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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표면 분석법을 이용한 글루텐 프리 쌀 우동 제조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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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use of rice in the production of gluten-free rice udon (GFU) through an optimized
mixing ratio, using the Box-Behnken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Different additional levels of rice flour (A, 40-
60 g), acetylated distarch adipate (B, 10-20 g), and trehalose (C, 0-3 g) were used as variables, while water absorption
level, volume, cooking loss, solid yield, lightness, texture properties, proximate compositions of GFU and turbidity of
cooking water were set as responses in the RSM design model. The optimum mixing ratio for the preparation of gluten-
free rice udon was obtained for 60.00 g of rice flour, 18.81 g of acetylated distarch adipate without the addition of
trehalose. The response values of the optimized samples were water absorption (60.94%), volume (34.94%), turbidity of
the cooking water (0.37), cooking loss (4.77%), solid yield (1.55 g), lightness value (70.04), hardness (2.53 N), springiness
(0.18), gumminess (10.45 N), chewiness (1.83 N), and cohesiveness (2.89). This study has shown that rice flour can replace
wheat flour to manufacture udon at an optimized mixing ratio successfully derived by statistical estim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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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인의 식사 형태는 과거에는 주로 쌀을 이용한 주식이었으

나 식생활의 간편화로 인하여 면류, 빵류 등 소비가 증가하고 있

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면류 보급 및 HMR (가정간편식) 제품 시

장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Heo와 Sim, 2016). 국수는 전통적으

로 소비하는 전분 식품의 일종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섭

취하는 식품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면류의 물성 개선을 위하

여 변성전분을 사용하거나(Seo 등, 2011) 결착개량제를 첨가하거

나 활성 글루텐 또는 밀가루를 첨가하여 탄력성, 응집성, 씹힘성

등의 조직감 개선(Kim 등, 2015) 및 반죽의 신장성 점탄성을 부

여한다. 그러나 활성 글루텐을 첨가하면 글루텐 불내증을 나타내

는 셀리악병 환자들의 경우 섭취 시 소화불량을 일으킬 가능성

이 존재하며, 글루텐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글루텐 프리 식이 조절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Lee, 2016). 또한,

글루텐 알레르기 환자들과 상관없이 다이어트와 건강 측면에서

밀가루 섭취를 줄이고 글루텐 프리 제품을 소비하려는 소비자들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Yoon 등, 2020).

글루텐 프리 소재로써 쌀, 메밀, 옥수수 등이 이용되고 있다

(Kim 등, 2018). 글루텐 프리 제품의 구조, 촉감, 기호도, 제품수

명 및 영양적 품질이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쌀은 낮은 알레르기, 높은 소화력, 저지

방, 저나트륨, 백색 등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글루텐 프리 제품

을 제조하기 가장 바람직한 원료 중 하나이다(Kim 등, 2020). 또

한 쌀가루는 곡물가루 중 셀리악 환자들을 위한 식품에 가장 적

합한 소재로 알려져 있으며,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으며 무색이

고 특별한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식품에 적용되고 있다

(Shin 등, 2018). 전분은 식물에서 얻어지는 식량자원 중 하나이

며 식품의 조직감, 기호성,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성을 부여하

여 식품 산업에서 증점제, 부형제, 냉해동 안정제 및 유화안정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Cho 등, 2014). 면 제조 시 사

용되는 소재로는 전분류, 검류, 하이드로 콜로이드 등이 이용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전분은 전분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

며 식품 산업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분을 물

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를 통하여 원래 상태로부터 변화시켜 성

질이 개선되거나 새로운 성질이 부여된 변성전분으로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변성전분 제조 방법의 하나인 화학적 변성은 산

화, 가수분해, 유도체화, 가교결합 등의 방법에 따라 얻어질 수

있으며 아세틸화 전분은 생전분에 비해 소화율이 10% 정도 감

소한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치환에 의한 소화율 감소는 전분

의 구성단위인 포도당의 2번 탄소에 아세틸기가 치환되기에 알

파아밀레이스의 활성부위에 기질이 결합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

해하기 때문이라 하였다(Chung과 Lim, 2014). 또한 아세틸아디핀

산이전분을 포함한 변성전분은 어묵(Jeong 등, 2020), 죽(Hur 등,

2002), 식빵(Yun 등, 2018), 증편(Lee 등, 2012), 당면(Kim과 Yuk,

2001), 만두피(Seo와 Kim, 2019), 저지방 마요네즈(So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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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생면 및 숙면(Lee 등, 2014)에 사용되어 왔다. 변성전분 첨

가 시 소화율 분석에서 낮은 결과를, 조직감을 효과적으로 향상

시키는 결과가 있었다. 이는 변성전분이 당지수를 충분히 감소시

킬 수 있어 혈당조절이 필요한 식품에 밀가루를 대체할 식품소

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Han, 2009).

