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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develop functional bread and improve the quality of gluten-free brea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gluten-free rice bread made from soft-type rice 
(Bodeurami) flour mixed with black rice at different levels (0%, 10%, 20%, 30%, and 40%, 
w/w). An increase in the mix level of black-rice flour increased the weight of rice bread but 
reduced its volume, baking loss, volume expansion, and specific volume. The results for Hunter’s 
color value and texture measurements indicate that an increase in the content of black-rice 
flour reduced the L-value, the b-value, hardness, gumminess, and chewiness but increased the 
a-value, adhesiveness, and springiness. According to the sensory analysis, rice bread formulated 
with a mixture of soft-type rice flour (80%) and black-rice flour (20%) showed the highest 
scores in color, taste, texture, and overall preferences. With respect to flavor and appearance, 
bread samples with 20% and 30% black-rice flour were preferred to those with 0%, 10%, and 
40% black-rice flour. These results suggest that gluten-free rice bread mixed with wet-milling 
rice flour and black-rice flour can be used to develop functional and gluten-free b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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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흑미는 중국 광동지방과 운남지방에서 재배되었던 

곡물로 주요 생산지는 중국과 동남아 지역이며, 우리

나라 남부지역에서도 생산되고 있다(Oh et al. 2001; 

Jung et al. 2002). 최근 phytochemical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주식으로 섭취하는 쌀에서도 

백미가 아닌 현미나 유색미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Im & Lee 2010). 유색미는 색에 의해서 흑

미, 적미 및 흑향미 등 3종류로 구별되는데(Oh et al. 

2002), 그 중에서도 흑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

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각종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

고 있어 흑미 생산량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Jung et al. 2002). 

흑미는 현미 상태로 도정되어 유통되기 때문에 식

이섬유소 함량이 높고, 단백질, 지방, 무기질도 풍부

하며, 백미에는 부족한 비타민과 니아신, 카로틴 등

도 함유하고 있어 양성분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Ha et al. 1999; Jung & Eun 2003). 또한 흑미에

는 폴리페놀, 플라보이드, 안토시아닌 등 생리활성 

성분들도 함유되어 있다(Fardet et al. 2008). 흑미 쌀

겨층에 존재하는 안토시아닌 색소는 자홍색으로 

cyanidin-3-glucoside, malvidin-g-glucoside와 같은 

배당체가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독성과 부작용

이 없으며, DNA 손상억제, 항암작용, 항균활성, 노화

방지 효과 등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가 높게 나타나 

기능성 쌀 가공소재로서 이용 가치가 높다(Tsuda et 

al. 1994; Kang et al. 1996; Nam & Kang 1998; Park 

et al. 2008a).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로 쌀과 

같이 gluten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곡물을 이용한 연

구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Kang 

et al. 2013). 이는 밀, 호밀, 보리 및 귀리 등과 같은 

곡물을 섭취했을 때 유전적, 면역학적, 환경적 요인

과 gluten에 대한 민감성에 의해 개인의 차이에 따라 

celiac disease와 같은 소화 장애가 나타나지만 쌀은 

gliadin을 함유하고 있지 않고 단백질과 나트륨의 함

량이 밀에 비해 낮아 celiac disease에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Holmes 2001; Gujral et al. 

2003).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로 인해 밀가루 대체 

재료로 쌀가루를 이용하고 있으나 쌀가루의 경우 제

품의 제조과정에서 망상구조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

에 최종 제품의 형태와 품질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Torbica et al. 2006).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transglutaminase(Ha et al. 2012), 활성글루텐(Im & 

Lee 2010; Lee 2011) 등을 첨가하는 방법과 쌀가루 

입자의 크기와 제분방법(Lee & Lee 2006; Park et al. 

2008b; Kang et al. 2014) 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

었으나 다양한 쌀 bakery 제품을 만들기 위해 특정 

쌀 품종을 이용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흑미의 기능성이 알려지면서 밥에 혼용하는 형태

에서 인절미(Cho & Cho 2000), 쿠키(Park & Chang 

2008), 김치(Mo et al. 2010), 막걸리(Kim et al. 

2012) 등에 첨가하여 각 제품의 품질특성에 대한 연

구가 시도되었고, 1인 가정이 증가되면서 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빵에 

흑미를 첨가한 연구(Hwang & Kim 2000; Oh et al. 

