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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첨가하여 제조한 식빵의 품질 특성에 미치는 Hydrocolloids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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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different hydrocolloids, including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HPMC), xanthan gum
(XG), guar gum (GG), and glucomannan (GM), on bread quality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The composite flour
used for bread production consisted of 80% bread flour and 20% rice flour with 1% different hydrocolloids based
on baker's%. Loaf volume, specific loaf volume, baking and cooling loss rate, moisture content, crumb texture and
color, and sensory evaluation were determined. Breads containing HPMC and GM showed the highest loaf volumes,
but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Bread containing GM showed the lowest baking and cooling loss rate (7.03
and 7.78%, respectively), and the highest moisture content. Breads containing HPMC and GM showed increased springiness and decreased hardness based on texture profile analysis. Cohesiveness, chewiness, and gumminess of breads
containing GM and HPMC showed their lowest values, whereas breads containing XG revealed their highest values.
Bread with HPMC showed lightest coloured crumbs. In the sensory evaluation, bread containing GM and HPMC
presented their highest scores, whereas bread containing XG showed the lowest scores. Overall, HPMC and GM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ffected quality characteristics of b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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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 결과 밀가루의 30% 이상을 쌀로 대체하면 밀가루로
만든 빵보다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는데 이는 gluten 함량이

빵은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식품 중의 하나로 주로 밀가루
로 만들고 있다. 밀은 빵을 만드는 데 가장 적합한 곡물로

적기 때문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Gallagher 등(3)은
쌀빵에 hydrocolloids를 첨가하여 품질을 개선하였다.

재료의 계량, 반죽, 발효, 굽기, 냉각과정으로 빵을 만든다.

Hydrocolloids는 gums라고도 하며 친수성 콜로이드로

밀가루의 단백질 중 gliadin과 glutenin은 반죽 공정에서

물과 결합하면 교질이 되는 성질을 가진 것을 일컫는다. 식

gluten을 형성하여 반죽이 늘어나게 되고(1), 밀가루의 단백

물, 동물, 미생물, 인공적 합성 등으로 얻으며 많은 하이드록

질과 전분 이외에 효소 등도 제빵 적성에 영향을 미친다.

실기와 다가 전해질을 갖는다. 증점제, 유화제, 안정제, 거품

쌀은 밀, 옥수수와 함께 세계 3대 곡물 중의 하나로 아시

형성제, 냉장･냉동에서 이장 방지제, 수분 보유력 개선, 수분

아에서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밥을 지

이동 조절, 식감 개선 등의 목적으로 식품산업에서 널리 이용

어 섭취하거나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오늘날 급속한 산

한다(4).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제빵산업에서 hydrocolloids

업의 발전으로 농촌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도시로 인구가 집

의 이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는 전분질 식품의 호화

중하면서 외식산업이 발달하고 식습관의 간편화로 쌀 소비

와 반죽의 물성을 변화시킨다(5).

가 줄어 쌀의 이용문제가 대두하였다.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HPMC)는 cellulose

쌀을 많이 생산하는 열대나 아열대 지방의 사람들은 쌀을

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얻은 유도체로 사슬에 소수성기가

이용하여 빵을 만들려는 노력을 많이 하여 왔고, 세계의 여

존재하나 cellulose의 친수성기 특성이 있어(6) 유화제, 빵

러 학자에 의하여 쌀빵이 개발되어 왔다(2). 쌀 첨가 빵의

crumb 강화제, crumb의 수분보유제 등의 기능이 있다.
Rosell 등(7)은 HPMC를 빵 제조에 첨가하면 부피가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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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고, Bárcenas와 Rosell(8)도 HPMC를 첨가하여
par-baking 한 빵을 냉동과 냉장 저장하여 다시 구웠을 때
부피가 크고 부드러워 품질이 개선되었으며, 빵의 수분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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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줄어 crumb의 노화가 지연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fine Gums, Gujarat, India)은 순도 86.5%, glucomannan

Guar gum은 콩과 Guar(Cyamapsis tetragonolobus)의 종

(Changsha Sunfull Bio-tech Co., Ltd., Hunan, China)은

자 배유부로부터 얻는 검질로 여러 기능 때문에 식품첨가물

순도 95%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로 사용하는데, 식품 가공 시 1% 정도 첨가하면 겔 형성,
증점제, 견고제, 유화제 등의 기능을 나타낸다(9). Ribotta

식빵의 제조

등(10)은 guar gum이 냉동생지에서 빵의 조직과 부피를 개

강력분 80%와 쌀가루 20%의 혼합분에 여러 가지 검류를

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Glucomannan은 Amor-

baker's%로 1% 첨가하여 식빵을 제조하였다. 식빵은 AACC

phophallus konjac(konjac) 괴경에서 얻는 물질로 중국, 일

방법(10-10b)(15)을 수정하여 직접법(straight dough meth-

본, 동남아시아 등에서 옛날부터 식품재료, 의약품, 식품첨

od)으로 제조하였고, 배합률은 Table 1과 같다. 물은 Far-

가물로 이용하여 왔고(11), 혈청 콜레스테롤 저하, 탄수화물

inograph 분석 결과의 흡수율에 따라 첨가하였다(7,14). 쇼

대사 개선, 장운동 개선, 결장의 생태환경을 변화시키는 기

트닝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믹싱 볼에 넣고 저속

능 등이 밝혀졌다(11,12). 또한, 혈당을 낮추고 칼로리가 적

3분, 중속 2분 동안 혼합 후 쇼트닝을 투입하고 저속 2분,

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주어 체중조절에 탁월하다

중속 15분간 섞어 반죽을 제조하였다. 반죽온도는 27°C가

(13).