본 연구에서는 글루텐 프리 쌀 우동을 제조하기 위해서 물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쌀가루, 변성전분 그리고 트레할로스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Box-Behnken design을 통해 다양한 배합비

를 적용하고 그에 따른 품질 특성평가 및 최적 배합비를 도출하

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는 습식 분쇄된 쌀가루(Nongshim Co., Asan,

Korea), Carboxylmethyle cellulose (DDP Speciality products Ger-

many GmbH & Co. KG., Walsrode, Germany)는 지역 회사

(Damyang, Korea)에서 2021년 1월 29일에 제공 받았으며, 소금

(Chungjungone, Muan, Korea)은 지역 마트에서, acetylated distarch

adipate, trehalose, glycerine fatty acid ester, propylene glycol

alginate (PGA)는 es식품원료(ESfood, Gunpo, Korea)의 제품으로

인터넷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국수 제조

면 제조 시 Table 1의 조합을 기준으로 PGA (0.2 g/100 g),

glycerine fatty acid ester (1.0 g/100 g), CMC (0.5 g/100 g), 소금

(1.5 g/100 g), 물(40-60 mL/100 g)의 비율로 제조하였다. 소금과 물

을 제외한 재료들은 배합비에 맞춰 중량 후 반죽기(Model K5SS,

Kitchen Aid, St. Joseph, MI, USA)에 넣고 반죽기 속도 1단으로

2분 동안 혼합 후 소금물을 첨가하여 2단에서 10분 동안 반죽하

였다. 혼합된 반죽은 water bath (JSB-11T, JS Research Inc.,

Gongju, Korea)를 이용하여 70oC에서 15분간 호화시켰다. 호화된

반죽은 압출식 제면기(SB-001, Sambo Naegmyeon Machine,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직경 2.6 mm, 길이 25 cm로 면을 제

조하였다(Nam 등, 2015).

최적 배합비율 설정을 위한 실험 디자인

글루텐 프리 쌀 우동 제조의 최적 배합비를 찾기 위하여 Design

expert 8 (Stat-Easy Co., Minneapolis, MN, USA)를 이용했으며

반응표면분석 실험 디자인은 Box-Behnken design에 따라 설계하

였다. 독립변수로는 글루텐 프리 쌀 우동의 품질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쌀가루와 변성전분(acetylated distarch adipate), 트레할

로스 함량으로 설정하였으며 배합비는 Table 1과 같다.

일반성분 측정

글루텐 프리 쌀 우동의 일반성분 중 수분은 AOAC법(AOAC,

1980)에 준하여 105oC 상압가열건조법, 회분은 건식회화법을 이

용하였으며, 조단백질과 조지방은 식품공전(MDFA, 2021)에 준하

여 분석하였으며 각각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였다.

조리특성

중량은 생면 20 g을 500 mL의 끓는 물에 넣고 4분간 조리한

후, 조리용 체를 사용해 흐르는 냉수에 30초간 냉각시킨 다음 체

에 5분간 방치하여 물을 뺀 후 조리된 국수의 중량을 측정하였

다(Seol과 Shim, 2017). 수분흡수율은 조리면의 중량에서 생면의

중량을 뺀 후 다시 생면의 중량으로 나누어 준 후 100을 곱하여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하였으며 3회 반복 측정한 후 평균값을 구

하였다(Park 등, 2008).

Water absorption (%)

=[Cooked noodle (g)−Wet noodle (g)/Wet noodle (g)]×100

삶은 면의 부피는 150 mL mass cylinder에 90 mL의 증류수를

채운 다음, 수분흡수율을 측정한 국수를 시료로 mass cylinder에

넣어 증가하는 물의 부피를 측정하여 구하였다(Park과 Cho, 2006).

