시

료에서 일미>고아미4호>도담쌀 순으로 높았으며, 고아미4

호와 도담쌀은 180-240°C의 온도로 처리했을 때 처리전에 

비해 HI와 eGI가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저항전분 

함량이 높고, 혈당지수가 낮은 도담쌀을 건강 기능성 선식

으로 활용하고자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240°C 10분과 

210°C 30분 로스팅 처리시료에서 색깔, 향, 고소한 맛, 쓴

맛, 탄맛, 단맛의 점수가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도담쌀이 기능성 쌀 가공 식품을 위한 적

합한 품종이라고 확인되었으며 개발된 적합한 로스팅 조건

을 이용하여 제품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사  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농업과학기술사

업(과제번호:PJ011253022018)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

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인용문헌(REFERENCES)

Bird A. R., A. Lopez-Rubio, A. K. Shrestha, and M. J. Gidley. 
2009. CHAPTER 14 - Resistant Starch in Vitro and in Vivo : 
Factors Determining Yield, Structure, and Physiological 

Relevance. Modern Biopolymer Science. 449-510.
Boekel M. A. 2006. Formation of flavour compounds in the 

maillard reaction. Biotechnol. Adv. 24 : 230-233.
Bornet F. R., A. M. Fontvieille, S. Rizkalla, P. Colonna, A. 

Blayo, C. Mercier, and G. Slama. 1989. Insulin and 
glycemic responses in healthy humans to native starches 
processed in different ways : correlation with in vitro 
alpha-amylase hydrolysis.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50(2) : 315-323.

Brown I. L., K. J. McNaught, D. Andrews, and Morita T. 2001. 
Resistant starch : plant breeding, applications development 
and commercial use. Chapter 34. In : Advanced Dietary 
Fiber Technology. Eds : BV McCleary and L Prosky. 
Blackwell Science. Oxford. UK. pp.401-412.

Brown, I. L., K.J. McNaught, and E. Moloney. 1995. Hi-maize 
TM : New directions in starch technology and nutrition. 
Food Australia. 47 : 272-275.

Choi, I. D. 2010.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rice cultivars 
with different amylose contents. J. Korean Soc. Food Sci. 
Nutr. 39 : 1313-1319.

Choi, S. and M., Shin. 2009. Properties of rice flours prepared 
from domestic high amylose rices. Korean journa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41(1) : 16-20.

Chun, A., D. J. Kim, M. R. Yoon, S. K. Oh, and I. S. Choi. 
2014. Quality characteristics of Makgeolli of rice cultivars 
with different starch compositions. Korean J. Food & Nutr. 
27 : 50-58.

Chung, Q., and R. Liu. 2009. Hoover Impact of annealing and 
heat-moisture treatment on rapidly digestible, slowly digestible 
and resistant starch levels in native and gelatinized corn, 
pea and lentil starches Carbohydrate Polymers. 75 : 436- 
447.

Dhital, S., S. B. Katawal, and A. K. Shrestha. 2010. Formation 
of Resistant starch during processing and storage of instant 
noodles. 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Properties. 13 : 
454-463.

Englyst H. N., Kingman S. M., and Cummings J. H. 1992.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of nutritionally important 
starch fractions. Eur. J. Clin. Nutr. 46 : S33-S50.

Goni I., A. Garcia-Alonso, and F. Saura-Calixto. 1997. A starch 
hydrolysis procedure to estimate glycemic index. Nutrition 
Research. 17(3) : 427-437.

Jaspreet S., D. Anne, and K. Lovedeep. 2010. Starch digesti-
bility in food matrix : a review. Trends in Food Science 
& Technology 21 : 168-180.

Jousse F., T. Jongen, W. Agterof, S. Russell, and P. Braat. 
2002. Simplified kinetic scheme of flavor formation by the 
maillard reaction. J. Food Sci. 67 : 2534-2542. 

Juliano B. O. 1985. Polysaccharide, proteins, and lipids of 
rice. In rice chemistry and technology. The American 
Association of Cereal Chemists, Inc., St. Paul, MN, USA. 
pp. 59-120



쌀 로스팅후 저항전분 및 HI 변화 313

Kim, H. R., M. J. Kim, Y. H. Yang, K. J. Lee, and M. R. 
Kim. 2010. Effect of grain size on the physichemical & 
nutritional properties of beef porridge. Korean J. Food 
Culture. 25 : 70-75.

