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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colloids가 을 첨가한 빵용 가루 반죽의 물성학  특성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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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ydrocolloids [hydroxypropylmethyl cellulose 
(HPMC), xanthan gum (XG), guar gum (GG), and glucomannan (GM)] on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bread 
flour dough containing rice flour. In amylograph analysis, the significantly lowest gelatinization temperature was ob-
tained in dough with XG (P<0.05). XG revealed the highest maximum viscosity while GM revealed the lowest. In 
viscograph test, the lowest gelatinization temperature and maximum viscosity showed the same result as in the 
amylograph. Breakdown value was also highest in dough containing XG, but lowest in the control and dough containing 
HPMC. Setback value was highest in dough containing HPMC, but lowest in dough containing XG. In farinograph 
analysis, consistency was greatest in dough with HPMC and XG. Hydrocolloids affected water absorption, which 
was highest in dough containing GM. Development times of dough containing HPMC and XG were low. Stability 
was lowest in dough with XG. Degree of softening was reduced in dough containing HPMC and GG compared to 
the control but increased in dough containing XG and GM. Dough containing HPMC and GG showed the largest 
volume at 3 h of fermentation. Dough with HPMC showed the lowest pH value. Hydrocolloids in this study affecte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d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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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빵은 인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식품 중의 하나로 과거

에는 빵의 생산과 유통이 서민들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

사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빵은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여 물, 소금, 이스트 등을 넣고 반죽하여 발효 후 굽거나, 

튀기거나, 증기로 찐 제품이다(1). 밀가루 이외에 다른 곡물

로 콩, 보리, 귀리, 호밀, 쌀 등을 가루로 만들어 빵을 만들려

고 시도하였으나 이들 곡류에는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

이 없어 밀가루로 만든 빵과 차이가 있다. 

식습관의 서구화 및 간편화로 쌀 소비가 점차 줄어 쌀의 

잉여 문제가 대두되므로 쌀을 이용한 빵과 과자류 및 간편 

식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것이 필요하다(2). 쌀 단

백질은 소수성으로 중성의 pH에서 팽윤이 잘 되지 않으며

(3), 밀가루가 가지고 있는 글루텐이 없어 반죽을 하여도 신

장성과 탄력성을 가지는 반죽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쌀 

단독으로는 빵을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쌀은 단백질 함량이 

적고 글루텐 형성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Celiac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식품재료로 여겨진다(4). 밀 단백질 혹

은 호밀이나 보리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글루텐을 함유하는 빵이 Celiac 질병을 유발한다(5). 

쌀을 이용하여 빵을 만들려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여

러 학자들에 의하여 쌀빵이 개발되었다. Kadan 등(6)이 쌀

빵은 조직이 부드럽고 향기가 우수하나 전분의 특성상 

shelf-life가 짧은 것이 단점이라고 하였고, 밀가루의 30% 

이상을 쌀로 대체 시 품질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하였다. 쌀

로 만든 빵은 밀가루로 만든 빵보다 글루텐 함량이 적어 품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밀가루 글루텐의 성질을 보완하기 위

하여 Gallagher 등(7)은 쌀빵에 hydrocolloids를 첨가하여 

쌀빵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였고 Reyes Aguilar 등(8)은 

계면활성제, 친수성 다당체 등을 첨가하여 쌀빵을 제조하였

으며, 쌀가루 입자를 곱게 분쇄하여 제조하는 방법(9), 익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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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로 하는 방법, 글루텐을 첨가하는 방법 등도 연구되었다

(10). Nishita 등(11)은 쌀을 이용한 빵 제조에 hydroxyl 

propyl methyl cellulose(HPMC) 첨가로 글루텐과 같은 역

할을 하도록 하여 이스트로 발효시킨 빵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빵 제조에 밀가루의 20%를 쌀로 대체 첨가하

여 쌀빵을 제조할 때 나타나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검류로 HPMC, xanthan gum, guar gum, gluco-

mannan 등을 각각 1% 첨가하고 이들이 쌀빵 반죽의 물성학

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쌀빵을 제조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는 재료로 강력분(DaeHan Milling Co., Ltd,, 