탁도는 삶은 면을 건져낸 물은 실온에서 냉각하여 상등액을 UV/

VIS spectrophotometer (X-ma spectrophotometer, Human Corporation,

Seoul, Korea)를 사용하여 6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실시하여 그 결과는 평균값을 구하여 나타

내었다(Seol과 Shim, 2017). 용출고형분의 양은 국수를 제거한 뒤

비커에 남은 조리액을 증발시킨 다음에 비커에 잔존하는 고형분

의 무게로 측정하였다. 조리손실율은 용출고형분의 무게를 초기

시료의 무게로 나누어 %로 표시하였다(Kim, 2002). 조리 특성은

3번 반복 실험하여 평가하였다.

색도

색도는 조리 후 15분 이내의 국수 5가닥을 빈틈없이 붙인 뒤

색차계(CR-400, Konica Minolta Holdings Inc.,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값을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로 나타내었다. 각 시료는 3회 반복하여 측정하여 평

균값으로 나타냈다(Lim 등, 2003).

조직감

조리 후 10분 이내의 면을 texture analyzer (Zwicki 500N. Zwick/

Table 1. Box-Behnken design for optimization of gluten-free rice

udon according to rice flour, acetylated distarch adipate, and
trehalose (unit: g)

Sample No. A1) B C

1 40 15 3

2 40 15 0

3 40 10 1.5

4 40 20 1.5

5 50 10 0

6 50 20 0

7 50 15 1.5

8 50 15 1.5

9 50 15 1.5

10 50 20 3

11 50 10 3

12 50 15 1.5

13 50 15 1.5

14 60 15 0

15 60 20 1.5

16 60 10 1.5

17 60 15 3

1)A=Rice flour (g), B=Acetylated distarch adipate (g), C=Trehalos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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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ll. Ulm. Germany)를 이용하여 texture profile analysis (TPA)를 3

회 반복 실험하였다. 측정조건은 probe는 cylinder형으로 직경 20 mm,

deformation 70%, hold time 1 s, pre-test speed, test speed, post-test

speed를 각각 3.0 mm/sec 조건으로 측정하였다(No 등, 2019).

통계처리

모든 분석결과는 SPSS 프로그램(SPSS version 26.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ANOVA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5% 수준에서 Duncan의 다중범위 시험법으로 유의성을 검정

하였다(Min 등, 2010).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Table 2는 글루텐 프리 쌀 우동의 일반성분을 측정한 결과이

며, 일반성분에 대한 반응표면 그래프는 Fig. 1a-d과, Perturbation

plot은 Fig. 2와 같다. 기존 국수의 일반성분의 경우 수분함량 7.19-

8.18%, 단백질 9.89-13.40%, 지방 0.29-0.68%, 회분 0.73-2.66%인

결과가 확인되었다(Alemayehu 등, 2016). 본 실험에서 수분함량

은 39.27-48.72%였다. 조단백질은 0.42-0.99%이며 조지방은 0.97-

2.16%였다. 조회분의 경우 1.60-2.66%였다. Alemayehu 등(2016)

이 보고한 값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국수에 사용된

전분의 대체 비율과 전분 종류에 따른 일반성분 차이가 발생하

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Lee 등(2014)에 따르면 생면의 수분함량

은 37.69-39.26%였다. 일반성분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6

에 나타내었으며, A (쌀가루), B (변성전분), C (트레할로스)에 대

한 수분함량을 회귀분석한 결과, 독립변수가 각각 작용하는 Linear

Model로 나타났으며, R-squared가 0.8812로 결과에 대한 높은 상

관관계를 설명하였으며 p-value가 <0.0001로 유의적인 결과를 나

타내었다.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을 회귀분석한 결과, 모두

Quadratic Model이 선정되었으나 p-value가 0.05 이상으로 유의적

이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조리특성

글루텐 프리 우동의 조리특성에 대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

내었다. 글루텐 프리 쌀 우동의 조리특성을 평가한 결과, 수분 흡

수율은 51.15-65.19%를 가지며 부피는 30.74-34.20 mL, 탁도는

0.27-0.53, 조리손실율은 3.53-5.82%, 용출고형분 함량은 1.14-1.85

g이었다. Kim(2002)에 의하면 탁도는 0.23-0.39, 조리손실율은 6.35-

8.09%였으며, Choi 등(2014)에 따르면 쌀국수의 수분흡수율은

29.38-45.19%, 조리손실율은 5.75-6.16%, 부피는 23.67-31.00 mL,

탁도는 2.02-2.38이라는 결과가 존재하였다.

