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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쌀을 이용한 전통식품인 누룽지는밥을주식으로하는대

한민국 사람들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Yang & 
Choi, 2016). 과거 누룽지는 오늘날처럼 과자나 빵, 그 밖의
간식거리가 그다지 많지 않던 옛시절, 가장 많이 즐기던 간
식거리의 하나로 가매치 또는 눌은밥이라고도 한다. 누룽지
는 보통 재래식 밥솥에 밥을 지을 때, 밥솥 밑바닥에 놓인
쌀이나 보리ㆍ콩 같은 것들이 그대로밑바닥에눌어붙어 된

것으로, 그 분량에 따라 쌀누룽지․보리누룽지․콩누룽지
등으로 부르고 있는 곳도 있다(Lee, 1985). 
간식 먹거리가 귀했던 시절, 누룽지는 맛있고 고소하며, 

또 먹으면 배도 불러, 누구나 누룽지를 좋아하였고, 아이들
이 많은 집에서는 간식 먹거리로 많이 만들기도 했다(Kim, 
2010). 그러나 요즘은 과자나 빵, 그 밖의 간식 먹거리가 많
이 선보이고, 또 밥을 짓는 경우에도 예전처럼 재래식 밥솥
을 쓰지 않고, 전기밥솥이나 알루미늄 소재 용기 등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부러 누룽지를 만들고 있는 집이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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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white pan bread with added Nurungji, scorched 
rice. Nurungji powder at the level of 5% (N5), 10% (N10), 15% (N15), 20% (N20) was mixed with 
flour to make the bread. The overall effects of nurungji powder in pan bread were examined by investi-
gating fermentation rates, volume change, farinograph and TPA analysis, color and preference evalua-
tion. A control showed the highest fermentation rate by 60 min,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ll samples. Farinograph analysis showed that the water absorption rate was the lowest in 
control and increased with the addition of nurungji powder. In contrast, in dough development time, 
control was the shortest and the N20 was the longest. Dough stability showed the best with control, 
N20 showed the lowest value, and Dough weakness increased significantly as the amount of rice powder 
was increased. According to TPA analysis it had shown significant differences in hardness and chewi-
ness in the bread with Nurungi. Volume and specific volume tended to decrease as the amount of rice 
powder added increased. Sensory evaluation showed that the texture of bread had the highest with control, 
and the overall preference such as color, taste, and flavor showed the best with 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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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누룽지를 즐기거나 찾는 사람들의 수요도 점차 줄어
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누룽지를 본뜬 여러 가지 먹거

리 제품이 출시되고, 또 누룽지를 응용하여 만든 누룽지과
자 같은 다양한 먹을거리도 선보여 누룽지 수요를 다시 되

살리게 하고 있다. 
최근 식생활패턴의 서구화에 따라 빵과 케이크류의 소비

가 증가하고, 이들 제품에서 저열량 건강제품에 대한 선호
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 Lee, 2016). 이러
한 기능성 부재료를 첨가한 연구에는 흑미가루(Im & Lee, 
2010), 찰흑미분(Kim, Lee, & Kim, 2006), 쌀가루(Choi, 2010), 
(Kim & Cho, 2010)등을 첨가한 식빵의 품질 특성에 대한 보
고가 있으나, 시중 빵류나 과자류는 높은 지방과 설탕을 함
유하고 있어 최근 소비자의 선택 기준을 충족시키기는 어렵

다. 또한 빵을 만드는 주재료이자 가장 많은 함량을 차지하
는 밀가루에 경우, 당뇨환자나 비만환자들에게는 건강관리
를 위해 섭취가 제한되어야 할 식재료 중에 하나이다(Kim 
& Yoon, 2000).      
그러나 누룽지의 경우, 노화된 아밀로오스의 결정을 포함

하는노화전분인 RS3의형태인저항전분에속한다(Shin, 2004). 
이러한 RS3 저항전분은 혈당반응에 대한 역할은 소화흡수
율을 지연시켜빠른 혈당 상승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 Oh, 2004). 이러한 기능성을 가진 누룽지를 식품조리
에 이용한 연구에는 누룽지를 이용한 피자도우제조 기술개