되도록 하였고 온도 27°C, 상대습도 75%의 1차 발효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hydrocolloids를 첨가한 밀

(Fresh proofer, Daeyung Bakery Machinery Co., Ltd.,

가루와 쌀가루 혼합반죽의 물성학적 특성을 조사한 연구

Seoul, Korea)에서 120분간 발효시켰다. 발효한 반죽을 무

(14)에 이어 밀가루의 일정량(20%)을 쌀가루로 대체하기

게 180 g씩 나누어 둥글리기 한 후 실온에서 15분간 중간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hydrocolloids로 HPMC,

발효시켰다. 반죽을 성형하여 식빵 틀(21×9×8.5 cm)에 세

xanthan gum, guar gum, glucomannan 등을 식빵 제조

덩이씩 넣고, 온도 40°C, 상대습도 85%의 2차 발효실에서

시 1% 첨가하여 식빵의 품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50분간 발효하여 윗불 190°C, 밑불 190°C의 데크오븐

였으며, 이를 쌀빵을 제조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FDO-7104, Electric Deck Oven, Daeyung Bakery Ma-

하였다.

chinery Co., Ltd.)에서 35분간 구워 1.5시간 실온에서 냉각
시켰다. 품온이 35~40°C가 되도록 냉각 후 폴리에틸렌 비
닐 포장지에 개별 포장하여 상온에 저장하면서 시료로 하였

재료 및 방법

다.

실험재료
빵 제조용 재료로 강력분(대한제분, 인천, 한국), 박력쌀

식빵의 부피 및 비용적

가루(200 mesh, 대두식품, 군산, 한국), 효모(조흥화학, 안

제조한 식빵을 냉각･포장하여 25°C에서 12시간 보존 후

산, 한국), 설탕(제일제당, 인천, 한국), 쇼트닝(롯데푸드, 서

종자치환법(16)으로 부피를 측정하였다. 식빵의 비용적은

울, 한국), 제빵개량제(S-500, Puratos Korea, Seoul, Ko-

AACC 방법 10-05.01(15)에 따라 빵의 부피(mL)를 중량

rea), 소금((주)한주, 울산, 한국) 등을 사용하였다. 검류로

(g)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각각의 시료 10개씩 측정하여 그

HPMC(Samsung Fine Chemicals Co., Ltd., Incheon,

평균을 자료로 하였다.

Korea)는 메톡실기 22.8%이고 히드록시프로필기 9.1%이
며, xanthan gum(Sandong Fufeng Fermentation Co.,
Ltd., Shandong, China)은 함량 91~108%, guar gum(Altra-

식빵의 굽기 및 냉각 손실률
제조한 식빵을 구운 후 1시간 30분 냉각하여(품온 35~

Table 1. Formula for pan bread made by wheat and rice flour containing different types of hydrocolloids
Ingredients
Strong flour
Rice flour
Fresh yeast
Water
Granulated sugar
Shortening
Salt
Bread improver
HPMC
Xanthan gum
Guar gum
Glucomannan
Total

Control
80
20
2.5
64
5
3
1.8
1.5
－
－
－
－
177

HPMC
80
20
2.5
68
5
3
1.8
1.5
1
－
－
－
182

Xanthan gum
80
20
2.5
68
5
3
1.8
1.5
－
1
－
－
182

Guar gum
80
20
2.5
65
5
3
1.8
1.5
－
－
1
－
179

(unit: baker's%)
Glucomannan
80
20
2.5
70
5
3
1.8
1.5
－
－
－
1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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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 측정한 무게와 분할한 반죽 무게로 아래 공식에 따라

18명, 여 12명, 평균연령 23.5세)을 대상으로 본 실험의 목

굽기 및 냉각 손실률(%)을 구하였다.

적과 평가방법에 대하여 교육한 후 실시하였다. 관능검사

굽기 및 냉각 손실률(%)＝

a－b
a

×100

a: 반죽 무게, b: 식빵 무게

시 대조구를 포함한 5가지 시료를 모두 한 번에 제시하였고,
미국 제빵학교(18) 기준인 “Bread scoring” 표에 따라 개인
별로 점수표에 점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최상위와 최하위
를 제외하고 자료로 하였으며 맛을 본 후에는 반드시 물로

식빵의 수분 함량

입안을 행군 뒤 다른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제조한 식빵을 1시간 30분 냉각 후 포장하여 25°C에 보
존하면서 24시간 이후부터 2일 단위로 7일간 수분 함량을

통계분석

측정하였다. 수분 함량은 건조감량법(17)으로 측정하여 아

각 분석 항목별로 3회 반복 실험하였고 얻은 결과는 평균

래의 공식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각각의 시료 5개씩 측정하

값±표준편차(mean±SD)로 나타냈다. 통계분석은 SPSS

여 그 평균을 자료로 하였다.