조리손실을 나타내는 탁도와 용출고형분과 조리면의 수분흡수

율 및 부피는 국수의 조리품질을 나타내는 주요 인자이다. 국수

를 삶은 후 수분흡수율과 부피는 쌀가루 함량이 많을수록 수분

흡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쌀가루의 첨가량에 따라 보

수력이 증가하여 높은 수분흡수율을 나타낸 것으로, Park과 Cho

(2006)의 보고한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트레할로스 함량

에 따른 수분 흡수율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분 호화에 대한 당

의 저해작용으로 용매의 유동성을 감소시켜 수분이 전분 입자의

내부로 침투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Kim 등, 2014).

부피는 5번 샘플이 가장 낮았다. Park과 Cho(2006)의 결과인

50.00-52.00과 비교 시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분

흡수에 따른 국수의 무게 증가가 부피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Kim 등(1996)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실험에서 수분흡

수율이 Park과 Cho(2006)의 수분흡수율인 189.85-210.65%와 비교

시 낮았으며 부피 또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조리수의 탁

도는 2번 샘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용출고형분의 경우 5번

이 가장 높으나 유의적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분흡수율과 부피에 대한 반응표면 그래프는 Fig. 1e-1f와 같

이 나타났다. 쌀가루와 변성전분 함량이 높을수록 수분흡수율, 부

피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변성전분이 생 전분에 비

해 팽윤력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친수성 acetyl 치

환기의 도입으로 인하여 전분 입자 내부에 수소결합이 형성되어

수분보유력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설명되었다(Cho 등, 2014).

Table 2. Proximate compositions of gluten-free rice udon with different combinations of experimental factors derived using Box-

Behnken design

No
Ingredients1) Response

A B C Moisture content (%) Crude protein (%) Crude lipid (%) Crude ash (%)

1 40 10 1.5 48.72e 0.58a 1.56a 1.60a

2 40 15 3.0 44.38d 0.99b 1.52a 2.13ab

3 40 20 1.5 44.04d 0.59a 2.16b 1.68a

4 40 15 0 44.20d 0.69a 2.09a 2.66ab

5 50 15 1.5 42.50c 0.49a 1.80a 1.64a

6 50 20 0 40.87b 0.74a 1.53a 2.14ab

7 50 20 3.0 40.84b 0.42a 1.19a 1.55a

8 50 10 0 44.54d 0.65a 1.01a 2.96bc

9 50 10 3.0 43.95d 0.97ab 1.67a 2.61abc

10 60 15 0 40.87b 0.87ab 2.95a 3.35c

11 60 20 1.5 38.84a 0.49a 6.48ab 1.88ab

12 60 10 1.5 40.39b 0.60a 4.46ab 1.63a

13 60 15 3.0 39.27a 0.79a 0.97a 1.87ab

Value in table are the average of three determinants.
1)A=Rice flour (g), B=Acetylated distarch adipate (g), C=Trehalose (g)
2)a-dMeans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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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도

글루텐 프리 쌀 우동의 색도에 관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나

타났다. 국수의 품질을 결정짓는 인자 중 하나로 명도, 적색도,

황색도 값이 클수록 국수의 품질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

히 명도 값이 크면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일반적으로 국수에 대

체되는 분말 양이 증가할수록 명도는 감소하고 적색도와 황색도

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Park 등, 2015). 본 연구에서

우동 숙면의 색도는 L*값은 68.27-77.57, a*값은 –0.77- −1.81이며

b*값은 3.01-4.88로 측정되었다. 명도와 황색도에 대한 반응표면

그래프는 Fig. 3a-3b와 같으며 Perturbation plot은 Fig. 4와 같다.

