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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쌀분말을 이용한 글루텐프리 쌀빵 제조 방법의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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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ocessed rice flour (PRF) and moisture content (MC) on gluten free rice
pan bread made with various amounts of PRF, the dough expansion rate, bread volume, bread brittleness, and bread
hardness of gluten-free rice pan bread were analyzed by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The R2 values
of the dough expansion rate (DER), bread volume (BV), bread brittleness (BB), and bread hardness (BH) of gluten-free
rice pan bread were represented as 0.6006 (P=0.4413), 0.9376 (P=0.0160), 0.9664 (P=0.0048), and 0.9648 (P=0.0052).
Since DER was not suitable for RSM analysis due to its low R2 value, BV, BB, and BH were analyzed for optimal
conditions. The optimum conditions for making gluten-free rice pan bread with various amounts of PRF resulted in
maximum BV at 15.14% PRF and 81.75% MC (546.526 mL), minimum BB at 18.09% PRF and 108.27% MC (23,070
g), and minimum BH at 16.09% PRF and 98.10% MC (130.915 g). In the contour map analysis, the contour region
was 13∼19% PRF and 80∼90% MC. According to the optimization, 16% PRF and 85% MC showed good fit to
the predicted values for making gluten-free rice pan bread.
Key words: gluten free rice pan bread, optimization, processed rice flour,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moisture
content

서

론

생산량이 많은 나라에서는 기후조건이 밀보다 쌀 생산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제과제빵에서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보다

밀가루의 글루텐 불내증(gluten intolerance)을 나타내

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쌀은

는 셀리악병(celiac disease)은 일종의 자동면역 장애(Gal-

아시아지역의 주식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으로

lagher 등, 2004; Sakac 등, 2017)로 환자들은 평생에 걸쳐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쌀은 주식인 밥으로 이용되는 것

글루텐프리 식이 조절을 해야만 한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

이외에 쌀 가공품으로 떡의 형태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쌀

나 되는 셀리악병 환자들과 글루텐에 알레르기 현상을 나타

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비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빵

내는 사람들은 밀뿐만 아니라 글루텐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글루텐에 알레르기를 가지

호밀, 보리, 귀리 등으로 제조한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는 실

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글루텐프리 빵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정이다(Shevkani 등, 2015). 더불어 오늘날에는 건강을 위

하다.

해서 글루텐프리 식품에 관심을 갖거나 밀가루 섭취를 줄이

밀가루를 이용한 빵에서 전분은 약 75~85%를 차지하며,

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Nachay, 2010).

글루텐을 적절히 희석하고 글루텐과 섞여서 망 구조를 형성

쌀(Oryza sativa)은 나트륨, 단백질, 지방 및 식이섬유 함

한다. 또한 전분의 호화는 글루텐으로부터 물을 흡수하여

량이 낮으며 쉽게 소화되는 다량의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

냉각과정 중 빵이 붕괴하지 않도록 가스를 품어 빵의 구조를

는 중요한 식재료이다. Sivaramakrishnan 등(2004)은 쌀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Briggs, 1961). 즉 제빵과정 중 전분
은 빵의 구조를 안정화시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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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한다(Miyazaki 등, 2006). 그러나 제빵 산업에서
글루텐 없이 전분만으로 빵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
라서 글루텐 없이 빵을 만들 때 전분만으로는 빵의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글루텐의 구조를 대신하고 물리적 특성을 개
선하기 위하여 hydrocolloids나 유화제, 또는 이들의 조합

글루텐프리 쌀빵 제조 방법의 최적화

물 등이 사용되었다(Witczak 등, 2016; Gallagher 등, 2004;
Lazaridou 등, 2007; Sivaramakrishnan 등, 2004). 그러나
이 물질들은 첨가물이라는 특징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선호
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공 쌀 분말은 쌀을 호화 상태에서 건조하여 분말화한
것으로 제조과정에서 쌀 입자 결정구조가 깨지면서 전분과
단백질의 구조가 파괴되고 전분은 pre-gelatinized 되며 저
분자화 된다(Seetapan 등, 2019). 따라서 가공 쌀 분말은
수분 흡수 능력과 수용성 성분의 양이 증가된 것으로 쌀가루
에 비해 2.3~2.6배 더 높은 흡수율을 가지고 있다(Jeong
등, 2011). Elgeti 등(2015)은 pre-gelatinized rice가 글루
텐프리 도우 제조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하였고, Kokawa
등(2017)은 밀가루를 이용한 제빵에서 pre-gelati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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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evels of independent variables for experimental design
Run
number
1
2
3
4
5
6
7
8
9
10