(version 12.0,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

b－c

수분(%)＝

b－a

ces,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
×100

a: 칭량접시의 무게(g), b: 칭량접시와 검체의 무게(g)

여 분산분석(ANOVA)을 하였고, 시료 간의 유의성 검증은

P<0.05 수준으로 던컨의 다중범위시험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이용하였다.

c: 건조 후 항량이 되었을 때의 무게(g)

결과 및 고찰
식빵의 crumb 조직감
제조한 식빵을 1시간 30분 냉각 후 포장하여 수분 평형이

식빵의 부피 및 비용적

이루어진 24시간 이후부터 2일 단위로 조직감을 Texture

식빵의 부피와 비용적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고,

Profile Analyzer(TAXT2, Test Analyzer, Stable Micro

빵의 모양과 내부 단면은 Fig. 1과 같다. Glucomannan과

Systems Ltd., Godalming, UK)로 측정하였다. 측정조건은

HPMC 첨가구는 대조구에 비하여 큰 부피를 나타냈으나

force threshold 20 g, acquisition rate 200 pps, contact

guar gum과 xanthan gum 첨가구는 부피가 작았으며 유의

2

area 1.0 mm , contact force 5.0 g, pre-test speed 1.0

적 차이가 있었다(P<0.05). 시험구 중에는 glucomannan 첨

mm/s, test speed 0.3 mm/s, post-test speed 2.0 mm/s,

가구의 부피가 가장 커 대조구보다 113.4 mL 높았고, xan-

strain 80.0%, 원(실린더)형 probe size 22 mm 등이었다.

than gum 첨가구의 부피는 가장 작아 대조구와 240 mL의

식빵의 crumb 중 가장 내부의 것을 가로, 세로, 높이 각각

차이가 있었다.

15 mm 두께로 잘라 측정하였다. 2회 연속 압착하였을 때

Shittu 등(19)은 밀가루와 카사바 전분을 9:1로 혼합한

얻어지는 force-time curve로부터 경도(hardness), 탄력

것에 xanthan gum을 0~2% 첨가하여 빵을 제조할 때 1%

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 씹힘성(chewi-

첨가 시 오븐스프링, 부피, 비용적 등이 개선되었고 crumb

ness), 검성(gumminess) 등을 10회 반복 측정하여 최댓값

수분 함량은 대조구보다 다소 적었다고 하였으나, 2% 첨가

과 최솟값을 제외하고 평균값을 구하여 자료로 하였다.

시는 반죽이 효모가 생성한 가스 보유력이 저하하여 오븐스
프링이 적고 빵의 부피가 작아졌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

식빵의 crumb 색도

1% 첨가 시 부피가 작은 결과와 달랐다. 본 실험에서 xan-

제조한 식빵을 1시간 30분 냉각 후 포장하여 24시간 이후

than gum 첨가 시 부피가 작은 것은 Farinograph 분석(14)

에 crumb 색도를 color reader(DR-10, Minolta Co., Ltd.,

에서 안정도가 대조구에 비하여 매우 낮았고, 반죽의 발효부

Osaka, Japan)로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
값을 측정하였다. Hunter system에 의하여 명도(L), 적색
도(a), 황색도(b)의 값을 나타냈다. 1.5 cm 두께의 식빵을
가로 10 cm, 세로 10 cm 크기로 잘라 10회씩 반복 측정하여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하고 평균값을 구하여 자료로 하였
다.

식빵의 관능검사
제조한 식빵을 1시간 30분 냉각 후 15 mm 두께로 잘라
비닐포장지에 2개씩 포장하여 24시간 이후에 관능검사를
시행하였다. 관능검사는 대학 및 대학원생 남과 여 30명(남

Table 2. Loaf volume and specific loaf volume of pan bread
made with composite flour of wheat and rice flour containing
different types of hydrocolloids
Specific loaf
volume (mL/g)
2,003.3±20.4b1)
3.70±0.16b
Control
a
2,106.7±24.6
3.90±0.26a
HPMC
1,763.3±18.2c
3.26±0.18c
Xanthan gum
b
1,993.3±22.4
3.69±0.21b
Guar gum
a
2,116.7±16.6
3.91±0.26a
Glucomannan
1)
Each value is mean±SD. Means with the same letter (a-c)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Hydrocolloids

Loaf volume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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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ternal and internal shape of pan
bread made with composite flour of wheat
and rice flour containing different types of
hydrocolloids.
Control

HPMC

Xanthan gum

Guar gum

Glucomannan

피 측정에서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xanthan gum을 첨가한

로 생각된다(21). 한편, Hager와 Arendt(22)는 쌀, 옥수수,

시험구의 부피가 작은 결과와도 일치하였는데, 이는 발효

테프, 메밀 등으로 만든 gluten free 빵의 비용적, crumb

동안 이산화탄소 포집력이 약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경도 등에 HPMC와 xanthan gum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용적은 대조구 3.70 mL/g에 비하여 glucomannan 첨

연구에서 xanthan gum은 모든 빵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가구가 3.91 mL/g으로 가장 컸고, 다음이 HPMC 첨가구

고 하여, 본 실험에서 xanthan gum 첨가구의 비용적이 적은

3.90 mL/g, guar gum 첨가구 3.69 mL/g, xanthan gum

결과와 일치하였다.