2001; Jung et al. 2002; Lee et al. 2007; Kim & Lee 

2011)가 있었으나 대부분 밀가루와 흑미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밀가루에 함유된 글루텐에 민감한 소비자

들까지는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흑미가루를 첨가한 쌀 식빵에 대한 연구(Im & Lee 

2010)가 이미 보고되었으나 이는 쌀 식빵을 제조할 

때 부풀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활성글루

텐을 첨가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쌀 식빵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반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경질미 대신 쌀의 경도가 

낮고 쌀 입자가 고운 품종인 보드라미(수원 541호)를 

습식제분하여 이용하 고, gluten-free 쌀 식빵의 품

질 향상을 위하여 향미가 강하고 단백질, 안토시아닌 

및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선향흑미 가루를 0~40% 첨

가한 쌀 식빵을 제조하여 품질특성을 분석하 다. 

II. 연구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쌀가루는 2013년에 재배한 

연질미(수원 541호)와 흑미(선향흑미)는 전남농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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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1)

Ingredients
A B C D E

Rice flour 1,000 900 800 700 600

Black-rice flour 0 100 200 300 400

Corn starch 200 200 200 200 200

Tapioca starch 100 100 100 100 100

Xanthan gum 30 30 30 30 30

Yeast 50 50 50 50 50

Salt 17 17 17 17 17

Milk powder 50 50 50 50 50

Corn syrup 330 330 330 330 330

Canola oil 250 250 250 250 250

Water 1,300 1,300 1,300 1,300 1,300
1)A : 100% soft-type rice flour

 B : A mixture of soft-type rice flour (90%) and black-rice flour (10%)
 C : A mixture of soft-type rice flour (80%) and black-rice flour (20%)
 D : A mixture of soft-type rice flour (70%) and black-rice flour (30%)

 E : A mixture of soft-type rice flour (60%) and black-rice flour (40%)

Table 1. Formulas for rice bread with black-rice flour

(Unit: g)

술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시료로 사용하 다. 그 외 식

빵 제조에 사용한 옥수수전분(Samyang, Seoul, Korea), 

타피오카전분(Samyang, Seoul, Korea), 잔탄검(Jung 

bunzlauer Co., Basel, Switzerland), 소금(kkotsogeum, 

Sajo Co., Seoul, Korea), 이스트(Saf red instant yeast, 

Lesaffre, Marcq-en-Baroeul, France), 분유(New milky, 

Hee Chang Co., Gyeongsangnam-do, Korea), 물엿

(Korean corn syrup, Ottogi Ltd., Kyounggi-do, Korea), 

카놀라유(Daesang Co., Ltd., Seoul, Korea)는 순천

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마트에서 각각 구입하여 사용

하 다.

2. 쌀가루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습식제분 연질미 쌀가루 제조는 

쌀을 수세한 후 2시간 침지하여 중심까지 수분포화 

시킨 후 roll mill(SP-SUS101, SinpoongENG, Gyeonggi- 

do, Korea)로 2회 분쇄한 후 건조하여 다시 기류식 

초미분쇄기(Dream Mill DM-150S, Furukawa, Japan)

로 200 mesh 분쇄하여 사용하 고, 건식제분 흑미 

쌀가루는 기류식 초미분쇄기(Dream Mill DM-150S, 

Furukawa, Japan)로 200 mesh 분쇄하여 사용하

다. 상압가열건조법으로 측정한 습식제분한 연질미 

쌀가루의 수분 함량은 7.57%이었고, 건식제분한 흑

미 쌀가루의 수분 함량은 7.51%이었다. 