Coded variables
Processed Moisture
rice flour
content
－1
＋1
－1
＋1
0
0
－2
＋2
0
0

Process variables
Processed Moisture
rice flour
content

－1
－1
＋1
＋1
0
0
0
0
＋2
－2

5
15
5
15
10
10
0
20
10
10

75
75
85
85
80
80
80
80
90
70

rice가 조직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
odology, RSM)은 중심합성계획법(central composite de-

다.
본 연구에서는 글루텐프리 쌀빵 제조 시 빵의 구조를 강화

sign)에 따라 설계했으며 회귀변수는 쌀 분말을 대체한 가공

하고 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hydrocolloids나 유화제를 대

쌀분말 양의 비율(PRF)과 반죽에 들어가는 재료의 양에 대

신해 가공 쌀 분말을 이용하여 글루텐프리 쌀빵을 제조하기

응하는 수분함량(MC)으로 했으며 이에 대한 실험 디자인은

위한 최적조건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Table 1에 표시하였다. 제빵은 각각의 건조 재료를 반죽기
(SM 200, Sinmag, Taipei, Taiwan)에 넣고 저속으로 2분

재료 및 방법

간 혼합한 후 물과 쇼트닝을 넣고 중속으로 3분간 반죽한
다음 반죽을 250 g씩 식빵 팬(120×70×70 mm)에 넣고 온

재료

도 35°C, 습도 80% 조건에서 60분간 발효를 하여 170°C의

가공쌀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글루텐프리 쌀빵을

오븐에서 30분간 굽는 것을 제빵 방법으로 하였다(Kim과

제조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분말(rice flour, Nongshim Flour

Chung, 2017). 가공쌀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글루

Mills Co., Asan, Korea)과 국내산 가공쌀분말(Processed

텐프리 쌀빵은 실온(온도 22±2°C, 습도 75±10%)에서 2시

Rice Flour, J Food Service, Anseong, Korea)을 구입하여

간 식힌 후 polyethylene film bag에 넣어 밀봉한 후 실험

사용하였다. 부재료로는 생 이스트(raw yeast, Ottuggi,

재료로 사용하였다.

Gyeonggi, Korea), 식염(Ggotsogeum, Beak-Jo Pyo,
Gyeonggi, Korea), 쇼트닝(Lotte Samkang, Gyeonggi,

글루텐프리 쌀빵 반죽의 발효 팽창력

Korea), 설탕(Fine Sugar, CheilJedang, Gyeonggi, Ko-

가공쌀분말 첨가량을 달리한 글루텐프리 쌀빵 제조를 위

rea), 탈지분유(Seoul Milk Co., Ltd., Gyeonggi, Korea)를

한 반죽의 발효 팽창력 측정은 반죽 후 30 g씩 떼어 250 mL

사용하였다.

의 메스실린더에 취해 표면을 평평하게 한 다음 온도 35°C,
습도 80%인 발효기에서 60분 발효시켜 발효 팽창력을 측정

글루텐프리 쌀빵의 제조

하였다(Kim 등, 2019).

가공쌀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글루텐프리 쌀빵
반죽 배합비는 쌀 분말을 80%로 하였고, 생 이스트 1.0%,

글루텐프리 쌀빵의 부피

설탕 10.0%, 쇼트닝 4.0%, 탈지분유 3.0%, 식염 2.0%는 모

가공쌀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글루텐프리 쌀빵

든 제빵과정에서 일정한 비율로 첨가하였다. 이때 가공쌀분

의 부피는 빵을 구운 후 실온에서 2시간 방랭한 다음 종자치

말 첨가량은 쌀 분말을 100으로 했을 때 쌀 분말을 가공쌀분

환법으로 측정하였다(Kim 등, 2019).