3.26 mL/g으로 나타나 glucomannan과 HPMC 첨가구의
비용적이 가장 높았고 xanthan gum 첨가구의 비용적이 가

식빵의 굽기 및 냉각 손실률

장 작았으며 다른 시험구와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5).

식빵의 굽기 및 냉각 손실률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Bárcenas와 Rosell(8)은 저장온도와 HPMC가 par-bak-

같다. 반죽을 구운 후의 무게는 대조구와 시험구 간에 유의

ing 빵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par-baking

적 차이가 없었으나 1시간 30분 냉각 후의 무게는 대조구와

한 빵을 냉장 및 냉동 저장한 후 다시 구웠을 때 비용적은

시험구 간에 차이가 있었다. 굽기 손실률은 guar gum, glu-

대조구에 비하여 HPMC 0.5% 첨가한 시험구가 커 HPMC가

comannan, HPMC 첨가구가 낮았고 대조구와 xanthan 첨

비용적 증가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검류

가구가 높았으나 시료 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P<0.05).

의 기능 때문으로 par-baking 한 빵을 다시 고온에서 구울

냉각 손실률은 glucomannan 첨가구가 7.78%로 가장 적었

때 HPMC가 중합체의 망을 형성하여 굽는 동안 가스가 빠져

고, 다음이 xanthan gum, HPMC, guar gum, 대조구 순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이다(6). Bárcenas와 Rosell(20)

hydrocolloid 첨가가 냉각 손실률 저하에 효과가 있었다.

도 빵의 미세구조, 품질, 노화 등에 HPMC가 미치는 영향에

Sumnu 등(23)은 gluten-free 쌀 케이크를 오븐에서 구

관한 연구에서 HPMC를 밀가루 대비 0.5%(w/w) 첨가하여

울 때 guar gum과 xanthan gum을 0.3%와 1.0% 첨가하여

만든 빵의 비용적이 대조구보다 컸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중량손실을 분석한 결과 케이크를 120시간 저장하였을 경

실험 결과와 일치하였다. 빵 반죽에 검류를 첨가하면 기공들

우 대조구의 손실이 가장 컸고 검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사이에 두꺼운 층을 형성하여 가스 포집에 안정성을 부여하

손실이 적었으며, 특히 두 종류의 검을 0.5%씩 혼합한 것의

고 각각의 기공이 서로 유착하는 기회가 적어져 안정한 형태

손실이 가장 적었다고 하여 hydrocolloids가 케이크에서 수

를 유지하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고 비용적이 증가하는 것으

분보유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본 실험에서 glucoman-

Table 3. Baking loss rate of pan bread made with composite flour of wheat and rice flour containing different types of hydrocolloids

1)

Items

Control

HPMC

Xanthan gum

Guar gum

Glucomannan

Dough weight (g)
Weight after baking (g)
Baking loss rate (%)
Weight after cooling (g)
Cooling loss rate (%)

540±0.0a1)
501±4.2a
7.22±0.6a
488±6.6c
9.62±0.3a

540±0.0a
502±4.6a
7.03±0.4b
492±4.8b
8.89±0.4c

540±0.0a
501±6.6a
7.22±0.8a
495±4.2a
8.33±0.4d

540±0.0a
504±6.8a
6.66±0.6c
490±8.2b
9.25±0.8b

540±0.0a
502±5.4a
7.03±0.5b
498±4.8a
7.78±0.4e

Each value is mean±SD. Means with the same letter (a-e)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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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isture content of pan bread made with composite flour of wheat and rice flour containing different types of hydrocolloids
Days
1
3
5
7
1)

Control
38.24±0.46bA1)
37.94±0.34cA
36.60±0.38bB
35.58±0.32dB

HPMC
40.16±0.32aA
39.78±0.41abA
38.92±0.26aB
38.20±0.42aB

Xanthan gum

Guar gum

Glucomannan

39.36±0.25aA
38.93±0.24bA
38.20±0.26aB
36.88±0.28cC

39.58±0.33aA
39.14±0.25abA
38.24±0.26aB
37.14±0.38bB

40.29±0.42aA
40.10±0.26aA
39.13±0.24aA
38.65±0.25aB

Each value is mean±SD.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a column (A-C) and in a row (a-d)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an 이외의 시험구에서 굽기 손실률이 대조구와 유사하거