3. 흑미 쌀가루 첨가 gluten-free 쌀 식빵 제조

예비실험을 통하여 gluten-free 쌀 식빵의 재료와 

배합비를 결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질미 쌀

가루 100% 식빵은 직접반죽법(AACC 2014)에 따라 

연질미 쌀가루 1000 g과 물 1300 mL, 옥수수전분 

200 g, 타피오카전분 100 g, 잔탄검 30 g, 이스트 50 

g, 소금 17 g, 분유 50 g, 물엿 330 g, 카놀라유 250 

mL을 넣어 제조하 고, 흑미 쌀가루 첨가 식빵은 연

질미 쌀가루에 대해 10~40%를 흑미 쌀가루로 대체하

여 제조하 다. 흑미 쌀가루를 첨가한 쌀 식빵의 제

조는 각 시료의 분량대로 계량하여 반죽기(5KPM5E, 

Whirlpool Inc., Michigan, USA)를 이용하여 저속으

로 1분간 수화시킨 후, 반죽온도 27℃에서 중속으로 

4분간 믹싱하 다. 믹싱한 반죽은 식빵 팬(17×9×8 

cm)에 반죽을 360 g씩 분할하여 담은 후 온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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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 90%에서 20분간 발효시켰다. 발효가 끝난 반죽

을 윗불 190℃, 아랫불 200℃의 전기오븐(CPC-102, 

Dae Yung machinary Co., Seoul, Korea)에서 40분

간 구웠다. 구워진 식빵은 실온에서 1시간 냉각한 후 

슬라이서(HYTS-1013, Han Yung Co, Seoul, Korea)

로 10 mm 두께로 자른 후 시료로 사용하 다. 

4. 무게, 부피, 굽기손실률, 부피팽창율 및 비용적 

측정

흑미 쌀가루를 첨가한 쌀 식빵의 무게는 실온에서 

1시간 방냉 후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무게를 측정하

고, 부피는 종자치환법(Campbell PG 1979)으로 

측정하 다. 굽기손실률은 제조한 식빵을 1시간 방냉

한 후 측정한 무게(b)와 분할한 반죽 무게(a)로 아래 

공식에 따라 구하 다. 부피팽창율은 분할한 반죽 부

피와 제조한 식빵의 부피비로 나타내었고, 비용적은 

식빵의 중량에 대한 식빵의 부피의 비(mL/g)로 구하

다. 

굽기손실율(%) =
a - b

× 100
a

5. 외관 및 단면 측정

흑미 쌀가루를 첨가한 쌀 식빵의 외관과 단면은 

실온에서 1시간 방냉하여 슬라이서(HYTS-1013, Han 

Yung Co, Seoul, Korea)로 단면을 자른 후 디지털카

메라(D300s, Nikon, Tokyo, Japan)로 촬 하 다. 

6. 색도 측정

흑미 쌀가루를 첨가한 쌀 식빵의 내부 색도는 색

차계(JC 801S, Tokyo, Japan)를 사용하여 백색도, 적

색도 및 황색도 값을 측정하 다.

7. 물성 측정

흑미 쌀가루를 첨가한 쌀 식빵의 물성 측정은 

texture analyzer(TA-XT2i, Stable Micro System Co., 

Surrey, UK)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시료는 제조된 

식빵을 슬라이서(HYTS-1013, Han Yung Co, Seoul, 

Korea)로 10 mm로 절단한 식빵을 두장 겹쳐 놓은 

후 AACC 74-09 standard method(Stable Micro System 

2014)에 따라 측정하 다. 측정조건은 test mode: 

measure force compression, test speed: 1.0 mm/s, 

strain: 50%, probe: P/35(aluminum cylinder probe, 

Ø35mm)로 측정하여 얻어진 force-distance curve로

부터 식빵의 경도(hardness), 탄력성(springiness), 응집

성(cohesiveness), 점착성(gumminess), 씹힘성(chewiness)

의 값을 구하 다.

8. 관능검사

흑미 쌀가루를 첨가한 쌀 식빵의 관능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조리과학과 대학(원)생 15명을 대상으

로 하여 한 개의 시료를 먹고 나면 반드시 물로 입안

을 헹구도록 하 고, 1~2분 지난 후에 다른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 다. 평가 항목은 색(color), 향미

(flavor), 맛(taste), 외관(appearance), 질감(texture) 

및 전체적인 선호도(overall preference)이며, 각각의 

특성은 15점 line-scale로 평가하 으며, 1점은 ‘매우 

좋지 않다’, 15점은 ‘매우 좋다’로 평가하 다. 

9. 통계처리방법

실험결과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으로 통계처리 하 으며,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검증하 다. 