Incheon, Korea), 쌀가루(200 mesh, DaeDoo Food, Kun-

san, Korea), 효모(JoHung Chemical, Ansan, Korea) 등을 

사용하였다. 검류로 hydroxyl propyl methyl cellu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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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는 메톡실기 22.8%이고 히드록시프로폭필기 9.1%

이며, xanthan gum(Sandong Fufeng Fermentation Co., 

Ltd., Shandong, China)은 함량 91~108%, pH 6.63이며, 

guar gum(Altrafine Gums, Gujarat, India)은 순도 86.5%, 

수분함량 7.7%, pH 6.5였다. Glucomannan(Changsha 

Sunfull Bio-tech Co., Ltd., Hunan, China)은 순도 95%였

다. 

Amylograph 분석

다양한 검류를 첨가한 강력분과 쌀가루 혼합분의 Amy-

lograph 특성은 AACC 방법(22-10)(12)에 따라 Amylo-

graph(ASG-6, Brabender GmbH & Co. KG, Duisburg, 

Germany)로 분석하였다. 강력분 80%와 쌀가루 20% 혼합

분에 검류(HPMC, xanthan gum, guar gum, glucoma-

nnan)를 각각 1% 첨가하여 만든 후 65 g을 증류수 450 mL

에 현탁시켜 볼에 넣고 볼의 회전 속도를 75 rpm으로 조절

하여 25°C부터 95°C까지 1.5°C/min의 비율로 온도를 상승

시키면서 paste 특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개시온도 25 

°C부터 시작하여 호화개시온도(beginning of gelatiniza-

tion temperature;°C), 최고점도온도(maximum viscosity 

temperature;°C) 및 최고점도(maximum viscosity; AU) 

등의 특성 값을 측정하였다. 호화개시온도는 초기점도가 10 

BU에 도달하는 온도로 나타냈다. 

Viscograph 분석

여러 가지 검류를 첨가한 강력분과 쌀가루 혼합분의 호화 

및 노화 특성을 AACC 방법(61-01)(12)에 따라 Brabender 

Viscograph(Viscograph E, Brabender GmbH & Co. KG)

로 분석하였다. 강력분 80%와 쌀가루 20% 혼합분에 검류를 

각각 1% 첨가하여 만든 후 53 g을 증류수 450 mL에 현탁하

여 측정용 볼에 넣고 핀을 결합하였다. 회전속도를 75 rpm

으로 조정하고 1분간 1.5°C의 비율로 30°C에서 93°C까지 

가열시키면서 1.5시간 동안 호화개시온도(beginning of 

gelatinization temperature), 최고점도(maximum viscos-

ity), 유지온도개시(start of holding period), 냉각개시

(start of cooling period), 냉각종료(end of cooling peri-

od), 최종 유지온도 종료(end of final holding period), 

breakdown, setback 등을 측정하였다.

Farinograph 분석

여러 가지 검류를 첨가한 강력분과 쌀가루 혼합분의 

Farinograph 특성을 AACC 방법(54-21)(12)에 따라 Fari-

nograph(No 183538, Type 860000, Brabender GmbH 

& Co. KG)로 분석하였다. 미리 Farinograph 믹싱 볼을 

30±0.2°C로 예열하고 강력분 80%와 쌀가루 20% 혼합분

에 검류를 각각 1% 첨가하여 만든 후 300 g을 믹싱 볼에 

넣고 기계를 작동하면서 그래프 커브의 중앙이 500±20 BU

에 도달하도록 증류수를 가하여 물의 양을 조절하였다. 견도

(consistency), 흡수율(water absorption), 반죽형성시간

(development time), 안정도(stability), 약화도(degree of 

softening, 12 min after peak), FQN(Farinograph quality 

number) 등의 값을 그래프로부터 분석하였다.