저장 7일에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어 glucomannan 첨가구

나 적은 결과와 일치하였다. Kotoki와 Deka(24)도 밀가루

가 가장 낮았고 xanthan gum 첨가구가 가장 높아 유의적

600 g에 HPMC를 0.1~1.5 g 첨가하여 빵을 제조할 때 대조

차이가 있었다(P<0.05). 경도가 높은 것은 빵의 crumb이

구의 흡수율 61.7%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굽기 및 냉각 손실

단단한 것으로 부드럽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같은 중량의

률은 대조구 11.8%에 비하여 HPMC를 첨가한 것이 적어졌

반죽을 발효하여 구웠을 때 부피가 크고 수분 함량이 높으면

으며 첨가량이 많을수록 적었다고 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빵이 부드럽게 되는데, 본 실험의 부피 특성 분석에서 xan-

유사하였다.

than gum 첨가구의 부피가 작은 것(Table 2)과 빵의 수분
함량 측정 결과(Table 4)와 일치하였다. Gil 등(28)은 단백

식빵의 수분 함량

질 함량 10.73%인 밀가루에 물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수분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저장

빵의 견고성을 측정한 결과 흡수율이 높은 빵은 구운 후에도

24시간에 측정한 수분 함량은 대조구에 비하여 모든 시험구

수분 함량이 높아 부드럽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도 수분

에서 높았고, 시험구 중에는 glucomannan 첨가구가 40.29

함량이 높은 빵이 부드럽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Guarda

%로 가장 높아 대조구와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5).

등(25)은 여러 가지 검류를 첨가하여 빵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는 glucomannan의 수분보유능력이 강한 것(13)에 기인

노화를 지연시키려는 연구에서 빵의 경도를 측정한 결과 대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분 함량은

조구에 비하여 HPMC 첨가구의 경도가 낮아 효과가 우수하

감소하였으나, 저장 7일에 대조구와 시험구들 간의 수분 함

였고 xanthan gum 첨가구는 경도 값이 증가하였는데, 이것

량은 glucomannan 첨가구가 38.65%로 저장 1일에 비하여

은 xanthan gum이 빵 기공의 세포벽을 두껍게 만들기 때문

4.07% 증발하였고 HPMC 첨가구는 38.20%로 4.88% 증발

이라고 Rosell 등(7)은 설명하였다.

하였으며, 대조구는 35.58%로 6.96% 증발하였다. Kotoki

탄력성은 저장 1일에 glucomannan 첨가구가 가장 컸고,

와 Deka(24)는 밀가루에 HPMC를 첨가하여 빵을 제조하였

xanthan gum 첨가구가 가장 작은 값으로 유의적 차이가

을 때 대조구보다 HPMC 첨가 시 수분 함량이 높았고 첨가

있었으며(P<0.05), 특히 xanthan gum 첨가구는 대조구보

량이 많을수록 높았다고 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다도 작은 값이었다. 저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수분 증발과

Guarda 등(25)도 빵의 품질을 개선하고 노화를 지연시키기

staling 진행으로 빵이 딱딱하게 되고 탄력성이 저하되는데,

위하여 밀가루 대비 검류로 sodium alginate, xanthan gum,

본 실험의 결과로 탄력성의 값이 작아져 빵의 노화가 진행됨

k-carrageenan, HPMC 등을 0.1%와 0.5% 첨가하여 제조

을 알 수 있었다. 저장 7일에 대조구와 시험구들 사이에

한 빵의 수분 함량은 대조구보다 검류를 첨가한 시험구들의

glucomannan 첨가구와 HPMC 첨가구가 가장 큰 값으로

수분 함량이 높아 검류 첨가가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탄력성이 좋음을 나타냈다.

효과는 Rosell과 Foegeding(26)이 gluten에 HPMC의 첨가

응집성은 저장 1일에 glucomannan 첨가구가 가장 낮았

량을 달리하여 수화능력을 측정한 결과 HPMC 첨가량이 많

고 다음이 HPMC 첨가구였으며, xanthan gum 첨가구가 가

으면 수분흡수능력은 선형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

장 높아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5). 저장기간이 지남에

명하였다. 빵의 수분 함량은 미생물 증식, crumb의 부드러

따라 응집성은 낮아졌으며, 저장 7일에 glucomannan 첨가

움, 껍질의 바삭함, crumb 경도, 부스러짐 등에 영향을 주어

구가 가장 낮았고 xanthan gum 첨가구가 가장 높았다. 씹힘

빵의 품질을 결정하게 된다(27).