III. 결과 및 고찰

1. 흑미 쌀가루를 연질미에 배합하여 만든 쌀 식

빵의 무게, 부피, 굽기손실률, 부피팽창율 및 

비용적

습식제분한 연질미 쌀가루에 흑미 쌀가루를 첨가

하여 제조한 쌀 식빵의 무게, 부피, 굽기손실율, 부피

팽창율 및 비용적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쌀 

식빵의 무게는 흑미 쌀가루 40% 첨가 식빵에서 

303.67 g으로 가장 무거웠고, 연질미 쌀가루 100% 

식빵에서 297.50 g으로 가장 가벼웠다. 흑미 쌀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쌀 식빵의 무게는 증가하 고, 

시료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쌀 식빵의 부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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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ing 
properties

Samples1)

Weight
(g)

Volume
(mL)

Baking loss
(%)

Volume
expansion (%)

Specific
volume (mL/g)

A 297.50 ± 0.87d 644.67 ± 4.38a 17.36 ± 0.24a 72.94 ± 0.34a 2.17 ± 0.02a

B 299.50 ± 0.50cd 637.20 ± 0.72b 16.81 ± 0.14ab 70.91 ± 0.48b 2.13 ± 0.00b

C 300.33 ± 1.53bc 623.03 ± 5.22c 16.57 ± 0.42bc 64.85 ± 0.92c 2.07 ± 0.02c

D 302.50 ± 1.80ab 603.33 ± 2.77d 15.97 ± 0.50cd 60.96 ± 0.79d 1.99 ± 0.00d

E 303.67 ± 1.53a 576.37 ± 3.00e 15.65 ± 0.42d 53.13 ± 0.56e 1.90 ± 0.02e

All values indicate the mean ± SD. a-eMean ± SD result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given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range test.

Table 2. Weight, volume, baking loss, volume expansion, and specific volume of rice bread with 

black-rice flour

연질미 쌀가루 100% 식빵에서 644.67 mL으로 가장 

높았고, 흑미 쌀가루 40% 첨가 식빵에서 576.37 mL

으로 가장 낮았다. 쌀 식빵의 부피는 무게와는 반대

로 흑미 쌀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시료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흑

미 쌀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무게는 증가하고 부

피가 감소하는 것은 Lee et al.(2007)의 밀가루에 흑

미 쌀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한 식빵의 연구에서와 같

이 흑미 쌀가루의 섬유소 성분이 수분을 흡수하여 무

게가 증가하고 많은 수분 보유로 인하여 식빵이 부풀

지 못하고 꺼지는 현상을 보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

다. Im & Lee(2010)의 쌀가루에 흑미가루와 gluten

을 첨가하여 제조한 식빵의 연구에서 흑미가루를 첨

가한 쌀 식빵의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흑미가

루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의 부피가 가장 높았고, 

흑미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쌀 식빵의 부피는 감

소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식빵에

서 부피는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

피가 증가하면 부드러운 식감을 갖게 되는데 이는 단

백질의 양과 질, 반죽의 특성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밀가루에 흑미가루를 첨가하여 제조한 식빵

의 연구(Jung et al. 2002)에서도 흑미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부피는 감소하 다. 식빵의 굽기손실률

은 연질미 쌀가루 100% 식빵에서 17.36%로 가장 높

았고, 흑미 쌀가루 40% 첨가 식빵에서 15.65%로 가

장 낮았으며, 시료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

구에서 흑미 쌀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굽기손실

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는데, 흑미를 첨가한 반죽

의 발효와 식빵의 품질에 관한 연구(Oh et al. 2001)

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식빵의 굽기 전과 

후의 무게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굽기손실률은 구운 

후 중량의 감소의 원인으로 수분증발과 발효 등의 휘

발성 성분의 손실에 의한 것으로 흑미 쌀가루 첨가량

이 클수록 수분흡착력이 높아져 굽기손실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쌀 식빵의 부피팽창율과 비용적도 

연질미 쌀가루 100% 식빵에서 각각 72.94% 및 2.17 

mL/g으로 가장 높았으며, 흑미 쌀가루 40% 첨가 식

빵에서 각각 53.13% 및 1.90 mL/g으로 가장 낮았으

며, 시료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흑미 쌀가루를 연질미에 배합하여 만든 쌀 

식빵의 외관, 단면 및 색도

습식제분한 연질미 쌀가루에 흑미 쌀가루를 첨가

하여 제조한 쌀 식빵의 외관과 단면을 각각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측정한 결과에서 보듯이 흑미 

쌀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쌀 식빵의 부피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보 고, 흑미 쌀가루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에 의하여 쌀 식빵의 색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습식제분한 연질미 쌀가루에 흑미 쌀가루를 첨가

하여 제조한 쌀 식빵의 L값, a값 및 b값을 측정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Fig.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쌀 식빵의 L값은 습식제분한 연질미 100% 식빵이 

77.53으로 가장 높았고, 흑미 쌀가루 40% 첨가 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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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mages of rice bread with black-rice flour.