발(Oh, 2013), 누룽지의 이화확적 특성연구(Park & Oh, 
1997), 국내 시판 누룽지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항산화 성질
연구(Yang & Choi, 2016) 등으로 제과제빵 부분의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누룽지분말을첨가한식빵을 제조

하여 누룽지 분말을 첨가한 식빵 반죽의 물리적 특성 및 제

빵 적성을 알아보고, 최적의 첨가량을 도출하여 제빵 분야
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강력분밀가루(대선제분-강력제빵
용P), 설탕(CJ 제일제당, 백설 하얀설탕), 버터(ANCHOR, 무
염버터), 이스트(오뚜기, 생이스트), 소금(사조해표, 꽃소금), 
분유(서울우유, 탈지분유), 누룽지(오뚜기, 옛날 구수한 누룽
지, 국내산 멥쌀 100 %) 등을 사용하였다. 누룽지는 구입 후
그라인더(HG-0339, 띠아모, Taiwan)로 갈은 다음 50 mesh 체
에 거른 후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Farinograph를 통한 반죽의 분석

누룽지분말첨가에따른 밀가루 반죽의물성을알아보기

위하여 farinograph(810144-Brabender, Germany)를사용하여분
석하였다. 데이터 값은 AACC Method(54-1, 1991)에 따라 1
회 측정하였다. 밀가루(수분 12.99%, 회분 0.418%, 단백질
12.37%, 대선제분)에 누룽지 분말을 0%, 5%, 10%, 15%, 20%
를 첨가하여 수분 흡수율(water absorption), 반죽 형성시간
(dough development time), 안정도(dough stability), 약화도
(Dough weakness) 등을 조사하였다. 

2.2.2. 빵의 제조

제빵 원료들의 배합비율은 Table 1과 같다. 강력밀가루에
비하여누룽지분말을 0 %, 5 %, 10 %, 15 %, 20 %로첨가하
여 제조하였다. 
실험 환경의 일관성을 위해 실내 온도는 항상 23℃를 유

지하였으며, 유지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반죽기(NYM-12, 대
영공업사)에 넣고 저속에서 2분간 믹싱한 후, 유지를 넣고
중속으로 11분간 반죽하여 반죽의 종료 시점인 최종 단계에
서의 반죽 온도를 27±1℃로 하여 반죽을 완료하였다. 1차
발효는 온도 32±1℃, 상대 습도 80～85 %의 발효실(EP-20, 
대영공업사)에 50분간 발효시킨 후, 반죽을 450 g으로 분할
하여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 20분간 실내 온도
에서 중간 발효를 실시하였고, 성형은 원루프 형태로 말아
식빵 틀(21.5×9.7×9.5cm)에 넣어 팬닝하였다. 2차 발효는 온
도 38±1℃, 상대 습도 85～90%의 발효실(EP-20, 대영공업
사)에 40분간 발효시킨 후 윗불 180℃, 밑불 180℃로 미리

Table 1. Formulas for white pan bread with nurungji 
powder (unit: g)

Ingredient CON N5 N10 N15 N20

Bread flour 900 810 720 630 540

Butter 100 100 100 100 100

Sugar  72  72  72  72  72

nurungji powder   0  90 180 270 360

Salt  12  12  12  12  12

Non-fat dry milk 22.5 22.5 22.5 22.5 22.5

Fresh yeast 22.5 22.5 22.5 22.5 22.5

Water 540 540 540 540 540

1) CON: without nurungji powder.
2) N5: mixed with 5% nurungji powder.
3) N10: mixed with 10% nurungji powder.
4) N15: mixed with 15% nurungji powder.
5) N20: mixed with 20% nurungji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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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열된 전기식 3단 데크오븐(DH02-23, 대흥소프트밀)에서
30분간 구웠다.

