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뚝딱” 교사용 지도서 -밥짓기

☞ 강의 Tip.

이나 무기질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으며 연료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

이번 실험에서는 녹말의 호화와 노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학생들에게 녹말이

지 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압력 밥솥은 내부의 압력을 대기압보다 높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고, 밥을 짓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도 함께 지

1.2기압 정도로 높여 물이 약 120℃에서 끓게 합니다.

도해주세요.

▩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쌀이나 밀, 감자 등의 음식 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에너지를 내
는데 쓰이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은 소화과정을 통해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로 분해되고, 포도당은 호흡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 냅
니다. 탄수화물 1g당 약 4kcal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용되고 남
은 탄수화물은 글리코겐이나 지방의 형태로 우리 몸에 저장됩니다.

▩ 압력밥솥의 안전장치
일반압력 밥솥은 솥뚜껑과 솥 사이에 고무를 끼
우고 나사를 조여서 증기가 새지 않게 합니다. 뚜
껑 위쪽 에는 작은 구멍이 있으며 압력추가 구멍
을 막고 있습니다. 이 때 솥 속의 증기압이 압력
추가 누르는 힘보다 크면 구멍은 열려서 증기가
방출 하게 되어 위험을 피하게 됩니다. 압력 추는

▩ 쌀밥의 영양과 성분
쌀밥은 조리법이 간단하고, 조미(調味)를 하지 않아도 맛이 좋아서 물리지 않
고, 소화 흡수도 좋으며, 필요한 영양소를 거의 다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미(白米)는 비타민 B1과 무기염류가 다소 부족하나, 양질의 부식(반찬)을 함
께 먹으면 이 결점은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수분이 약 65%이고, 주성분
은 녹말로 입자가 미세하고, 열에 의한 호화가 빠릅니다. 단백질, 필수아미노
산 또한 함유되어 있습니다.
▩ 압력밥솥의 원리
높은 압력을 이용하여 물의 끓는점을 높여 음식을 빨리 조리 할 수 있는 솥
대부분의 음식물은 끓는 물에서 조리하므로 1기압, 약 100℃의 물에 일정한
시간 동안 넣어 두면 조리가 됩니다. 그러나 음식을 하는 솥 속의 증기가 빠
져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압력이 높아지도록 만든 것이 압력 밥솥입니다.
이렇게 하면 끓는점이 높아져 잘 익지 않는 음식을 조리하기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열이 음식물로 전달되어, 더 빨리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리시간이 짧아지므로 요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되는 비타민

일정한 압력 이상이 되면 증기가 배출되어 안전
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더욱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 안전장치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 녹말의 호화
녹말은 탄수화물의 다당류에 속하는 고분자 물질로 물에는 녹지 않으나 가열
하면 녹아서 콜로이드 상태의 졸이 되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녹말에 물을 넣고 끓여 조직이 부풀고 점성이 커지는 현상을 녹말의
호화라고 합니다. 녹말이 호화되면 맛이 좋아지고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 녹말의 노화
녹말의 호화 현상과 반대되는 녹말의 노화는 호화를 통해 생성된 α녹말을 상
온에서 방치하면 녹말 구조가 단단한 β녹말(생녹말)로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예컨대, 쌀알을 익히면 부드러운 밥이 되는데, 이 과정이 호화이고 잠시 저장
한 뒤 단단하게 되어 가는 과정이 노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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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솥에 밥을 하면 밥맛이 좋다고 하죠? 밥맛
의 비결은 솥뚜껑 무게, 바닥 두께, 그리고 모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쌀이 잘 익으려면 대기
압(1기압) 이상의 압력이 필요한데 가마솥의 솥
뚜껑은 솥 전체 무게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따라서 수증기가 솥 밖으로 잘 빠
져 나가지 못하여 내부압력이 대기압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밥이 100℃ 이상에서
지어지므로 쌀이 충분히 익게 됩니다. 또한 솥뚜껑이 무거운 만큼 쉽게 식지
도 않기 때문에 뜸도 잘 들게 됩니다. 또한 가마솥의 바닥모양이 둥글기 때문
에 열이 입체적으로 전달되며 불에 먼저 닿는 부분은 바닥 두께가 두껍고 가
장자리 부분은 얇아 열을 고르게 전달시켜 밥이 잘 되는 것입니다.
▩ 녹말의 구조와 아이오딘 반응 원리
녹말(starch)은 알파 포도당이 여러 개 결합되어 형성된 고분자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쌀은 물론, 옥수수, 감자, 밀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흰

☺ 재미있는 이야기!

색의 녹말 용액에 붉은 갈색을 띤 아이오딘-아이오딘화 칼륨용액을 첨가하면

전분의 노화를 막는 굳지 않는 떡 개발

용액의 색깔이 보라색(청남색)으로 변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오딘 용액이 녹말
의 사슬 안으로 끼어들어가 청남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녹말의 농도에 비례

떡은 하루만 지나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유 때문

하여 색깔도 진해집니다. 이런 반응을 이용하면 식품에 포함된 녹말의 유무는

에 현재 우리나라 떡 생산 시스템은 전날 주문을

물론 함량 정도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과정에서 아밀라아제와

받아 밤샘 작업을 통해 당일 배송(유통)하는 방식

같은 효소를 처리하거나 가수분해를 하여 녹말 을 처리하면 녹말의 사슬이 깨

입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굳지 않는

지면서 사슬 사이에 끼어있던 아이오딘용액이 떨어져 나와 용액이 희석되므로

떡 제조기술’은 이 같은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청남색으로 옅은 청색으로 색이 변하거나 아예 색이 나 타나지 않을 수도 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습니다.

이 기술은 전통 떡 제조법을 응용한 것으로 쫄깃
쫄깃함을 유지하기 위해 떡의 미세구조를 형성하도록 떡메로 치는 과정(펀칭)

☺ 재미있는 이야기!
우리나라 전통 압력밥솥 ‘가마솥’

과 보습성을 유지하는 과학적 기법을 결합한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떡이
굳지 않도록 하는 제조법이 있었지만 모두 첨가물을 쓰거나 화학처리를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제조기술로 멥쌀을 이용해 떡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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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전분의 노화를 막아 쫄깃쫄깃함과 말랑말랑함이 오래도록 유지됩니다. 냉
장 저장하거나 냉동 보관한 뒤 해동을 해도 원래 상태의 질감으로 복원된다고
하니 신기술의 떡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