반죽의 부피 변화 분석

다양한 검류를 첨가한 강력분과 쌀가루 혼합분으로 만든 

반죽을 발효하면서 부피 변화를 측정하였다. 강력분 80%와 

쌀가루 20% 혼합분에 각각의 검류 1%, 물 62%, 효모 2%를 

믹싱 볼에 넣고 저속 3분, 중속 2분간 믹싱(VM-0008, Dae-

Yung Co., Ltd., Seoul, Korea)하여 만든 반죽(반죽온도 

27°C)을 30°C의 발효실에서 3시간 동안 발효하면서 20분 

단위로 반죽의 발효부피를 측정하였다. 반죽을 각각 100 g

씩 취하여 둥글리기 한 후 10 mL 단위로 표시된 원통형 

유리발효기(직경 5.5 cm×높이 25 cm) 밑면에 넣고 뚜껑을 

씌워 30°C의 인큐베이터에서 발효시키면서 발효되는 부피

를 측정하였다.

반죽의 pH 변화 분석

반죽의 발효부피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조한 반죽을 

30°C의 발효실에서 발효하면서 20분 간격으로 2시간 동안 

pH 변화를 측정하였다. 반죽의 pH는 AACC 방법(02-52) 

(12)에 따라 반죽 10 g을 취하여 증류수 100 mL에 균일하

게 용해 후 pH meter(MP 220, Mettler Toledo Co., 

Urdorf, Switzerland)로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각 항목에 대하여 실험을 3회 반복 실시하였고 실험 결과

는 평균값±표준편차(mean±SD)로 나타냈다. 통계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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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hydrocolloids on amylogram parameters of wheat-rice composit flour

Hydrocolloids Beginning of gelatinization
temperature (°C)

Maximum viscosity 
temperature (°C)

Gelatinization maximum 
viscosity (AU)

Control
HPMC
Xanthan gum
Guar gum
Glucomannan

 64.3±1.2a1)

63.4±1.0a

58.8±0.6b

63.3±1.4a

63.9±0.8a

93.4±0.5a

93.7±0.8a

92.3±0.4b

93.0±1.2a

93.6±0.6a

1,140±96c

 1,212±116b

1,276±88a

1,255±92a

1,083±80d

1)Values are mean±SD.
Means with the same letter (a-d)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AU: Amylograph unit.

Statistical Analysis System(SAS) 통계 프로그램(Ver. 

9.3,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고, 던컨의 다중 범위시험법(Dun-

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P<0.05 수준에서 시료 간

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Amylograph 특성

강력분 밀가루 80%와 쌀가루 20%를 혼합한 후 검류를 

각각 1% 첨가하여 Amylograph로 호화온도, 최고점도온도, 

최고점도 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호화온도는 

강력분과 쌀가루를 혼합한 대조구가 가장 높았고 HPMC, 

guar gum, glucomannan 등을 첨가한 시험구는 유의적 차

이가 없었으나, xanthan gum을 첨가한 시험구는 가장 낮아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5). 이상의 실험에서 강력분 밀

가루와 쌀가루 혼합분에 검류를 1% 첨가하였을 때 호화온

도가 다소 낮아졌고, 특히 xanthan gum 첨가 시 호화온도가 

대조구에 비하여 5.5°C 낮아 빵 제조 시 굽기 중 낮은 온도에

서 호화가 일어나 빵의 구조가 빨리 형성될 것으로 생각된

다. 최고점도온도는 대조구와 HPMC, guar gum, gluco-

mannan 등을 각각 첨가한 시험구들이 유의적 차이가 없었

으나, xanthan gum은 가장 낮아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 

0.05). 최고점도는 xanthan gum과 guar gum을 첨가한 시

험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HPMC와 대조구였으며 gluco-

mannan 첨가구가 가장 낮아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 

0.05). Chaisawang과 Suphantharika(13)는 타피오카 전분

에 guar gum과 xanthan gum을 각각 첨가하여 물성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RVA로 분석한 결과, 최고점도는 대

조구에 비하여 guar gum과 xanthan gum을 첨가하였을 때 

증가하였고 최종점도와 breakdown 등도 증가하였다고 하

여 본 실험 결과와 일치하였다. Yoshimura 등(14)은 전분에 

konjac-glucomannan 등의 hydrocolloids를 첨가 시 점도

가 증가하고 호화온도가 변하며 노화가 지연된다고 하였다. 

전분과 검류 혼합물은 혼합비율이나 두 요소의 분자량에 따

라 영향을 받는데(15), 검류가 전분의 paste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검류가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이라고 Closs 등

(16)은 설명하였다.