성은 저장 1일에 HPMC와 glucomannan 첨가구가 가장 낮
았고, xanthan gum 첨가구가 가장 높아 유의적 차이가 있었

식빵의 조직감

다(P<0.05). 저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씹힘성이 증가하여 저

식빵의 crumb 조직감으로 경도, 탄력성, 응집성, 씹힘성,

장 7일에 glucomannan 첨가구가 가장 낮았고 xanthan gum

검성 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빵의 경도는 glu-

첨가구가 가장 높았다. 씹힘성은 고체상태의 물질을 삼킬

comannan 첨가구가 가장 낮았고 xanthan gum 첨가구가

수 있는 물성의 물질로 만드는 것으로 xanthan gum 첨가구

가장 높았으며, 두 첨가구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

의 값이 높아 대조구나 다른 시험구에 비하여 씹는 데 힘이

0.05). 또한, 저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경도 값이 증가하고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빵 제조에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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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PA (Texture Profile Analyzer) value of pan bread made with composite flour of wheat and rice flour containing different
types of hydrocolloids
Storage day
Items
Hydrocolloids
1
3
5
7
cB1)
bA
aA
Control
226.6±20.3
306.8±32.6
336.3±8.2
354.8±30.8aA
HPMC
200.7±26.2bC
238.4±28.4bC
293.4±39.5aB
324.8±42.4aB
bA
aA
aA
Hardness (g)
Xanthan gum
266.8±34.5
328.6±38.6
346.8±40.6
366.8±30.4aA
cB
bB
aB
Guar gum
220.6±26.8
278.4±46.2
315.8±30.4
327.8±28.9aB
cC
bC
bC
Glucomannan
196.6±30.4
230.4±22.6
276.8±28.9
320.4±31.4aB

1)

Springiness

Control
HPMC
Xanthan gum
Guar gum
Glucomannan

0.852±0.03aB
0.864±0.04aB
0.808±0.03aC
0.856±0.05aB
0.877±0.03aA

0.832±0.02aA
0.836±0.05aA
0.796±0.02aB
0.840±0.02aA
0.846±0.02aA

0.786±0.04bB
0.816±0.03bA
0.756±0.04bC
0.820±0.04bA
0.835±0.01aA

0.768±0.02bB
0.806±0.04bA
0.704±0.01cC
0.780±0.01cA
0.792±0.02bA

Cohesiveness

Control
HPMC
Xanthan gum
Guar gum
Glucomannan

0.490±0.03aB
0.468±0.03aD
0.510±0.02aA
0.472±0.01aC
0.432±0.02aE

0.480±0.02bB
0.450±0.02bC
0.486±0.01bA
0.442±0.02bD
0.399±0.01bE

0.441±0.02cB
0.421±0.02cD
0.456±0.02cA
0.430±0.03cC
0.389±0.02cE

0.432±0.01dB
0.416±0.03dC
0.445±0.01dA
0.416±0.02dC
0.382±0.03dD

Chewiness

Control
HPMC
Xanthan gum
Guar gum
Glucomannan

112.2±8.8cB
94.5±6.8cD
120.6±10.8cA
105.7±16.3cC
95.6±15.2cD

146.8±14.2bB
112.4±16.2bC
162.3±10.2bA
118.7±8.4cC
102.4±10.8cD

164.2±19.5aB
128.6±14.5bD
188.4±18.6aA
142.4±12.8bC
120.4±9.4bD

168.5±12.6aB
154.2±14.8aC
194.6±14.9aA
164.9±14.6aB
136.8±15.8aD

Gumminess

Control
HPMC
Xanthan gum
Guar gum
Glucomannan

151.2±16.4bA
138.8±14.6cB
168.8±20.2cA
150.2±14.8bA
138.4±18.7bB

172.8±12.3bB
154.5±18.4bC
196.6±18.4cA
162.8±16.6bC
144.8±16.8bD

218.3±10.5aA
187.2±16.6aC
239.4±16.9bA
200.4±18.2aB
170.4±22.2aC

222.7±20.4aB
188.1±15.8aD
258.9±12.4aA
209.6±12.8aC
183.3±24.2aD

Each value is mean±SD.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a column (A-D) and in a row (a-c)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중량의 반죽을 구웠을 때 부피가 작아(Table 2) 빵이 견고한

덜 부드럽다고 하였고, 0.8% 첨가구는 대조구보다 훨씬 낮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검성은 저장 1일에 glucomannan

은 값을 보여 부드럽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 gluco-

첨가구가 가장 낮았고, xanthan gum 첨가구가 가장 높아

mannan 첨가구의 경도가 낮아 부드러운 결과와 일치하였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5). 저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검

다. 검류 첨가로 경도가 낮아 노화가 지연되는 것은 검류가

성은 증가하였으며, 저장 7일에 glucomannan 첨가구가 가

전분이 거대분자로 변하는 것을 방해하여 재결정을 느리게

장 낮았고 xanthan gum 첨가구가 가장 높았다.

하고 전분과 gluten의 상호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이다(32).

빵의 노화는 품질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저장 중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 중의 하나로, Texture Profile Analyzer를

식빵의 crumb 색도

이용하여 빵의 crumb 견고성을 측정하여 판단한다(29). 빵

식빵의 crumb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제조에 hydrocolloids를 첨가하면 수분 보유력과 유화제 기

명도를 나타내는 L 값은 HPMC 첨가구가 71.6으로 가장

능 때문에 품질이 개선되고 노화가 연장되는데(30), Sim 등

밝았으며, guar gum과 glucomannan 첨가구는 대조구와 유

(31)은 sodium alginates와 konjac glucomannan을 0.2~

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xanthan gum 첨가구는 가장 낮은

0.8% 첨가하여 만든 빵의 견고성을 4일간 측정한 결과 0.2

값으로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5). 적색도를 나타내는

% 첨가구는 대조구에 비하여 저장 2일부터 높은 값을 보여

a 값은 대조구와 시험구 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황색도

Table 6. Color value of pan bread made with composite flour of wheat and rice flour containing different types of hydrocolloids