2.2.3. 반죽의 발효율 측정

누룽지 분말을 첨가한식빵반죽의발효율을측정하기위

하여 반죽 직후, CON, N5, N10, N15, N20을 각각 10 g 씩을
채취하여 100 mL 메스실린더에넣어온도 30 ℃와상대습도
80 %의 발효실(EP-20, 대영공업사)에서 매 15분마다 발효율
을 측정하였고,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시점인 90분까지 팽
창된 반죽의 높이를 부피(mL)로 하여 발효율을 나타내었다.

2.2.4. 빵의 Texture 측정

식빵의 Texture는 Texture analyzer(TA-XT2, Stable Micro 
System Ltd, Haslemerd, England)로 TPA(Texture profile ana-
lysis)법으로 Two bite compression에 의하여 얻어지는 force-
time curve로부터 hardness(경도), cohesiveness(응집성), springi-
ness(탄력성), gumminess(검성), chewiness(씹힘성)을 3회 반
복 측정하였다.

2.2.5. 빵의 부피 및 비용적 측정

식빵의부피는굽기후실온에서 1시간동안냉각하여AACC 
method 72-10(AACC 1995)종자치환법으로 3회 반복 측정하
였다. 비용적은 빵의 무게를 측정한 후, 부피를 무게로 나눠
나타내었다.

Specific volume(mL/g) = Weight of loaf g
Loaf volumemL

2.2.6. 빵의 색도 측정

식빵의 색도는 시료를 가로 50 mm, 세로 50 mm, 높이 20 
mm로자른후내부색도와외부의색을색차계(Chroma meter, 
CR-300,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L(명도), a(적색도), b(황
색도)값을 3회반복측정하여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이때 사
용된 표준백판의 Hunter 값은 Y=94.50, x=0.3032, y=0.3193이
었다.

2.2.7. 빵의 수분 측정

식빵의 수분함량은 상압가열건조법(AACC 2000)으로 각
각의 시료를 3회 반복 측정하였다.

2.2.8. 관능검사

누룽지 분말을 첨가한 식빵의 관능검사는 세종대학교 외

식경영학과 평균 22세 연령의 남학생 10명과 여학생 20명, 
총 30명의 선정하여 기호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조구를

포함한 5가지 시료를 모두 제시하였고, 각 시료를 검사하고
나면 반드시 물로 입안을 행군 뒤 다른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관능 검사는 외관(appearance), 색(color), 조직감(tex-
ture), 누룽지 풍미(flavor), 맛(taste),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로 6가지의 특성에 대한 점수를 7점 척도로 1점
은 매우 싫어한다, 2점은 싫어한다, 3점은 약간 싫어한다, 4
점은 좋지도 싫지도 않다, 5점은 약간 좋아한다, 6점은 좋아
한다, 7점은 매우 좋다(Bennion, E.B․Bamford, G.S.T, 1997)
로 하였다.  

2.2.9.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SPSS 17.0 program을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
분석(one-way ANOVA)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실험은 3회 반
복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p<0.05 수준에서 Dun-
can's multi range test(Duncan의 다중범위검정)에 의해 각 제
품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검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파리노그래프를 통한 반죽의 특성

누룽지분말을첨가에따른식빵반죽의형성에미치는영

향 및 특성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반죽의 최적상태에 필
요한 흡수율은 CON이 68.9%였으며, 누룽지 분말을 5～20% 
첨가함에 따라 75.1～92.5 %로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밀
가루가 물을 흡수하여 수화작용이 일어나 탄성과 신장성이

최고점에 이르는 반죽형성 시간은(development time)은 CON
이 7.5분에 비하여 N5: 7.8분, N10: 6.3분, N15: 9.2분, N20: 
10분으로 누룽지분말의 첨가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죽형성 시간과는 반대로 안정도(dough stability)의
같은 경우 다소 감소하였다. CON이 20분으로 가장 높았으

Table 2. Farinogram data for white pan bread with 
nurungji powder (unit: g)

Sample
Water 

absorption
(%)

Dough 
development

(min)

Dough 
stability
(min)

Dough 
weakness

(B.U.)