Nam 등(2015)에 따르면 생면의 L*값은 66.60-71.67, a*값은 7.27-

7.60이며 b*값은 14.80-18.47로 측정되었고, Lee 등(2014)에 따르

Fig. 1. Response surface (3D) generated from Box-Behnken design: effects of acetylated distarch adipate (x-axis) and rice flour (y-axis)

concentration on (a) moisture content, (b) crude protien, (c) crude ash, (d) curde lipid, (e) water absorption, and (f) volume (z-axis; a to

f) G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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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숙면의 L*값은 72.71-75.44, a*값은 1.33-2.31이며 b*값은

20.52-21.14로 측정되었다. Lee와 Lee(2006)에 따르면 건식제분과

반습식제분에 비해 습식제분 쌀가루로 제조한 경우 적색도와 황

색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기존 우동에 비하면 a*값이 상

당히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GFU에 습식 제분된 쌀가루를

이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응모형 그래프(Fig. 3b)에서 쌀가루 함량이 높을수록 황색도

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Park과 Cho(2006)에 의하면

대체분의 첨가 비율이 높을수록 복합분의 명도가 떨어진다고 보

고하였는데 이로 보아 쌀가루와 아세틸아디핀산이전분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명도 값이 감소한 결과와 상응함을 알 수 있었다. 조

리면의 색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조리면의

Fig. 2. Perturbation plot for effect of rice flour (A), acetylated distarch adipate (B), and trehalose (C) on (a) moisture content, (b) crude

protein, (c) crude lipid, (d) crude ash, (e) water absorption, and (f)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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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를 회귀분석한 결과, 독립변수가 각각 작용하는 linear 형태

로 나타났으며, R-squared가 0.5882, p-value는 0.0113으로 유의적

인 결과를 보였다. 황색도 또한 linear 형태였으며 R-squared가

0.5223, p-value는 0.0214로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Table 6의 반

응표면 결과, 명도에 있어서 A, B, C에 대해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황색도는 A에 있어서 약간의 양의 상관관계(R2=0.5223)

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감

Table 5는 글루텐 프리 쌀 우동의 조직감을 측정한 표이다. 조

리면의 경도는 1.28-5.05 N, 탄성 0.06-0.18, 검성 0.44-22.54 N, 씹

힘성 0.05-4.61 N, 응집성은 0.35-4.69였다. 숙면의 조직감은 경도

는 1561.77-1754.37이며 부착성은 31.73-40.77, 씹힘성은 1048.80-

1207.00과 경도는 1683.69-1908.79 g, 부착성 –58.16- −90.56 g·sec,

탄성 0.32-0.56, 응집성 0.67-0.70, 씹힘성은 370.26-701.86인 결과

Table 3. Cooking properties of gluten-free rice udon with different combinations of experimental factors derived using Box-Behnken

design

No
Ingredient 1) Response

A B C WA (%) Volume (mL) Turbidity (A675nm) Cooking loss (%) Solid yield (g)

1 40 10 1.5 59.94bcde 33.33abc 0.33abc 3.91ab 1.27a

2 40 15 3.0 58.13abcde 33.33abc 0.53d 5.15ab 1.67a

3 40 20 1.5 54.98abc 32.22abc 0.30ab 5.41ab 1.75a

4 40 15 0 52.92ab 31.85abc 0.52d 4.61ab 1.44a

5 50 15 1.5 52.69ab 30.74a 0.48d 5.82b 1.85a

6 50 20 0 58.55abcde 32.96abc 0.24a 3.53a 1.14a

7 50 20 3.0 54.77abc 32.22abc 0.27ab 4.56ab 1.45a

8 50 10 0 58.25abcde 32.96abc 0.35bc 3.90ab 1.29a

9 50 10 3.0 51.15a 31.49ab 0.30ab 5.44ab 1.73a

10 60 15 0 63.08de 33.70bc 0.27ab 4.90ab 1.65a

11 60 20 1.5 61.90cde 33.95bc 0.46d 5.48ab 1.83a

12 60 10 1.5 56.07abcd 31.48ab 0.34abc 4.64ab 1.48a

13 60 15 3.0 65.19e 34.20c 0.43cd 4.62ab 1.57a

Value in table are the average of three and nine determinatns.
1)A=Rice flour (g), B=Acetylated distarch adipate (g), C=Trehalose (g) and WA=water absorption.
2)a-dMeans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test (p<0.05).