Viscograph 특성

강력분 80%와 쌀가루 20%를 혼합한 후 검류를 각각 1% 

첨가하여 Brabender Viscograph로 호화개시온도, 최고점

도, breakdown, setback 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호화개시온도는 대조구와 glucomannan 첨가구 간에

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HPMC와 guar gum 첨가구는 

다소 낮았으며, xanthan gum 첨가구는 58.0°C로 가장 낮아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5). 호화개시온도에서의 점도

는 xanthan gum 첨가구가 가장 높았고 대조구와 다른 첨가

구들 사이에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최고점도는 대조구와 

hydrocolloids 첨가구 간에 유의적 차이가 있었으며(P< 

0.05) xanthan gum 첨가구의 최고점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Amylograph로 측정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첨가구 간

의 최고점도를 나타내는 온도는 89.4~90.1°C로 유의적 차

이가 없었다. 온도를 유지하는 시간의 개시점에서도 첨가구 

간의 점도는 최고점도 결과와 같은 경향을 나타냈고 이때의 

온도는 92.7~93.0°C였다. 

냉각개시점에서 첨가구들 간의 점도는 최고점도 결과와 

같이 xanthan gum 첨가구가 가장 높았고 HPMC 첨가구가 

가장 낮았으며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5). 냉각종료점

에서의 점도는 xanthan gum과 guar gum 첨가구가 가장 

높았고, glucomannan 첨가구가 가장 낮아 대조구와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5). 각 시험구의 최종 유지온도 종료점

에서의 점도는 냉각종료점에서의 점도 경향과 일치하였다. 

Breakdown은 xanthan gum 첨가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guar gum 첨가구였으며 두 첨가구 간에 유의적 차이가 있었

다(P<0.05). 대조구와 HPMC, glucomannan 첨가구는 낮

은 값으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P<0.05). Setback은 

HPMC와 guar gum 첨가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대조구와 

glucomannan이었으며, xanthan gum 첨가구가 가장 낮아 

hydrocolloid에 따라 setback 값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Sidhu와 Bawa(17)는 밀가루에 xanthan gum을 0.1~ 

0.5% 첨가하여 Brabender Visco-Amylograph로 paste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호화온도가 낮아

졌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Simsek(18)는 빵 제조용 밀가루에 xanthan gum을 0.01%, 

0.5%, 1.0% 첨가하여 RVA로 분석한 결과 0.01%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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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hydrocolloids on viscogram parameters of wheat-rice composit flour
Items Unit Control HPMC Xanthan gum Guar gum Glucomannan

Beginning of gelatinization
  temperature

BU
°C

 18.7±0.8c1)

 65.2±0.8a
 19.3±0.4b

 63.7±0.6b
 39.3±2.4a

 58.0±1.0c
 20.0±2.2b

 63.3±1.0b
 20.0±1.2b

 64.5±1.2a

Maximum viscosity BU
°C

313.3±22.6d

 90.1±1.0a
340.7±30.2d

 89.8±0.8a
479.7±32.6a

 89.4±0.6a
408.7±24.8b

 89.9±1.2a
356.0±28.4c

 89.8±0.8a

Start of holding period BU
°C

300.3±20.4c

 92.7±1.2a
284.0±22.6d

 92.7±0.8a
378.0±18.4a

 92.8±0.4a
334.0±26.8b

 92.7±1.0a
287.0±16.6d

 93.0±1.2a

Start of cooling period BU
°C

203.3±14.6c

 92.8±0.8a
196.3±18.2c

 93.5±1.0a
259.7±22.4a

 93.5±1.4a
223.7±20.6b

 93.3±0.6a
201.7±16.4c

 93.5±0.2a

End of cooling period BU
°C

410.0±22.4b

 55.6±0.4a
427.7±18.4b

 55.6±0.6a
448.3±16.4a

 55.6±1.0a
446.3±20.2a

 55.6±0.4a
405.0±22.4c

 55.6±0.8a

End of final holding period BU
°C

383.7±22.8b

 54.9±0.4a
411.3±12.6a

 54.9±1.0a
422.7±22.8a

 54.9±0.8a
424.7±18.6a

 54.9±0.5a
380.0±10.4b

 54.9±0.6a

Breakdown
Setback

BU
BU

145.0±10.4c

203.3±12.0b
144.3±8.0c

231.3±10.8a
220.0±12.4a

188.7±8.4c
185.0±6.2b

222.7±16.4a
152.7±8.6c

206.7±14.0b

1)Values are mean±SD.
Means with the same letter (a-d)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BU: Brabender unit.