말로 대체한 양을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가공쌀분
말 5는 쌀분말 5%를 가공쌀분말로 대체한 것으로 PRF5

글루텐프리 쌀빵의 물성

(processed rice flour 5%)로 표시하였다. 수분함량은 반죽

가공쌀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글루텐프리 쌀빵

에 들어가는 재료의 양을 전부 100으로 하였을 때 반죽을

의 물성은 빵의 중심 부위를 3×3×1 cm 크기로 잘라 2장을

위해 사용되는 물의 양을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100 g의 반

겹쳐 레오미터(COMPAC-100Ⅱ, Sun Scientific Co., Ltd.,

죽 재료에 80 g의 물을 이용하여 반죽한 것을 MC80(mois-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조건은 직경

ture content 80%)으로 표시하였다. 글루텐프리 쌀빵 제조

이 25 mm인 원통형 plunger를 사용하여 table speed 60

최적화를 위한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

mm/min, 최대하중 2 kg, distance는 50%의 조건으로 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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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brittleness)과 경도(hardness)를 5회 반복 측정하여 평

리하고 수분함량을 일정하게 하여 글루텐프리 쌀빵을 제조

균값으로 나타내었다(Kim 등, 2019).

하였으나 제빵이 잘되지 않았다. 가공쌀분말은 수분 보유
능력(water holding capacity)을 증가시켜 점도를 높이므

통계분석

로 가공쌀분말을 첨가하여 빵을 만들 때는 수분함량을 고려

가공쌀분말 첨가량과 반죽에 수분함량을 달리하여 제조

하여 반죽해야만 했고, 가공쌀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

한 글루텐프리 쌀빵 특성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

분함량을 증가시켜 반죽했을 때 제빵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램(ver 24.0, IBM Company, Chicago, IL, USA)을 사용하

가공쌀분말로 글루텐프리 쌀빵을 제조할 때 수분함량을 고

였고, 결과는 분산분석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려한 글루텐프리 쌀빵 제조 최적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P<0.05)를 실시하였다. RSM 분석은 Minitab 프로그램
(MinitabTM Release 14.20, Minitab Inc., State College,

글루텐프리 쌀빵 반죽의 발효 팽창력에 대한 분석

PA, USA) 중심합성법을 응용하여 최적화 조건을 도출하였

가공쌀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글루텐프리 쌀빵

고 도출된 조건에 따른 실험하여 얻어진 결과로 반응표면

반죽의 발효 팽창력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글루텐프리

분석을 실시하였다(Tsatsaragkou 등, 2014).

쌀빵 반죽의 발효 팽창력에 대한 회귀식의 R 값은 0.6006으

2

로(Table 3) 반응표면분석에 대해 상관성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P=0.4413). 가공쌀분말 함량과 수분함량에 따

결과 및 고찰

른 반죽의 발효 팽창력에 대한 상관관계는 Table 4에 표시
밀가루 없이 제빵을 하는 글루텐프리 제품들은 낮은 부피

하였고, 분석결과 가공쌀분말 함량(P=0.3919)과 수분함량

와 잘게 부스러지는 현상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품질이

(P=0.5539) 둘 다 글루텐프리 쌀빵 반죽 팽창력에는 큰 영

저하된다(Segura와 Rosell, 2011). 특히 글루텐프리 제품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lgeti 등(2015)은 pre-

들의 부피를 팽창시키는 방법과 깨짐성과 경도를 줄이는 방

gelatinized starch가 발효과정 중 효모 작용에 의해 쉽게

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물리적

CO2 가스 형성을 도와 부피 팽창을 도와준다고 보고하였다.

특성 중 발효 팽창력, 빵의 부피, 깨짐성과 경도에 대한 분석

본 연구에서 가공쌀분말의 pre-gelatinized starch가 효모

을 실시하여 가공쌀분말을 이용한 글루텐프리 쌀빵 제조 최

의 작용으로 빠르게 CO2 가스를 생성하여 반죽의 부피 팽창

적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을 진행하기 전 예비실험

을 증진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반응표면분석 결과

에서 데이터로 보이진 않았지만 가공쌀분말의 첨가량을 달

가공쌀분말과 수분함량을 반죽의 부피 팽창에 대한 최적화

Table 2. Quality characteristics of gluten free rice pan breads made with various processed rice flour and moisture content
Treatment
Processed rice flour Moisture content
5
15
5
15
10
10
0
20
10
10
1)
2)

75
75
85
85
80
80
80
80
90
70

Volume expansion
rate of dough (%)
b1)2)

1.29±0.07
1.21±0.08b
1.29±0.02b
1.68±0.08a
1.21±0.02b
1.36±0.04b
1.00±0.9c
1.32±0.07b
1.25±0.02b
1.68±0.10a

Volume (mL)
b

480±14
a
545±17
c
400±10
a
540±15
a
540±10
a
535±9
c
380±12
ab
510±13
b
491±11
a
530±13