Color value
Samples1) L a b

A 77.53 ± 0.02a -1.00 ± 0.09d 14.14 ± 0.07a

B 48.17 ± 0.15b 9.61 ± 0.16c 7.13 ± 0.12b

C 37.71 ± 0.18c 12.35 ± 0.20b 5.97 ± 0.19c

D 32.64 ± 0.81d 12.49 ± 0.35b 5.92 ± 0.19c

E 29.52 ± 0.30e 12.87 ± 0.34a 5.62 ± 0.16d

All values indicate the mean ± SD. a-eMean ± SD result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given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range test.

Table 3. Hunter’s color value of rice bread with black-rice flour

이 29.52로 가장 낮았으며, 시료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쌀 식빵의 a값은 흑미 쌀가루 40% 첨가 식빵

이 12.87로 가장 높았고, 연질미 쌀가루 100% 식빵

이 –1.00으로 가장 낮았으며 시료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쌀 식빵의 b값은 L값과 마찬가지로 연질미 

쌀가루 100% 식빵이 14.14로 가장 높았고, 흑미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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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ure
Samples1)

Hardness
(kg)

Adhesiveness Springiness Cohesiveness Gumminess Chewiness

A 1.13 ± 0.04a 0.12 ± 0.01d 0.94 ± 0.01a 0.55 ± 0.00 0.62 ± 0.03a 0.58 ± 0.03a

B 0.91 ± 0.00b 0.13 ± 0.00cd 0.95 ± 0.00a 0.54 ± 0.00 0.49 ± 0.00b 0.47 ± 0.00b

C 0.88 ± 0.02b 0.13 ± 0.00c 0.93 ± 0.01b 0.54 ± 0.00 0.48 ± 0.01b 0.44 ± 0.01c

D 0.73 ± 0.02c 0.14 ± 0.01b 0.93 ± 0.00bc 0.54 ± 0.00 0.40 ± 0.01c 0.37 ± 0.01d

E 0.56 ± 0.02d 0.17 ± 0.00a 0.92 ± 0.01c 0.54 ± 0.00 0.30 ± 0.01d 0.28 ± 0.01e

All values indicate the mean ± SD. a-eMean ± SD result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given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range test.

Table 4. Textural characteristics of rice bread with black-rice flour

가루 40% 첨가 식빵이 5.62로 가장 낮았으며 시료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흑미 쌀가루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L값과 b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 a값

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는데 이는 흑미 쌀가루에 들

어있는 anthocyanin 색소 성분에 의한 것으로 생각

된다. 팽화흑진주미를 이용하여 흑미빵을 제조한 연

구(Hwang & Kim 2000), 찰흑미분을 첨가한 식빵에 

관한 연구(Lee et al. 2007) 그리고 흑미가루 복합분

을 스펀지 케이크에 첨가한 연구(Park & Chang 

2008)에서는 모두 밀가루가 주재료이었으나 쌀가루

만을 이용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 고, 

이와 같은 결과는 흑미의 주요 색소인 cyanidin 

3-glucoside와 malvidin-3-glucoside의 적자색이 강해

지면서 식빵의 색에 향을 준 것이라고 하 다. 