Kim, M. J., S. N. Shin, and S. K. Kim. 2000. Proximate 
composition and calorie of Korean instant noodles. 32 : 
1043-1050.

KOSTAT. 2016. Food Grain Consumption Survey Report. 
ISSN 1599-2381.

Kwak, J., J. H. Lee, H. W. Kim, J. S. Lee, A. Chun, M. R. 
Yoon, S. K. Oh, J. Chang, and B. K. Kim. 2014. Quality 
Properties of Makgeolli Brewed with Fiber-rich Rice 
Cultivars. Korean J. Food & Nutr. 27(5) : 851-858.

Lee, B. Y., J. H. O, M. H. Kim, K. H. Jang, J. C. Lee, and 
J. H. Surh. 2010. Influences of roasted or non-roasted brown 
rice addition on the nutritional and sensory properties and 
oxidative stability of Sunsik. Korean J. Food Cookery Sci. 
26(6) : 872-886.

Lee, G. C., S. J. Kim, and B. K. Koh. 2003. Effect of roasting 
condition on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rice flour 
an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Tarakjuk. Korean J. Food 
Sci. Technol. 35(5) : 905-913.

Lee, J. H., B. K. Lee, B. W. Lee, H. J. Kim, J. Y. Park, S. 
I. Han, and Y. Y. Lee. 2018. Evaluation of bioactive 
compound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roasted oats in 
different extraction solvents. Korean J. Food Sci. Technol. 
50(1) : 111-116.

Lee, K. H., J. Y. Park, S. K. Lee, Y. Y. Lee, B. W. Lee, H. 
Y. Park, H. S. Choi, D. H. Cho, S. I. Han, and S. K. Oh. 
2017. Quality Characteristics of Puffed Snacks Made from 
High-amylose Rice Varieties Containing Resistance starch. 
Korean J. Crop Sci. 62(4) : 275-282.

McCleary, B. V., M. McNally, and P. Rossiter. 2002. Mea-

surement of resistant starch by enzymatic digestion in starch 
and selected plant materials : collaborative study. J. AOAC 
International 85 : 1103-1111.

Moon, H. P. 2010. Food crisis and the importance of rice. 
Food Preservation and processing 9 : 39-48.

Oh, J., I. Choi, S. Park, S. Lee, and S. Oh. 2000. Effects of 
resistant starch on availability of energy nutrients in rats. 
Korean J Nutr. 33(4) : 365-373. 

Roopa, S., and K. S. Premavalli. 2008. Effect of processing 
on starchfractions in different varieties of finger millet. 
Food Chemistry. 106 : 875-882.

Sajilata, M. G., R. S. Singhal, and P. R. Kulkarni. 2006. 
Resistant Starch- a Review, Institute of Food Technologists. 
5(1) : 1-17.

Shim, E. Y., S. K. Chung, J. H. Cho, K. S. Woo, H. Y. Park, 
H. J. Kim, S. G. Oh, and W. H. Kim. 2015. Physico-
chemical Properties of High-amylose Rice Varieties. Food 
Eng. Prog. 19 : 392-398.

Song, J., J. H. Kim, D. S. Kim, C. K. Lee, J. T. Youn, S. 
L. Kim, and S. J. Suh. 2008.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tarches in Japonica rices of different amylose content. 
Korean J. Crop. Sci. 53 : 285-291.

Yoon, M. R., J. H. Lee, J. E. Kwak, A. R. Chun, and B. K. 
Kim. 2013.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resistant starch 
in high amylose mutant rice varieties derived from Ilpum. 
Korean J. Breed. Sci. 45 : 324-331.

Zavareze E. R., and A. R. G. Dias. 2011. Dias Impact of 
heat-moisture treatment and annealing in starches : A 
review Carbohydrate Polymers. 83 : 317-328.

Zhu L. J., Q. Q. Liua, J. D. Wilson, M. H. Gu, and Y. C. 
Shi. 2011. Digestibility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rice (Oryza sativa L.) flours and starches differing in 
amylose content. Carbohydr. Polym. 86 : 1751-1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