2

Brittleness (g)

Hardness (g/cm )

90,933±1714bc
70,653±6951d
102,357±1117b
53,648±3130ef
42,766±7223f
50,698±6005f
177,598±1500a
76,816±4226cd
44,529±4898f
65,882±2155de

356.23±52.92bc
293.97±21.07cd
407.23±29.37b
226.50±12.50ef
177.60±29.87f
213.63±61.94f
710.40±9.50a
328.30±32.65cd
184.50±32.65f
286.60±51.83de

Mean±SD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a same column are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Predicted levels of optimum conditions for gluten free rice pan breads made with various processed rice flour and moisture
content by the ridge analysis and superimposing of their response surfaces
Levels for the maximum response surfaces
Volume expansion rate
Bread volume
Bread brittleness
Processed rice flour
Moisture content
2
R
Significance
Morphology
Predicted value

12.59
78.23
0.6006
0.4413
saddle point
1.350574

15.14
81.75
0.9376
0.0160
maximum
546.526

18.09
108.27
0.9664
0.0048
minimum
23,070

Bread hardness
16.09
98.10
0.9648
0.0052
minimum
130.915

글루텐프리 쌀빵 제조 방법의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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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F5MC751)

PRF15MC75

PRF5MC85

PRF15MC85

PRF10MC80

PRF10MC80

PRF0MC80

PRF20MC80

PRF10MC90

PRF10MC70

Fig.
1. Crumb pictures for gluten free pan bread made with various processed rice flour (PRF) and moisture content (MC).
1)
PRF5MC75 means the gluten free rice pan bread made with 5% PRF and 75% MC.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글루텐프리 쌀빵의 부피에 대한 분석
가공쌀분말과 수분함량 비율의 최적 조건을 확립하기 위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f variables in gluten free rice pan
breads made with various processed rice flour and moisture content
Responses

하여 반응표면분석 디자인에 따라 제조한 글루텐프리 쌀빵
의 crumb 사진은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에서 가공쌀분
말 5%와 수분함량 75%(processed rice flour 5% and
moisture content 75%, PRF5MC75)로 제조한 글루텐프리
쌀빵은 빵이 끝까지 부풀어 오르지 못하고 굽기 과정 후 빵

Volume expansion rate
Bread volume
Bread brittleness
Bread hardness

F-Ratios
Processed
Moisture
rice flour
content
1.29 (0.3919)
0.80 (0.5539)
18.14 (0.0086)
2.69 (0.1813)
34.10 (0.0026)
1.16 (0.4270)
32.48 (0.0029)
1.45 (0.3533)

의 중간 부분이 꺼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쌀 분말로만 즉
가공쌀분말 0%와 수분함량 80%(PRF0MC80)로 제조한 빵

본 연구 내용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Yano 등(2017)은

은 부풀어 오르지 못하고 떡과 같은 조직감을 나타내었다.

글루텐프리 빵 제조 시 발효에 의해 생성된 기포를 picker-

가공쌀분말 양이 적은 경우에는 글루텐프리 쌀빵의 부피 팽

ing 안정화하는 이론에 대해 처음 제안을 하였다. Pickering

창이 크지 못함을 알 수 있었고 가공쌀분말의 함량이 높아지

emulsion이란 다양한 입자들이 고체 입자에 의해 안정화되

면 빵의 형태가 잘 이루는 경향을 보였지만, 수분함량 또한

는 유화 방법의 하나이다. 현재 주로 알려진 pickering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mulsion으로는 실리카, 라텍스, 클레이와 같은 물질이 이

가공쌀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글루텐프리 쌀빵

용되었는데 최근에는 셀룰로스, 키틴, 단백질 등 천연 bio-

의 부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글루텐프리 쌀빵 부피에

polymers 물질이 화장품이나 개인용품 제조에 응용되기도

2

대한 회귀식의 R 값은 0.9376(Table 3)으로 반응표면분석

하였다. 따라서 산업적으로 대규모 활용이 가능하고 값이

에 대해 상관성은 높음을 알 수 있었다(P=0.0160). 가공쌀

싸며 쉽게 분해될 수 있는 천연의 pickering emulsifier를

분말 함량과 수분함량에 따른 글루텐프리 쌀빵의 부피에 대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Le Corre 등(2010)은 전분이 압