1)

Color type

Control

HPMC

Xanthan gum

Guar gum

Glucomannan

L
a
b

69.4±1.1b1)
0.90±0.2a
13.8±0.6a

71.6±1.4a
0.90±0.2a
12.6±0.7b

67.8±1.5c
0.90±0.2a
14.4±0.8a

68.2±0.8b
0.80±0.2a
14.2±0.3a

69.1±2.3b
0.80±0.2a
13.5±0.8a

Each value is mean±SD. Means with the same letter (a-c)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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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는 b 값은 xanthan gum과 guar gum 첨가구가

첨가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xanthan gum 첨가구가 가장

높은 값이었고, HPMC 첨가구가 가장 낮아 crumb이 밝은

낮은 점수를 얻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빵의 부피가 작아 기공

것으로 나타났다. Xanthan gum 첨가구의 crumb이 어두운

이 조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Crumb 색, 향, 맛, 식감

것은 xanthan gum의 아이보리색과 빵의 부피가 작기 때문

등도 같은 결과였는데 특히 xanthan gum이 식감에서 낮은

으로 생각된다. Shittu 등(19)은 밀가루와 카사바 전분을

점수를 얻은 것은 빵의 부피가 작아 기공이 조밀하고 조직감

9:1로 혼합한 것에 xanthan gum을 0~2% 첨가하여 빵을

측정에서 경도가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내부

제조한 후 색도를 측정한 결과, 첨가하지 않았을 때 L 값은

평가 종합에서 HPMC와 glucomannan 첨가구가 유의적 차

80.48에서 1% 첨가 시 다소 낮아졌고 a 값에는 영향을 주지

이 없이 높은 점수를 얻었고 xanthan gum 첨가구가 가장

않았으나 b 값은 증가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낮은 점수를 얻었다. 외부와 내부평가 종합점수에서 HPMC

실험에서 xanthan gum 첨가 결과와 일치하였다. 빵의 색도

와 glucomannan 첨가구가 유의적 차이 없이 가장 높은 점

에서 Gallagher 등(33)은 명도를 나타내는 L 값이 가장 중

수를 얻었고 xanthan gum 첨가구는 대조구보다도 낮은 최

요하고, 적색도를 나타내는 a 값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저 점수를 얻었으며 대조구와 첨가구 간에 유의적 차이가

제분한 밀가루에 함유된 carotenoid계 색소는 엷은 황색으

있었다(P<0.05).

로 빵의 crumb 색상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회분 함량이 높
은 밀가루로 만든 빵도 어두운색을 나타낸다(34).

쌀은 주로 소수성 단백질로 점탄성의 반죽이 되지 못하
며, 쌀로 만든 케이크는 밀가루 빵보다 건조하고 부서지는
조직을 가지고, 약한 향과 저장 동안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식빵의 관능검사

특징을 나타낸다(2). Kotoki와 Deka(24)는 밀가루에 HPMC

식빵의 관능검사를 시행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외부

를 0.1~1.5 g 첨가하여 만든 빵의 관능검사에서 색도, 향,

평가에서 부피는 glucomannan 첨가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외형, 부드러움, 맛, crumb 색, 조직, 전체적인 기호도 등이

얻었고 다음이 HPMC, guar gum, 대조구, xanthan gum

개선되었으며 첨가량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하

첨가구 순으로 낮은 점수를 얻었는데, 이는 반죽의 발효, 빵

여 본 실험 결과와 유사하였다. Shittu 등(19)은 밀가루와

의 부피 및 비용적 측정에서 얻은 결과와 유사하였다. 껍질

카사바 전분을 9:1로 혼합한 것에 xanthan gum을 0~2%

색, 대칭성, 균일하게 구워진 정도, 껍질 특성 등의 항목에서

첨가하여 제조한 빵의 관능검사 결과 xanthan gum 첨가량

는 대조구와 시험구 간에 유의적 차이가 있었으며(P<0.05),

이 증가할수록 껍질이 거칠고 건조하여 효과가 저하되었는

break & shred는 xanthan gum 첨가구에서 가장 낮은 점수

데, 이것은 반죽 발효 중 이스트가 생성한 이산화탄소 보유

를 얻었다. 이상의 빵의 외부평가 종합에서 glucomannan

력이 저하하여 작은 오븐스프링으로 빵의 부피가 작아졌기

첨가구가 28.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xanthan gum 첨가

때문이라고 하였다(35). Zhou 등(36)도 단백질 함량이 적은

구가 25.3점으로 대조구보다 낮은 점수를 얻었으며 유의적

밀가루에 konjac glucomannan을 1~5% 첨가하여 만든 국

차이가 있었다(P<0.05). 내부평가에서 기공은 glucomannan

수의 관능검사에서 glucomannan 첨가 시 대조구에 비하여

Table 7. Sensory evaluation of pan bread made with composite flour of wheat and rice flour containing different types of hydrocolloids
Portion