Control 68.9 7.5 20  24

N5 75.1 7.8 15  48

N10 80.9 8.5 15  83

N15 88.1 9.2 13 118

N20 92.5 10 12 148

CON: control containing no nurungi, N5: containing 5% nurungi, 
N10: containing 10% nurungi, N15: containing 15% nurungi;, 
N20: containing 20% nur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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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N20이 12분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반죽의 약
화도(dough weakness)는 점차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CON
이 24 B.U.로 가장 낮았으며, N20이 148 B.U.로 가장 높은
약화도를 나타내었다. 제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흡수율
은 누룽지 분말의 자체 수분 함량이 낮아 첨가량이 높아짐

에 비례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죽형성 시간과 안정도
는 글루텐을 형성할 수 있는 단백질이 부족한 누룽지 분말

첨가량이 늘어남에 따라 반비례 현상을 보였으며 약화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3.2. 발효율 변화

누룽지 분말을 첨가한반죽의발효지속성을알아보기위

하여 15분마다 측정하여 90분까지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30분부터 모든 시료에서 각기 다른 증
가 추세를 볼 수 있었고, 60분이 경과하였을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을보였으며, 그후 90분까지모는시료가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90분 후에는 발효율이 감소하였다. 대조구의 발

Fig. 1. Changes of fermentation rate in bread dough 
with nurungji powder.

Table 3. Texture of bread added with nurungji powder

Samples
-value

CON N5 N10 N15 N20

Hardness(g) 0.14±0.01a 0.17±0.01b 0.20±0.01c 0.22±0.01c 0.31±0.02d 78.85***

Cohesiveness 0.48±0.04 0.48±0.06 0.48±0.05 0.47±0.04 0.46±0.04  0.58NS

Springiness 7.16±0.16 7.17±0.11 7.19±0.01 7.20±0.20 7.38±0.07  1.34NS

Gumminess 0.07±0.01 0.08±0.21 0.09±0.01 0.15±0.03 0.33±0.41  0.98NS

Chewiness 0.55±0.04a 0.62±0.06a 0.70±0.03a 0.71±0.06a 1.14±0.21b 14.65***

CON: control containing no nurungi, N5: containing 5% nurungi, N10: containing 10% nurungi, N15: containing 15% nurungi, N20: 
containing 20% nurungi.
*** p<0.001, NS Not significant.
a～d Means denoted in a column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효율이 36 mL로 가장 좋았으며, 누룽지 분말을첨가한 실험
군이 대조구에 비해 발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발효율이 감소하였다. 해나루쌀을 첨
가한 식빵의 품질특성을 알아본 연구(Ju & Lee, 2016)에서도
해나루쌀첨가 반죽의발효율이대조구에 비해 낮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쌀가루의 함량에 따라 가스 보유력
의 역할을 하는 글루텐 형성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

된다.

3.3. 빵의 Texture 

누룽지분말을첨가한식빵의 hardness(경도), cohesiveness
(응집성), springiness(탄력성), gumminess(검성), chewiness(씹
힘성)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누룽지분말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실험군이 더 단단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ON이 N5(0.17)와 N10(0.20), N15(0.22), N20(0.31)의 실험군
들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현미가루(Kim & Shin, 2010), 
흑미가루(Im & Lee, 2010)를 첨가한 식빵의 품질특성 연구
에서도 대조구보다 실험군의 경도가 증가하는 유사한 결과

들을 나타내었다. 응집성과 탄력성, 검성의 경우 누룽지 분
말의 첨가량에 따른 대조구와 실험구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씹힘성은 대조구가 0.55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누룽지 분말이 증가함에 따라 씹힘성도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며실험구사이에유의적인차이를나타냈다. 
TPA 측정결과를통해누룽지분말의첨가가식빵의경도와
씹힘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빵의 부피 및 비용적

누룽지분말을첨가하여만든식빵의 비용적을 측정한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부피와 비용적은 대조구와 각 실험구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있었으나, 실험구 간의 유의적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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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olume and specific volume of pan bread with 
nurungji powder

Samples Volume (mL) Specific volume (mL/g)

CON 1,430.00±65.57b 3.53±0.17b

N5 1,366.67±72.86b 3.35±0.17b

N10 1,333.33±38.19b 3.25±0.09b

N15 1,320.00±37.75b 3.22±0.09b

N20 1,063.33±100.17a 2.54±0.24a

-value 13.12** 16.01***

CON: control containing no nurungi, N5: containing 5% nurungi, 
N10: containing 10% nurungi, N15: containing 15% nurungi, 
N20: containing 20% nurungi.
** p<0.01, *** p<0.001.
a,b Means denoted in a column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

cantly different(p<0.05).