한 상관관계는 Table 4에 나타내었으며, 분석 결과 가공쌀

도적으로 풍부하고 생분해가 가능하며 매년 새롭게 얻을 수

분말 함량(P=0.0086)이 수분함량(P=0.1813)보다 부피 팽

있다는 장점이 있어 pickering emulsion 안정제로 가장 좋

창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글루텐프리 쌀

은 물질 중 하나라고 하였다. Li 등(2013)은 쌀전분, 찰옥수

빵 반죽의 반응표면분석 결과 예측된 정상점은 최고점으로

수전분, 밀전분, 감자전분 등 천연 전분입자를 pickering

(Table 3) 가공쌀분말이 15.14%이고 수분함량이 81.75%

emulsion 안정제로 사용하였으나, 전분입자 크기가 커서 안

일 때 글루텐프리 쌀빵의 예측되는 최고 부피는 546.526

정화가 부족했다고 보고하였다. 몇몇 연구자들은 pickering

mL로 나타났다. Kim 등(2019)은 가공쌀분말 첨가량을 달

emulsion의 안정화 증진과 나노사이즈의 전분을 침전시키

리하여 제조한 글루텐프리 쌀빵의 부피가 가공쌀분말 첨가

기 위해 tetrahydrofuran이나 N,N-dimethylformamide

량 15%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한 바 있어

같은 인체에 위험한 용매를 사용하거나(Li 등, 2014), 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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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 가수분해하거나(Marefati 등, 2017), hydrophobic

텐프리 쌀빵의 예측되는 최저 경도는 130.915 g을 나타내

starch를 제조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cross-linking 구조를

었다. 경도는 제빵 산업에서 소비자의 선호도와 관련하여

만들거나 esterification(Leal-Castaňeda 등, 2018) 시키

매우 중요한 특성이다. Mohammadi 등(2015)은 hydro-

기도 하였다. Lu 등(2018)은 amylose 함량이 높은 옥수수

colloids가 글루텐프리 formulation에서 빵을 더 부드럽게

전분을 milling time을 길게 했을 때 pickering emulsion의

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높은 가공

안정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하였다. 가공쌀분말은 쌀을

쌀분말로 제조한 조건에서 경도가 낮은 값을 나타내어 적절

high hydrostatic pressure, thermomechanical cooking

한 가공쌀분말의 첨가는 글루텐프리 쌀빵을 제조할 때 빵의

과 extrusion cooking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호화시킨 후 건

경도를 낮추어 빵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정 중 가공쌀분말의 전분

판단된다. Tsatsaragkou 등(2014)은 단백질과 저항전분

은 저분자화되고 무정형 구조를 갖게 된다(Liu 등, 2017).

(resistant starch, RS)을 쌀분말 대신 첨가하여 글루텐프리

본 연구에서는 가공쌀분말의 저분자화된 무정형 구조를 갖

제빵 방법 최적화 실험을 하였다. 그들은 쌀분말의 15 g/100

는 쌀전분이 초기 발효반응에서 생성된 기포를 pickering

g flour를 RS로 대체하고 수분함량이 140 g/100 g flour일

emulsion의 형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글루텐프리

때 빵의 경도(crumb firmness)와 공극율이 개선된 글루텐

쌀빵 제조 시 부피를 팽창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프리 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

판단된다.

사함을 알 수 있었다.

글루텐프리 쌀빵의 물성에 대한 분석

글루텐프리 쌀빵 제조 최적조건 선정

가공쌀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글루텐프리 쌀빵

본 실험에서는 가공쌀분말과 수분함량의 비율을 달리하

의 깨짐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밀가루 없

여 글루텐프리 쌀빵을 제조하는 최적 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이 제조된 글루텐프리 빵의 특징은 잘 부서지는 특성이 있어

