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act of postharvest operations on rice grain quality
(수확후 과정이 쌀 품질에 미치는 영향)

수확후이용과 농업연구사 곽지은

■ 서언
❍ 쌀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주식으로 소비하고 있는 주요 식량작물이며,
인간의 영양, 에너지 공급 및 식량 안보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함
❍ 생산된 쌀은 가공산업 및 소비자가 연중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예측할 수
없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저장을 하게 되며, 수확 후 건조(drying),
저장(storage), 도정(milling) 과정은 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
한 수확 후 과정들임
❍ 따라서, 그동안의 연구 결과 리뷰를 통해 수확 후 과정들이 쌀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품질 유지 및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주요 내용
❍ 건조가 쌀 품질에 미치는 영향
- 벼 건조 조건(온도 및 수분함량) 및 방법에 따라 쌀알 내부의 수분 이동
속도가 달라져 곡물 표면과 심부 사이의 온도 및 습도에 큰 변화가 발생함
- 쌀 배유 내·외부의 수분, 열, 기계적 스트레스 조합에 의해 수확 전후와 건조
과정 중 쌀알의 균열이 발생함 (그림 2)
- 쌀알의 균열 발생시 쌀알 내부의 구조, 인장강도(tensile
(bending

strength),

파쇄에너지(fracture

energy)

strength),

굴곡강도

등의 변화로 쌀알이 쉽게

깨지고 완전미율이 감소하여 쌀의 상품적 가치 저하 및 경제적 손실 초래
-

건조에 의한 쌀알의 균열, 완전미율 저하를 억제하기 위해 고온/저습도 공기
조건에서 벼 건조시 평형 수분 함량을 낮춰 건조속도를 낮추는 것과 충분한
tempering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함

* Glass transition temperature（Tg) concept

- 일반적으로 쌀알의 색은 쌀의 품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벼를 고온의 공기로 빠르게 건조시킬 경우 쌀의 황변 현상이 증가함

❍ 저장이 쌀 품질에 미치는 영향
- 쌀알의 색은 저장을 하는 동안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적색미의
경우 저장 과정 중 폴리페놀 함량의 감소, 프로안토시아닌 성분의 산화적
분해에 의해 어두운

reddish-brown

색을 띄게 됨

- 저장 중 쌀알의 명도 감소 및 황색도 증가는 마일라드 형태의 비효소적
갈변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 mail ard 반응에의한글리코사이드, 펩타이드결합의분해로카보닐, 아미노화합물을형성

- 저장기간 동안 쌀 내부의 전분 과립이 더 많은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어
도정 중 쌀의 내구성을 증가시켜 완전미율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 쌀의 저장 중 아밀로오스-아밀로오스, 아밀로오스-아밀로펙틴, 전분-단백질
화합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수분흡수가 방해되어 전분의 호화를 지연시킴으
로써 조리 시간이 길어짐
- 쌀의 노화(aging) 메커니즘은 복잡하지만 쌀 저장 중
amylases,

/

proteases,

lipases,

lipoxygenases

peroxidases,

catalases,

등 많은 내인성 효소작용의 증가

또는 감소에 의해 발생. 쌀알 저장 중 효소의 작용은 세포벽과 주요 구성성분

(전분,

단백질, 지질)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그 다음 화학적 변화, 최종

적으로 쌀 품질의 변화를 가져옴 (그림 3)

- 백미의 저장기간이 길어지면 수분 흡수와 고형분 손실이 감소되는데 그 원인은
α-아밀라아제 활성 및 단백질 용해도의 감소,

amylose-lipid complex

형성임

- 일반적으로 쌀의 저장 온도가 높을수록 취반 시 밥의 점착성 감소, 경도의
증가를 나타내며 쌀 저장 중 전분 입자의 수화작용이 감소하기 때문
- 단당류인 글루코스 함량은 저장 초기에 감소하다가 저장 후기로 갈수록 다시
증가하는데, 글루코스의 재결합으로 고분자 화합물을 형성하기 때문임
- 쌀을 구성하는 주요 저장단백질은 프롤라민과 글루텔린이며 저장 기간 증가에
따라 산화 작용의 진행으로 프롤라민과 글루텔린에서 카보닐 화합물이 증가함
- 쌀의 쌀겨층에 주로 분포하는 지질성분 및 지질 분해성 효소(리파아제,
리폭시게나아제)의 작용으로 저장 기간 중 유리지방산 함량이 증가함
-

향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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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중

휘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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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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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닐아세톤 함량은 감소, 이취 발생 성분(헥사날,
4-

2-

비닐 구아아콜 등) 발현은 증가함

❍ 도정이 쌀 품질에 미치는 영향
- 도정은 백미를 제조하기 위한 과정으로 쌀 품질특성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
오며 특히, 도정 시간 및 온도, 도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냄

- 도정도가 증가할수록 쌀알 표면의 지질 함량이 감소하므로 쌀알의 명도는
증가, 황색도는 감소함
- 도정도 증가에 따른 성분 변화
: 구성 성분의 쌀에서 존재하는 위치에 도정에 따른 성분 변화가 달라짐. 쌀겨
부분에 주로 분포하는 성분은 도정도 증가에 따라 소실되는 양도 증가함

* 증가 : 아밀로스 함량, 전분의 호화점도, 강하점도는 증가
* 감소 : 휘발성 향기성분, 단백질 및 아미노산, 기능성 지질성분(감마-오리자놀, 스쿠알렌,
옥타코사놀, 토콜즈), 비타민및무기질(Zn, Fe 등), 페놀릭화합물(쿼세틴, 쿠마린산등)
■ 결론
❍ 수확 후 처리에 의한 쌀의 성분 및 품질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지만,
쌀(현미)의 유용성분(비타민, 항상화 물질 등)을 유지할 수 있는 건조, 저장,
도정 기술은 아직 극복하지 못한 분야로 향후 기술 개발이 필요함
❍ 쌀의 저장 분야에서도 지질, 단백질 전분 등이 성분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며 도정 후에도 안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며 영양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함

■ 향후 계획
❍ 현재까지 쌀 저장 중 품질 변화와 관련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으나
벼 품종, 생육 환경, 저장 온도 및 기간 등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향후 실험 계획의 정밀한 검토를 통해 재현성 있는 저장시험 결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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