Table 4. Color of gluten-free rice udon with different combinations of experimental factors derived using Box-Behnken design

No
Ingredient1) Response

A B C L* a* b*

1 40 10 1.5 75.30efg -1.39a 3.16a

2 40 15 3.0 75.46fg -1.53bcdef 4.15cde

3 40 20 1.5 78.36h -1.63abcd 3.01a

4 40 15 0 77.57gh -1.68abc 3.68bc

5 50 15 1.5 68.27b -1.45cdef 3.35ab

6 50 20 0 75.17ef -1.34fg 3.02a

7 50 20 3.0 65.44a -1.44def 3.38ab

8 50 10 0 74.66ef -1.61abcde 3.89cd

9 50 10 3.0 73.00de -0.77h 4.45ef

10 60 15 0 71.13cd -1.16g 4.38de

11 60 20 1.5 69.31bc -1.72ab 4.37de

12 60 10 1.5 69.63bc -1.69ab 4.88f

13 60 15 3.0 68.56b -1.81a 4.28de

Values in table are the average of nine determinants.
1)A=Rice flour (g), B=Acetylated distarch adipate (g), C=Trehalose (g)
2)a-dMeans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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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되었다(Lee 등, 2014; Nam 등, 2015). 또한 응집성이

0.37-0.49, 탄성이 0.37-0.60인 결과도 있었다(Kim, 2002). 용출고

형분과 탁도의 경우 조직감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Table 3의 탁도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4번 샘플에서 씹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용출고형분과 탁도 값이 낮은 1번 샘플에서는 씹힘성이 낮게 나

타났다. 이는 Yang과 Kim(2010)의 결과와 같았다.

Table 6에 따르면 조리면의 조직감에 대한 회귀분석 중

springiness는 Quadratic 모델이 선정되었으며 R-squared가 0.2643

으로 결과에 대한 낮은 설명을 보였으며, p-value가 0.05 이상으

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Gumminess, chewiness, cohesiveness

에서는 linear 모델이 선정되었으며 R-squared가 0.2643, 0.1078,

0.3906이며 p-value는 0.05 이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

Table 5. Textural properties of gluten-free rice udon with different combinations of experimental factors derived using Box-Behnken

design

No
Ingredient1) Response

A B C Hardness (N) Springiness Gumminess (N) Chewiness (N) Cohesiveness

1 40 10 1.5 1.28a 0.13abcd 0.44 0.05 0.35

2 40 15 3.0 1.78ab 0.16bcd 0.67 0.11 0.37

3 40 20 1.5 1.54ab 0.08abc 5.47 0.58 3.38

4 40 15 0 3.39e 0.19d 10.02 1.87 2.77

5 50 15 1.5 2.58d 0.06a 1.45 0.06 0.60

6 50 20 0 2.05bc 0.08abc 2.39 0.15 1.14

7 50 20 3.0 3.48e 0.11abcd ND ND ND

8 50 10 0 1.87b 0.07ab 6.56 0.45 3.69

9 50 10 3.0 2.85d 0.12abcd 2.01 0.26 0.69

10 60 15 0 5.05f 0.18cd 22.54 4.61 4.69

11 60 20 1.5 2.48cd 0.13abcd 2.10 0.28 0.86

12 60 10 1.5 2.57d 0.11abcd 3.49 0.37 1.49

13 60 15 3.0 1.98b 0.13abcd ND ND ND

Values in table are the average of nine determinants.
1)A=Rice flour (g), B=Acetylated distarch adipate (g), C=Trehalose (g).
2)a-dMeans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test (p<0.05).
ND: not detected.

Table 6.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proximate compositions, cooking and texture properties of gluten-free rice udon

Response Model Mean R-squared1) F-value Prob>F Equation in terms of coded factors3)

Moisture content Linear 27.34 0.8812***2) 30.67 <0.0001 42.57-2.75A-1.63B-0.25C

Crude protein Quadratic 0.062 0.7714 8.19 0.0589
0.49-0.0125A-0.07B+0.0275C-0.03AB-0.095AC-
0.16BC+0.1075A2-0.0325B2+0.2375C2

Crude lipid Quadratic 19.13 0.2662 2.61 0.2260
1.80-0.31A+1.58B+0.28C-2.15AB-0.35AC-
0.25BC+2.45A2+1.92B2-2.37C22

Crude ash Quadratic 0.56 0.2650 2.21 0.2653
1.64+0.083A-0.19B-0.37C+0.042AB-0.24AC-
0.060BC+0.12A2-0.065B2+0.74C2

Water absorption Linear 18.60 0.0081 1.03 0.4234 57.51+2.53A+0.60B-0.44C

Volume Quadratic 1.82 0.0493 1.68 0.3406
30.74+0.33A+0.26B-0.029C+0.89AB-
0.24AC+0.18BC+1.43A2+0.57B2+1.10C2