Perfect score

Control

HPMC
External

Xanthan gum

Guar gum

Glucomannan

Volume
Color of crust
Symmetry
Evenness of bake
Character of crust
Break & shred
Subtotal

10
8
3
3
3
3
30

8.5±0.1c1)
7.6±0.2b
2.8±0.1a
2.7±0.2a
2.6±0.1b
2.6±0.2a
26.8±0.2c

8.8±0.3b
7.6±0.2b
2.7±0.1a
2.7±0.1a
2.8±0.2a
2.7±0.1a
27.3±0.4b

7.8±0.2d
7.5±0.2c
2.6±0.1b
2.6±0.1b
2.6±0.2b
2.2±0.1b
25.3±0.3d

8.6±0.4c
7.5±0.2c
2.8±0.1a
2.8±0.2a
2.7±0.1a
2.7±0.1a
27.1±0.3b

9.2±0.3a
7.8±0.2a
2.8±0.2a
2.7±0.1a
2.8±0.1a
2.7±0.2a
28.0±0.2a

Grain
Color of crumb
Aroma
Taste
Mastication
Texture
Subtotal

10
10
10
15
10
15
70

8.6±0.3b
8.5±0.2b
8.5±0.3a
13.6±0.2a
8.6±0.2c
13.6±0.3b
61.4±0.4b

8.0±0.2c
7.8±0.2c
8.2±0.3b
13.4±0.1a
8.3±0.3c
12.7±0.2c
58.4±0.4c

8.8±0.4b
9.2±0.2a
8.5±0.3a
13.8±0.2a
9.0±0.1b
14.2±0.3a
63.5±0.4b

9.2±0.3a
9.2±0.2a
8.5±0.1a
13.9±0.4a
9.3±0.3a
14.5±0.4a
64.6±0.6a

Internal

1)

9.0±0.2a
9.8±0.2a
8.6±0.4a
13.8±0.4a
9.2±0.2a
14.4±0.3a
64.8±0.6a

Total
100
88.2±0.5c
92.1±0.7a
82.8±0.4d
90.6±0.4b
92.6±0.6a
Each value is mean±SD. Means with the same letter (a-c)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Hydrocolloids가 쌀빵의 품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

개선된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Ognean 등(37)은 4종류
의 검류로 xanthan gum, sodium alginate, cellulose gum,
guar gum 등을 밀가루 대비 3, 5, 10% 첨가하여 만든 빵의

3.

관능검사 결과 검류 첨가량이 적은 빵이 대조구에 비하여
다소 높은 점수를 얻었고, 검류 첨가가 많은 경우 낮은 점수

4.

를 얻었다고 하였다. 이상의 실험 결과 식빵 제조 시에 다양
한 hydrocolloids 1%의 첨가는 빵의 품질 특성에 영향을

5.

미치고 있었으며 HPMC와 glucomannan 첨가 시에 관능
적성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

요

6.

약

7.

강력분 80%와 쌀가루 20%에 baker's%로 검류로 HPMC,
xanthan gum, guar gum, glucomannan 등을 각각 1% 첨가

8.

한 혼합분으로 만든 식빵의 품질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빵의 부피 및 비용적, 굽기 및 냉각 손실률, 수분 함량, 수분
활성도, crumb 조직감, crumb 색도, 관능검사 등을 분석하

9.

였다. 식빵의 부피는 HPMC와 glucomannan 첨가구가 유의
적 차이 없이 가장 컸고 xanthan gum 첨가구가 가장 작았으
며, 비용적은 부피의 결과와 반대였다. 냉각 손실률은 guar

10.

gum 첨가구가 9.25%로 가장 높았고, glucomannan 첨가구
가 7.78%로 가장 낮았다. 수분 함량은 저장기간 동안 glucomannan 첨가구가 가장 많았고 대조구가 가장 적었다.

11.

Crumb 조직감 특성에서 경도는 glucomannan 첨가구가 낮
고 탄력성은 높아 부드러웠으며, xanthan gum 첨가구는 경
도 값이 높아 부드럽지 못하였다. 응집성, 씹힘성, 검성은

12.

glucomannan과 HPMC 첨가구가 가장 낮았고 xanthan
gum 첨가구가 가장 높았다. Crumb 색도 측정에서 L 값은

13.

HPMC 첨가구가 높았고 xanthan gum 첨가구가 가장 낮았
다. a 값은 모두 유사하였으나, b 값은 HPMC 첨가구가 가장

14.

낮아 밝았고 xanthan gum 첨가구는 가장 높아 어두웠다.
관능검사의 종합점수에서 HPMC와 glucomannan 첨가구
가 유의적 차이 없이 높은 점수를, xanthan gum 첨가구가

15.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상의 실험으로 강력분과 쌀가루 8:2
의 혼합분에 hydrocolloids를 첨가하여 식빵 제조 시

16.

HPMC와 glucomannan의 첨가가 부피, 부드러움, 맛과 향,
노화 지연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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