이는 없었다. 부피와 비용적은 누룽지 분말을 첨가함에 따
라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누룽지 분말을 가장 많이 첨
가한 N20의 부피와 비용적의 값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쌀가루에는 밀가루에 존재하는 글리아딘과

글루테닌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빵처럼 발효과정
의 가스를 보유할 수 있는 글루텐 형성이 불가능하므로 빵

의 볼륨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3.5. 빵의 색도

누룽지 분말 첨가량에 따른 식빵의 겉, 속의 색도를 측정
한 결과는 Table 5에에 나타내었다. 외부와 내부의 L값은 누
룽지분말첨가량이증가함에 따라감소하는 경향을보였고, 
각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a값은 첨가
량이 가장 많은 N20이 외부와 내부의 값이 9.34와 0.40으로
가장 높았고, 각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 
0.001). b값도 a값과 동일하게 첨가량이늘어남에 따라 그값
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0.001). 이와 같은현상은 누룽지자체의 색으로인하여첨가
량이늘어남에따라명도는낮아지고, 적색도와황색도는상

Table 6. Moisture of bread added with nurungji powder

CON1) 5 10 15 20 -value

Moisture content(%) 37.33±0.98b 36.93±0.11b 37.10±0.66b 36.57±0.51b 34.67±1.51a 4.36*

CON: control containing no nurungi, N5: containing 5% nurungi, N10: containing 10% nurungi, N15: containing 15% nurungi, N20: 
containing 20% nurungi.
* p<0.05.
a,b Means denoted in a column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Table 5. Color values for pan bread with nurungji powder

Samples L a b

Crust

CON 78.74±0.80c 2.01±0.64a 27.33±1.86a

N5 74.21±1.90b 3.77±0.87b 29.36±0.85ab

N10 73.93±1.16b 4.04±1.20b 31.67±1.92b

N15 69.54±1.03a 8.53±0.36c 36.33±0.46c

N20 67.91±1.60a 9.34±0.23c 37.71±0.45c

-value 29.54*** 54.61*** 35.60***

Crumb

CON 82.39±0.44c -1.89±0.04a 12.47±0.11a

N5 82.33±0.78b -1.80±0.03b 12.78±0.46a

N10 81.02±0.92c -1.74±0.14a 13.84±0.31b

N15 79.40±1.17c -1.40±0.04a 14.17±0.49b

N20 76.67±0.21a 0.40±0.16c 16.73±0.64c

-value 27.74*** 275.27*** 43.12***

CON: control containing no nurungi, N5: containing 5% nurungi, 
N10: containing 10% nurungi, N15: containing 15% nurungi, 
N20: containing 20% nurungi.
*** p<0.001.
a～c Means denoted in a column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

cantly different(p<0.05).

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3.6. 빵의 수분

누룽지분말을 첨가한식빵의수분측정결과는 Table 6과
같다. 대조구의 수분함량은 37.33%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
고 누룽지 분말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보이

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빵에서 수분의 역할은
빵의노화지연과저장성을증가시킬수있고, 빵의경도에도
영항을준다(Kim & Kang, 1998). 누룽지 분말첨가량이증가
할수록 수분 측정값이 낮아지는 것은 누룽지를 제조할 때

장치에 의하여 팽화시킴에 따라수분이 증발한 것으로밀가

루에 비해 상대적으로수분함량이 낮은 누룽지가 영향을 주

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Lee, Kwon, Kim, & Ch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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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ensory evaluation for difference test of pan bread with nurungji powder

