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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stablish the optimal conditions for curd yogurt using saccharified rice solution. A central composite 

design was appli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ctin (2.8~8.4 g), skim milk (14~70 g) and oligosaccharide (28~84 g) ratio on the 

physicochemical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curd yogurt using saccharified rice solution. pH, total acidity, and color value, were 

analyzed and sensory evaluation was performed. The pH of curd yogurt decreased with decreasing pectin and oligosaccharide ratio. The 

addition of pecti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viscosity while skim milk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lor value (a and b value). The 

results of sensory evaluation showed that, oligosaccharide and skim milk had significant effects on sweetness and sour taste. 

Oligosaccharide and skim milk masked the sour taste of curd yogurt. The optimum range of ingredients for curd yogurt using 

saccharified rice solution was predicted to be 4.27~4.90 g of pectin, 30.80~41.30 g of skim milk, and 28.00~36.10 g of oligosaccharide. 

Based on the overlapped results of physicochemical and sensory evaluation, the optimal amounts of pectin, skim milk and 

oligosaccharide were 4.59 g, 36.50 g and 32.05 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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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발효유는 유목시대부터 사막의 유목민들이 신선한 우

유를 가죽으로 만든 용기에 넣어 사막을 횡단할 때 시간

이 흐름에 따라 우유가 반 응고 상태가 된 것을 즐겨먹었

던 것이 기원이다(Song JC & Park HJ 2006). 발효유의 

하나인 요구르트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젖산균으로 발

효시켜 산미와 향미를 강화시킨 유제품으로 주원료인 우

유 성분 이외에 젖산균의 작용에 의해 생성된 젖산, 펩톤, 

펩타이드, 미량 활성물질 등의 유효성분과 살아있는 젖산

균 균체가 함유되어 있어 면역증강, 항암, 변비예방 등의 

생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식품이다(Harte F 등 

2003). 1970년대 초 액상의 요구르트의 시판을 시작으로 

수년전부터 종래의 액상 요구르트보다 고형분 함량과 젖

산균 수가 많은 커드상의 요구르트 즉 호상요구르트가 

시판되기 시작하였으며 소비와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

다(Paik JH & Ko YT 1992, Lee IS 등 2002). 현재 발효

유 시장은 액상과 드링크 제품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호

상요구르트 제품은 20%이상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

체적으로 1조 1000억 원의 규모를 형성하였고 발효유 전

체 시장은 1조 3000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im AN & Jung HA 2013). 또한 호상요구르트에는 다

양한 부재료의 첨가가 가능하여 기능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부재료를 첨가하여 생리활성에 우수한 호상요구르

트(Lee JH 등 1999, Lee EH 등 2002, Lee JH & Hwang 

HJ 2006, Suh HJ 등 2006, Jung HA 등 2011, Kim AN & 

Jung HA 2013)의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

근 구제역 등으로 우유 수급 불균형, 항생제 남용, 영양

과잉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우유를 대체 

할 젖산균 배지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단순히 

커드상 요구르트의 무지유고형분의 함량 8% 이상을 맞

추기 위해 탈지분유, 전지분유, 버터밀크 분말, 유청 분

말, 카제인 분말, 변성전분, 안정제 등을 사용하였으나

(Bae HC 등 2004) 최근 이들을 대체하기 위해 쌀가루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용량은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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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ymbol Increment (g)
Coded-variables

-2 -1 0 1 2

Saccharified rice solution (g) 210 210 210 210 210

Milk (g) 70 70 70 70 70

Starter (g) 0.9 0.9 0.9 0.9 0.9

Pectin (g) X1 ±1.4 2.8 4.2 5.6 7 8.4

Skim milk (g) X2 ±14 28 42 56 70 84

Oligosaccharide (g) X3 ±14 14 28 42 56 70

Table 1. Variable and their levels for central composit design of curd yogurt using saccharified rice solution