3. 흑미 쌀가루를 연질미에 배합하여 만든 쌀 식

빵의 물성

습식제분한 연질미 쌀가루에 흑미 쌀가루를 첨가

하여 제조한 쌀 식빵의 경도, 부착성, 탄력성, 응집

성, 점착성 및 씸힙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쌀 식빵의 경도는 연질미 쌀가루 100% 식빵에서 

1.13 kg으로 가장 높았고, 흑미 쌀가루 40% 첨가 식

빵에서 0.56 kg으로 가장 낮았다. 흑미 쌀가루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경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 고, 시

료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쌀 식빵의 경도는 수

분함량, 부피, 기공 등에 의해서 향을 받는데(Im & 

Lee 2010), 흑미 쌀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낮아지는 것은 흑미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 보유

량이 많아져 식빵의 부드러워진 것으로 생각되며, 

Oh et al.(2001)의 밀가루에 흑미가루를 첨가하여 제

조한 연구에서도 흑미가루를 첨가한 식빵이 흑미가

루를 첨가하지 않은 식빵보다 경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아밀로오스 함량과 쌀식빵의 특성 연구(Kum  

1998)에서 식빵의 부피가 작을수록 경도는 낮은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그리고 

쌀이 주재료인 식빵의 제조 및 품질특성(Kim et al. 

2005)의 연구에서도 무게가 무거운 식빵의 경도가 낮

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쌀가루만을 이용하여 제조

한 식빵이 밀가루를 이용한 식빵보다 경도가 낮은 것

은 쌀가루가 밀가루보다 찰기가 더 많기 때문이라 하

다. 쌀 식빵의 부착성은 흑미 쌀가루 40% 첨가 식

빵에서 0.17로 가장 높았고, 연질미 쌀가루 100% 식

빵에서 0.12로 가장 낮았다. 흑미 쌀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쌀 식빵의 부착성은 증가하 고, 시료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쌀 식빵의 부착성이 증가

한 것은 수분 보유량의 증가함에 따른 끈적임이 나타

난 것으로 생각된다. 쌀 식빵의 탄력성은 흑미 쌀가

루 10% 첨가 식빵에서 0.95로 가장 높았고, 흑미 쌀

가루 40% 첨가 식빵에서 0.92로 가장 낮았으며, 시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쌀 식빵의 응집성은 

0.54~0.55로 나타났으나 시료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쌀 식빵의 점착성과 씹힘성은 연질미 쌀가루 

100% 식빵에서 각각 0.62와 0.58로 가장 높았고, 흑

미 쌀가루 40% 첨가 식빵에서 각각 0.30과 0.28로 

가장 낮았으며, 경도와 마찬가지로 흑미 쌀가루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으며, 시료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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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y 
properties

Samples1)
Color Taste Flavor Appearance Texture

Overall
preference

A 7.29 ± 1.30d 9.35 ± 2.40c 8.33 ± 1.66c 12.59 ± 0.68a 10.10 ± 1.67b 8.73 ± 1.55c

B 9.95 ± 1.28c 12.81 ± 0.99a 9.36 ± 1.89c 11.99 ± 1.06a 11.03 ± 1.51b 10.45 ± 0.79b

C 13.70 ± 0.77a 13.41 ± 0.66a 11.80 ± 1.54a 9.43 ± 1.45b 12.28 ± 1.24a 12.50 ± 1.02a

D 12.34 ± 1.07b 11.60 ± 0.95b 12.45 ± 0.99a 8.27 ± 1.04c 10.44 ± 1.02b 10.77 ± 1.36b

E 10.58 ± 1.58c 8.43 ± 1.23c 10.65 ± 0.77b 8.01 ± 0.96c 7.95 ± 1.66c 9.45 ± 1.45c

All values indicate the mean±SD. a-eMean±SD result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given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range test.

Table 5. Sensory evaluation of rice bread with black-rice flour

4. 흑미 쌀가루를 연질미에 배합하여 만든 쌀 

식빵의 관능검사

습식제분한 연질미 쌀가루에 흑미 쌀가루를 첨가

하여 제조한 쌀 식빵의 색, 맛, 향미, 외형, 질감 및 

전체적인 선호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색에 대한 선호도 측정 결과, 흑미 쌀가루 20% 첨가 

식빵의 선호도가 13.7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

로 흑미 쌀가루 30% 첨가 식빵의 선호도가 12.34로 

높았으며, 연질미 쌀가루 100% 첨가 식빵의 선호도

가 7.29로 가장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흑

미 쌀가루 첨가한 쌀 식빵이 연질미 쌀가루만 100%

로 제조한 식빵보다 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

다. 맛에 대한 선호도 측정 결과, 흑미 쌀가루 20% 

첨가 식빵의 선호도가 13.4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으로 흑미 쌀가루 10% 첨가 식빵의 선호도가 12.81