Table 3. Effect of hydrocolloids on the farinogram parameters of wheat-rice composit flour
Items Control HPMC Xanthan gum Guar gum Glucomannan

Consistency (FU)
Water absorption (%)
Dough development time (min)
Stability (min)
Degree of Softening (FU)
FQN

505±12b1)

63.1±0.8c

12.8±0.4b

27.6±2.0a

 25±2c

261±10b

514±11a

67.5±1.0b

 2.7±0.2e

26.2±1.4a

 17±1e

300±12a

515±10a

67.4±1.2b

 4.0±0.6d

 3.4±0.4c

 71±4a

 61±2d

508±8b

63.7±0.6c

22.4±1.2a

28.2±1.6a

 20±2d

300±16a

500±12b

69.0±0.6a

 7.3±0.8c

12.7±1.2b

51.0±3b

158±12c

1)Valu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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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 Farinograph unit. FQN: Farinograph quality number. 

첨가구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어 밀가루의 

paste 특성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1% 첨가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있다고 하여 본 실험에서 대조구에 비하여 

xanthan gum 1% 첨가 시 점도가 증가한 결과와 유사하였

다. Charoenrein 등(19)도 쌀 전분(8.0%, w/w)에 gluco-

mannan을 0.3%와 0.5% 첨가하여 RVA로 paste 특성을 분

석한 결과 breakdown과 setback이 증가하였다고 하였으

며, 이는 본 실험에서 대조구에 비하여 glucomannan 첨가

구의 이들의 값이 다소 증가한 것과 일치하였다. Funami 

등(20)도 밀 전분에 glucomannan을 첨가하면 최고점도가 

상승한다고 하였는데, 점도가 상승하는 것은 glucomannan

의 농화제 기능과 팽윤한 전분과의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Rojas 등(21)은 설명하였다. 검류는 전분의 paste와 gel화 

되는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품의 

조직감 개선, 전분의 노화 지연, 수분 보유력 증가, 전체적인 

식감을 개선하여 식품산업에서 기능성 소재로 널리 사용하

고 있다(22). 

Farinograph 특성

강력분 80%와 쌀가루 20%를 혼합한 후 검류를 각각 1% 

첨가하여 Farinograph로 견도, 흡수율, 반죽형성시간, FQN 

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견도는 xanthan gum

과 HPMC 첨가구가 가장 높아 대조구와 유의적 차이가 있었

으며(P<0.05) glucomannan 첨가구는 가장 낮은 값으로 대

조구와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흡수율은 glucomannan 첨가

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HPMC, xanthan gum, guar gum 

첨가구, 대조구로 hydrocolloid의 종류에 따라 흡수율에 차

이가 있었으며 대조구에 비해 증가하였다. 반죽형성시간은 

대조구에 비하여 guar gum 첨가구는 9.6분 증가하였으나 

glucomannan, xanthan gum, HPMC 첨가구 등은 현저히 

짧아져 대조구와 hydrocolloid 첨가구별로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5). 이는 hydrocolloids의 분자량과 구성하는 

기본 단위들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안정도는 대조구에 비하여 HPMC와 guar gum 첨가구에

서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glucomannan과 xanthan gum 

첨가구는 현저히 짧아졌다(P<0.05). 밀가루와 쌀가루 혼합

분으로 반죽 제조 시 glucomannan이나 xanthan gum 첨가

는 반죽의 안정성이 결여되어 반죽시간을 단축하여야 다른 

첨가구와 유사한 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죽

을 시작하여 그래프의 피크에서 12분 후에 측정하는 약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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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of pH in composite flour dough with wheat and 
rice flour containing different types of hydrocolloids. ●, control; 
■, HPMC; ▲, xanthan gum; ◆, guar gum; ∗, glucoman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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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of fermentation volume in composite flour dough 
with wheat and rice flour containing different types of hydro-
colloids. ●, control; ■, HPMC; ▲, xanthan gum; ◆, guar gum; 
∗, glucomannan.