반응표면분석 결과에서 반죽 팽창력은 최적화를 결정하기

(Segura와 Rosell, 2011)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

에는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글루텐프리 쌀빵의 부피, 깨짐성,

는 가공쌀분말을 이용하여 글루텐프리 쌀빵 제조 최적조건

경도를 이용하여 중첩도(contour map)을 작성하였다. 중첩

을 확립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깨짐성을 확인하고자 하였

도에서 최적효과 범위는 Fig. 2에 나타내었다. 중첩 최적 조

2
다. 저장기간 글루텐프리 쌀빵 깨짐성에 대한 회귀식의 R 값

건은 빵의 부피가 540~560 mL, 깨짐성은 40,000~60,000

은 0.9664(Table 3)로 반응표면분석에 대한 상관성은 매우

2
g, 경도는 170~190 g/cm 로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을

높음을 알 수 있었다(P=0.0048). 가공쌀분말 함량과 수분함
량에 따른 글루텐프리 쌀빵의 깨짐성에 대한 상관관계는
Table 4에 나타내었으며, 분석 결과 가공쌀분말 함량(P=
0.0026)이 수분함량(P=0.4270)보다 빵의 깨짐성에 더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글루텐프리 쌀빵 반죽의
반응표면분석 결과 예측된 정상점은 최저점으로(Table 3)
가공쌀분말이 18.09%이고 수분함량이 108.27%일 때 글루
텐프리 쌀빵의 예측되는 최저 깨짐성은 23,070 g을 나타내
었다. Kim 등(2019)은 깨짐성은 가공쌀분말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깨짐성은 가공쌀분말의 첨가량이 높은 조건에
서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내어 이들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가공쌀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글루텐프리 쌀빵
의 경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가공쌀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글루텐프리 쌀빵 경도에 대한 회

Fig. 2. Imposed contour plots of multiple variables versus processed rice flour and moisture content.

2
귀식의 R 값은 0.9648로(Table 3) 반응표면분석에 대한 상

관성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P=0.0052). 가공쌀분말
함량과 수분함량에 따른 글루텐프리 쌀빵 경도에 대한 상관
관계는 Table 4에 나타내었으며, 분석 결과 가공쌀분말 함

Table 5. Optimum conditions for making gluten free rice pan
breads made with various processed rice flour and moisture content by superimposing their contour map

량(P=0.0029)이 수분함량(P=0.3533)보다 경도에 더 영향

Variables

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글루텐프리 쌀빵 반죽의

Processed rice flour
content
Moisture content

반응표면분석 결과 예측된 정상점은 최저점으로(Table 3)
가공쌀분말이 16.09%이고 수분함량이 98.10%일 때 글루

Range of optimum
condition

Optimum
condition

13∼19%

16%

80∼90%

85%

글루텐프리 쌀빵 제조 방법의 최적화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에 표시했으며 중첩 부분은
가공쌀분말 13~19%, 수분함량 80~90%인 것으로 나타났
다. 결론적으로 가공쌀분말과 수분함량의 비율을 달리하여
글루텐프리 쌀빵을 제조할 때 중첩 최적 조건은 가공쌀분말
함량이 16%이고 수분함량은 85%일 때 최적임을 알 수 있었
다.

요

약

가공쌀분말의 첨가량과 수분함량을 달리한 글루텐프리 쌀
빵 제조 최적 조건을 반응표면분석법의 중심합성계획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가공쌀분말의 첨가량과 수분함량을
달리한 글루텐프리 쌀빵 반죽의 발효 팽창력에 대한 반응표
2
면 회귀식에 대한 R 값은 0.6006(P=0.4413)으로 상관성은

낮았다. 글루텐프리 쌀빵의 부피에 대한 반응표면 회귀식
2
R 값은 0.9376(P=0.0160)으로 반응표면분석에 대한 상관

성은 높았으며, 분석 결과 예측된 정상점은 최고점으로 가공
쌀분말이 15.14%이고 수분함량이 81.75%일 때 예측되는
최고 부피는 546.526 mL를 나타내었다. 깨짐성에 대한 반
2
응표면 회귀식의 R 값은 0.9664(P=0.0048)로 반응표면분

석에 대한 상관성은 높았으며, 예측된 정상점은 최저점으로
가공쌀분말이 18.09%이고 수분함량이 108.27%일 때 최저
깨짐성은 23,070 g을 나타내었다. 경도에 대한 반응표면 회
2
귀식의 R 값은 0.9648(P=0.0052)로 반응표면분석에 대해

상관성은 높았으며 예측된 정상점은 최저점으로 가공쌀분
말이 16.09%이고 수분함량이 98.10%일 때 최저 경도는
130.915 g을 나타내었다. 종속변수들을 중첩시켜 구한 최
적효과 중첩 부분은 가공쌀분말 13~19%, 수분함량 80~90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가공쌀분말의 첨가량과
수분함량을 달리하여 글루텐프리 쌀빵을 제조할 때 가공쌀
분말 함량은 16%이고 수분함량은 85%일 때 최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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