로 높았다. 흑미 쌀가루 10~30% 첨가 식빵은 연질미 

100% 식빵보다 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흑미 쌀가루 40% 첨가 식빵은 연질미 쌀가루 100% 

식빵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흑미 쌀가루를 40% 

첨가하 을 때는 쌀 식빵에서 쓴맛이 느껴져 선호도

가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향미에 대한 선호도 측

정 결과, 흑미 쌀가루 30% 첨가 식빵의 선호도가 

12.45로 가장 높았고, 연질미 쌀가루 100% 식빵에서 

8.33으로 가장 낮았으며, 흑미 쌀가루를 첨가한 쌀 

식빵이 연질미 쌀가루 100%만으로 제조한 식빵보다 

향미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연질미 쌀가루에 

흑미 쌀가루를 첨가하여 쌀 식빵을 제조할 때 향미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에 대한 선호도 측정 

결과, 연질미 쌀가루 100% 식빵의 선호도가 12.59로 

가장 높았고, 흑미 쌀가루 40% 첨가 식빵의 선호도

는 8.01로 가장 낮았으며, 흑미 쌀가루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외형에 대한 선호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쌀 식빵의 부피와 외관 측

정에서 볼 수 있듯이 흑미 쌀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쌀 식빵의 꺼짐 현상으로 외형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질감에 대한 선호도 측정 

결과, 흑미 쌀가루 20% 첨가 식빵의 선호도가 12.28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흑미 쌀가루 10% 첨가 

식빵의 선호도가 11.03으로 높았으며, 흑미 쌀가루 

40% 첨가 식빵의 선호도가 7.95로 가장 낮았다. 흑

미 쌀가루 10~30% 첨가 식빵의 선호도가 연질미 쌀

가루 100% 식빵보다 질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

은 경도 측정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쌀 식빵의 경도

가 낮아 부드러운 질감을 느껴 선호도가 증가하 으

나 흑미 쌀가루 첨가량이 40%까지 증가할 경우 부착

성 결과와 같이 끈적임이 강해 오히려 선호도가 낮아

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인 선호도 측정 결과, 

흑미 쌀가루 20% 첨가 식빵의 선호도가 12.50으로 

가장 높았고, 연질미 쌀가루 100% 식빵의 선호도가 

8.73으로 가장 낮았으며, 흑미 쌀가루 첨가 식빵이 

연질미 쌀가루만을 이용하여 제조한 쌀 식빵보다 높

게 나타났다. 연질미 쌀가루에 흑미 쌀가루를 첨가하

여 식빵을 제조하면 향미가 증가하고 질감이 부드러

워져 특성을 보여 연질미 쌀가루와 흑미 쌀가루를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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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제조해도 상품으로 가치가 높을 것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gluten-free 식빵을 제조하기 위하

여 보드라미 품종을 습식제분하 고, 품질 향상을 위

하여 선향흑미 가루를 0~40% 첨가한 쌀 식빵의 품질

특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쌀 식빵은 

흑미 쌀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무게가 증가하

고, 부피, 굽기손실률, 부피팽창율 및 비용적은 감소

하 으며 시료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쌀 식빵의 

외관 및 단면을 측정한 결과, 연질미 쌀가루만을 이

용하여 제조한 식빵은 일반 식빵과 유사한 형태를 보

다. 쌀 식빵의 색도 측정에서는 흑미 쌀가루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L값과 b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 a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시료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쌀 식빵의 물성 측정에서 흑미 쌀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 점착성 및 씹힘성은 

감소하여 부드러웠고 탄력성은 감소하 고, 부착성

은 증가하여 끈적임이 높아졌으며 시료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쌀 식빵의 관능검사에서 색, 맛, 질감 

및 전체적인 선호도는 흑미 쌀가루 20% 첨가 식빵에

서 가장 높았고, 향미에 대한 선호도는 흑미 쌀가루 

30% 첨가 식빵에서 가장 높았고, 외형에 대한 선호

도는 연질미 쌀가루 100% 식빵에서 가장 높았으며 

시료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연질미 품종

인 보드라미를 습식제분한 쌀가루와 흑미 쌀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한 쌀 식빵은 향미와 질감 등이 증가하

기 때문에 일반 제품으로 사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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