는 대조구에 비하여 xanthan gum과 glucomannan 첨가구

가 현저히 증가하였고, guar gum과 HPMC 첨가구는 감소

하여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5). FQN은 대조구에 비하

여 HPMC와 guar gum 첨가구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gluco-

mannan 첨가구는 감소하였고, 특히 xanthan gum 첨가구

는 현저히 감소하여 반죽의 안정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Sidhu와 Bawa(17)는 xanthan gum 첨가량을 밀가루 대

비 0.1%에서 0.5%까지 첨가하여 Farinograph로 분석한 결

과 흡수율은 1.4∼3.0%까지 증가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검류의 물리적 성질인 물과의 상호작용 때문이라 하

였다. 이는 본 실험에서 xanthan gum 1% 첨가 시 대조구에 

비하여 흡수율은 4.3% 증가하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안정도

는 xanthan gum 0.5% 첨가 시 대조구에 비하여 다소 낮았

으나 본 실험에서 대조구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진 결과와 

상이한 것은 쌀가루를 20% 첨가하고 검 사용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Simsek(18)도 빵 제조에 xanthan 

gum을 첨가하여 Farinograph로 분석한 결과 대조구에 비

하여 xanthan gum을 첨가하였을 때 흡수율이 높아졌고,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흡수율이 높아졌다고 하여 본 실험에서 

hydrocolloids 첨가 시 흡수율이 증가하는 결과와 일치하였

다. 

반죽의 pH 특성

강력분 80%와 쌀가루 20%를 혼합한 후 검류를 각각 1% 

첨가하여 만든 반죽을 2시간 동안 발효하면서 20분 단위로 

pH를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발효 개시 대조구와 시

험구들의 pH는 6.18~6.23이었으나, 발효가 진행되면서 pH

가 낮아지기 시작하여 발효 40분에 대조구와 시험구 중 

xanthan gum 첨가구가 가장 높았고 HPMC 첨가구가 가장 

낮아 활발한 발효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발효 120

분에는 HPMC 첨가구가 가장 낮았으나 대조구, gluco-

mannan과 guar gum 첨가구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고, xan-

than gum 첨가구가 다소 높아 발효 진행이 느렸다.

반죽 발효 중 효모는 설탕이나 포도당과 같은 탄소원을 

분해하여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고 이외에 lactic 

acid, propionic acid, succinic acid, fumaric acid, pyr-

uvic acid, acetic acid 등의 다양한 유기산을 생성하여(23) 

반죽의 pH가 낮아진다. Elmehdi 등(24)은 반죽 믹싱이 최

적인 것을 발효하면 효모가 생성하는 이산화탄소가 반죽의 

액체로 확산되어 carbonic acid로 전환되기 때문에 반죽의 

pH가 낮아지고 단백질의 양전하가 증가하여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이 약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로 반죽의 신장성과 

탄력성이 감소하는 반죽의 숙성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반

죽의 pH는 발효진행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척도의 하나로, 

pH가 낮으면 발효가 활발하여 많은 알코올과 유기산이 생성

되며 이는 제품의 맛, 향, 노화 등에 좋은 영향을 준다.

본 실험에서 발효 120분 후에 대조구와 시험구의 pH는 

5.21~5.36인데 Holmes와 Hoseney(25)는 식빵을 직날법

으로 제조 시 반죽 후의 pH가 6.02이나 발효 후 구운 제품의 

pH는 5.51이라 하였고, Ronald(26)는 스펀지 & 도우법에

서 스펀지를 4시간 발효시켰을 때 pH가 4.9인데 본 실험의 

pH보다 낮은 것은 발효시간의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죽의 발효부피 특성

강력분 80%와 쌀가루 20%를 혼합한 후 검류를 각각 1% 

첨가하여 만든 반죽을 3시간 동안 발효시키면서 20분 단위

로 발효부피를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발효 20분까지

는 대조구와 시험구 간에 발효부피에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40분부터 차이가 생겨 guar gum 첨가구의 발효부피가 가장 