Lightness Linear 44.34 0.5882* 6.71 0.0113 72.45-3.51A-0.54B-2.01C

Yellowness Linear 0.99 0.5223* 5.37 0.0214 3.85+0.49A-0.33B+0.16C

Springiness Quadratic 4.806E-003 0.2108 3.67 0.1568
0.060-1.250e-003A-3.750E-003B+0C+0.018AB-5.000E-
003AC-5.000E-003BC+0.061A2-8.750E-003B2+0.044C2

Gumminess Linear 68.63 0.2643 2.44 0.1315 4.40+1.44A+0.32B-4.85C

Chewiness Linear 2.17 0.1078 1.48 0.2837 0.68+0.33A-0.015B-0.84C

Cohesiveness Linear 5.29 0.3906 3.56 0.0603 1.54+0.021A-0.10B-1.40C

1)0≤R2
≤1

2)*p<0.05, **p<0.01, ***p<0.001.
3)A=Rice flour, B=Acetylated distarch adipate, C=Treha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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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탄성, 검성, 씹힘성과 응집성에 대한 반응표면 그래프는 Fig.

3c-3f에 나타내었다. 변성전분의 함량이 적을수록 탄성이 높았으

며 쌀가루의 함량이 높을수록 탄성, 검성, 씹힘성, 응집성이 증가

하는 양상을 보였다. 변성전분 함량이 많을수록 경도가 높게 나

타났으며 Lee 등(2012)에 따르면 변성전분이 수분함량에 영향을

미쳐 가수량 감소에 의한 경도가 증가되었을 것이라 하였다. 변

성전분 함량이 많을수록 탄성이 감소하였는데 변성전분이 면의

호화를 쉽게 하고 조리 후 면의 탄성을 낮추게 하여 부드러운 식

감을 부여해주며, 면의 재수화 시간을 빠르게 하고 조리면을 더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Cho 등, 2014). 또한 탄성과 씹힘성이 낮은 경우 쫄깃함이 없는

국수가 제조되며 응집성, 씹힘성이 높으면 쫄깃한 국수가 제조되

Fig. 3. Response surface (3D) generated from Box-Behnken design: effects of acetylated distarch adipate (x-axis) and rice flour (y-axis)

concentration on (a) lightness, (b) yellowness, (c) springiness, (d) gumminess, (e) chewiness and (f) cohesiveness (z-axis; a to f) of G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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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부서짐성을 제외한 검성, 씹힘성, 경도 등이 높게 나타나 보

다 쫄깃하면서 탄성이 강한 기호성 높은 면발이 제조된다는 것

을 Kim 등(2005)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쌀가루 함량

이 많고 변성전분 함량이 적을수록 기호성이 높은 면발을 제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가공용 쌀 이용성 향상을 위한 쌀 가공 제품개

발과 쌀 생면 제조 기술 확보를 위해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하

여 글루텐 프리 쌀 우동의 주원료인 쌀가루, 변성전분(아세틸아

Fig. 4. Perturbation plot for effect of rice flour (A), acetylated distarch adipate (B), and trehalose (C) on (a) lightness, (b) yellowness, (c)
spriniginess, (d) chewiness, (e) gumminess, and (f) cohe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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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핀산이전분), 트레할로스의 함량에 따른 글루텐 프리 쌀 우동

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제조 배합비를 Box-Behnken

법을 이용하여 최적화하였다. 반응모형에서 쌀가루 함량이 높을

수록 수분흡수율, 부피, 황색도, 탄성, 검성, 씹힘성, 응집성이 증

가하였으며 변성전분의 함량이 적을수록 황색도, 탄성이 높았다.

수분함량, 명도, 황색도는 linear 모델로 결정되었으며 p-value는

<0.0001, 0.0113, 0.0214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글루텐 프리 쌀

우동 주원료의 배합비는 트레할로스의 첨가 없이 쌀가루 60 g, 변

성전분 18.81 g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표

면 분석법을 통한 최적 배합비에 따라 글루텐 프리 쌀 우동을 제

조한 결과 백색도는 73.09, 수분 흡수율은 59.73%, 부피 32.61

mL, 탁도 0.44, 조리손실율 5.74%, 용출고형분 함량은 1.86%였다.

이 연구 결과는 글루텐 프리 쌀 우동 제조에 기초자료로 제공되

어 향후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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