Color Taste Texture Appearance nurungji flavor Overall acceptance

CON 3.90±1.27b 4.87±1.57a 5.23±1.20c 4.52±1.40b 5.03±1.14a 4.58±1.58ab

N5 4.58±1.23c 5.06±1.09a 5.19±1.02c 4.84±1.65b 5.03±1.21a 4.93±1.19b

N10 5.06±0.85c 5.48±1.15ab 5.07±0.98c 4.87±1.18b 5.33±1.05a 5.00±1.00b

N15 5.52±1.18b 5.81±1.42b 4.28±1.41b 5.06±1.26b 6.00±1.15b 5.26±1.29b

N20 2.87±1.57a 5.16±0.97sb 3.16±1.63a 3.52±1.56a 4.83±0.95a 3.87±1.72a

-value 21.63*** 2.67* 14.96*** 5.78*** 5.57*** 3.67**

CON: control containing no nurungi, N5: containing 5% nurungi, N10: containing 10%, N15: containing 15% nurungi, N20: containing 
20% nurungi.
* p<0.05, ** p<0.01, *** p<0.001.
a～c Means denoted in a column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3.7. 관능검사

관능검사결과는 Table 7과같다. 색상의 경우에는 색도분
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누룽지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어

두운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이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N15가 5.52로 가장 높았고, 
N20이 2.87로가장낮은값을나타냈으며유의적인차이를보
였다(p<0.001). 식빵의 맛은 B15가 5.81로 가장 좋게 나타났
으며, 전반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조직감
은 5.23으로 CON이 가장 좋았고, N5와 N10과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N15, N20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
었다(p<0.001). 외관은 N15가 5.06으로 가장 좋았으며, N20
을 제외한 나머지 실험군들과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풍미의 경우, N15가 6.00으로 가장 좋은 반응을 보였
으며, N10이 5.33으로 다음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전
체적인 기호도는 색깔, 맛, 조직감, 외관, 풍미에서 모두 가
장 높은 평가 값을 얻은 N15가 5.26을 나타내었고, 전반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누룽지분말을첨가한식빵을제조하여누

룽지 분말을 첨가한 식빵 반죽의 물리적 특성 및 제빵 적성

을 알아보고, 최적의 첨가량을 도출하여 누룽지를 이용한
제빵 분야의 활용도와 품질의 기능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파리노그래프의 수분 흡수율 및 반죽의 형성시간과 약화

도는 누룽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안정도는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발효율은 대조구
에 비해 누룽지 분말을 첨가한 실험군이 떨어졌으며,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감소하는경향을 보였다. TPA 분석에서누
룽지 분말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경도와 씹힘성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력성, 응집성, 검성에서는 모든 시
료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부피와 비용적은 누룽지 분
말 첨가량이증가할수록그값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식빵의 색도 분석 결과는 외부와 내부에서 L값은 감소하고
a값과 b값은 증가하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줬다. 식빵의
수분함량은 대조구가 37.33으로 가장 높았으며, N20이 34.67
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N20을 제외한 다른 실험구
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누룽지 분말 첨
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는 명도값은 N15가 가
장 높았으며, N20이 가장낮았고, 반대로적색도와황색도는
높아지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외관은 N15가
가장 높았고, N20이 가장 낮은 기호도를 보이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나, 다른 실험군들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다. 조직감은 대조구가 5.23으로 가장 좋았으며, 누룽지 분
말을 첨가할수록 그 값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다(p<0.001). 풍미, 맛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
타낸 N15가 전체적인 기호도에서도 5.26으로 좋은 결과 값
을 보였다.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부피는 감소하며 탄력성과
촉촉함이 떨어지지만, 맛으로 느껴지는 풍미는 오히려 증가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누룽지 분말을 식빵에
첨가할 경우, 15%까지 제빵 적성에 문제를 발생하지 않으
며, 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쌀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건강상 문제로
인해 빵을 잘 먹을 수 없는 소비자들에게 건강식 빵으로서

의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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