컸고 HPMC 첨가구가 가장 작았다. 이러한 경향은 발효 60

분까지 진행되었으며, 발효 80분에는 대조구의 발효부피가 

가장 컸고 다음이 HPMC 첨가구였으며 glucomannan 첨가

구가 가장 작았으며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5). 발효 

120분까지 같은 경향으로 발효가 진행되었으나 대조구, 

HPMC와 glucomannan 첨가구는 발효 140분에 부피가 다

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guar gum 첨가구는 380 cc로 가장 

큰 부피를 나타냈다. 발효 160분에는 HPMC와 guar 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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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구의 부피가 가장 컸으며, xanthan gum 첨가구가 가장 

작았다. 이는 Farinograph 분석에서 xanthan gum과 glu-

comannan 첨가구의 안정도가 대조구, HPMC, guar gum 

첨가구에 비해 낮아 발효가 진행되는 동안 가스포집력이 약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Kulp 등(27)은 반죽을 3시간 발효시키면서 발효력을 Ga-

sograph로 30분 간격으로 측정한 결과 발효시간이 경과할

수록 가스발생량이 증가하였고, 특히 발효 2시간 이후에 가

스발생력이 더욱 많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발효 

140분 이후에 발효부피가 줄어든 것은 3시간 발효 동안 

drop 현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28). Nishita와 

Bean(29)은 gluten free 100% 쌀빵 제조 시 HPMC를 첨가

하면 쌀가루 반죽에 필름을 형성하고 가열 온도에서 공기 

셀을 유지시켜 빵의 부피를 증가시키며 글루텐의 대체물질

로 빵의 고유한 구조를 형성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실험

에서 HPMC 첨가구의 발효부피가 큰 결과와 일치하였다. 

Guar gum과 HPMC 첨가구의 발효부피가 큰 것은 강력분 

일부를 쌀가루로 대체하여 부족한 글루텐을 HPMC나 guar 

gum이 대신하여 가스를 포집하는 능력이 증가하였기 때문

으로, 특히 HPMC는 제빵 분야에서 글루텐과 유사한 보형성

과 탄성을 가지며 글루텐을 대신하는 역할로 사용된다(30).

 

요   약

강력분 80%와 쌀가루 20%를 혼합한 후 검류로 HPMC, 

xanthan gum, guar gum, glucomannan 등을 각각 1% 첨가

하여 반죽의 물성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혼합분의 Amy-

lograph 분석에서 호화온도는 xanthan gum 첨가구가 가장 

낮았으며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5). 최고점도 온도도 

같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최고점도는 xanthan gum 첨가구

가 가장 높았고 glucomannan 첨가구가 가장 낮았으며 유의

적 차이가 있었다. Viscograph 분석에서 호화개시온도와 

최고점도는 Amylograph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유지온도와 

냉각온도에서의 점도는 xanthan gum 첨가구가 가장 높았

다. Breakdown은 xanthan gum 첨가구의 값이 가장 높았

고 대조구와 HPMC 첨가구가 가장 낮았으며, setback은 

HPMC 첨가구가 가장 높았고 xanthan gum 첨가구가 가장 

낮았다. Farinograph에서 반죽의 되기는 HPMC 및 xan-

than gum 첨가구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흡수율은 gluco-

mannan 첨가구가 가장 높았다. 반죽형성시간은 대조구에 

비하여 guar gum 첨가구가 길었다. 안정도는 대조구에 비

하여 HPMC와 guar gum 첨가구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xanthan gum 첨가구는 훨씬 짧아져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P<0.05). 약화도는 대조구에 비하여 HPMC와 guar gum 

첨가구는 짧아졌으나 xanthan gum과 glucomannan 첨가

구는 길어졌다. FQN은 HPMC와 guar gum 첨가구가 대조

구에 비해 높았다. 반죽의 발효부피 분석에서 guar gum과 

HPMC 첨가구의 부피가 컸고, 반죽의 pH는 HPMC 첨가구

가 가장 낮았다. 이상의 실험으로 hydrocolloids가 밀가루

와 쌀가루 혼합분의 paste, 반죽, 발효부피, 반죽의 pH 등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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