쌀은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으로 과거에는 쌀의 

생산량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어 왔으나 1970년대 보급된 

통일벼로 인하여 쌀의 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1985년을 

기점으로 쌀의 자급도가 100%를 넘게 되면서 1981년 이

래 계속된 연속 풍작으로 최근에는 정부미 재고가 적정량

을 훨씬 초과하는 실정으로 쌀 재고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한 시점이다(Min BY 1990). 또한 전분위주의 쌀에 

면역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젖산균을 배양하고 젖산균의 

이용이 유가공품에 치우져 있는 것을 쌀 발효에 적합하도

록 한다면 요구르트의 기능성 고부가가치화 및 영양적 향

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쌀의 소비도 증진시킬 수 있다. 요

구르트에 쌀을 적용한 연구는 Lactobacillus 및 Bifidus균을 

이용한 쌀요구르트(Hong OS & Ko YT 1991, Mok CK 등 

1991, Kim KH & Ko YT 1993) 및 쌀을 이용한 젖산발효

음료(Shin DH 1989), 맥아당화액을 이용한 요구르트(Yu 

TJ & Lee JW 1982)등 유사한 제품들이 시도되고 있다. 쌀

을 이용하는 호상요구르트의 경우에도 우유를 기본으로 

한 젖산배지에 유산균을 접종하고 여기에 쌀가루 및 쌀가

공품들을 첨가하는 방법(Kim MS 등 1993, Um SS 등 

1993, Bae HC 등 2004)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쌀

요구르트의 경우 당화효소인 곰팡이 α-amylase를 따로 첨

가하는 공정에서 곰팡이로부터 생성된 향미가 혼입되어 

관능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Mok CK 등 

1991), 전반적으로 풍미와 조직감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 

관능개선을 통한 품질개선과 원가절감을 수행할 수 있는 

쌀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우유로 만든 배지를 쌀로 만든 

쌀당화액으로 대체하여 호상요구르트를 제조하고 이화학

적 특성과 젖산균수의 변화, 관능적 특성을 반응표면분석

법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

트의 최적제조조건을 확립하고자 수행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쌀당화액을 만들기 위한 유

기농 쌀(오창농협, 충북, 대한민국)과 엿기름(원주가농영

농조합법인, 강원, 대한민국)을 팔당생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우유와 탈지분유는 서울우유(서울우유, 서울, 

대한민국) 제품을 올리고당은 프락토올리고당(CJ 제일제

당, 서울, 대한민국)을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 펙틴은 펙틴 100%(남영상사(주), 서울, 대한민국) 제

품을 인터넷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사용균주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 제조에 스타터 미생물

로 사용된 균주는 Streptococus thermophilus, Lactobacillus 

casei, Bifidobacterium longum, Lactobacillus delbruekii 

bulgaricus 4종의 혼합균주 제품(Cellbiotech CO., Seoul, 

Korea)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3. 실험계획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의 배합 비율을 설정

하기 위하여 일반 요구르트 제조방법 및 쌀요구르트 제

조방법을 문헌조사(Shin DH 1989, Yu TJ & Rhi JW 

1982, Hong OS & Ko YT 1991, Paik JH & Ko YT 1992, 

Bae HC 등 2004)를 통하여 예비실험과 관능평가를 실시

하였다. 예비실험 결과 멥쌀당화액 : 우유 : starter = 75 : 

25 : 0.3으로 결정되었고, 호상요구르트 제조를 위한 기본 

젖산균 쌀배지로 활용하였다.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의 최적화는 최근 식

품 제조공정이나 신제품 개발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

는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중 중심합성계획법(central composite)에 따라 설계하였고, 

호상요구르트의 성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pectin(X1), skim 

milk(X2), oligosaccharide(X3) 세 가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각 요인들의 수준을 -2, -1, 0, 1, 2의 다섯 

단계로 부호화 하였고, 실험값은 Table 1과 같다. 종속변

수로는 pH, 산도, 당도, 색도(L, a, b), 점도, 젖산균 수와 

관능검사(색, 향미, 단맛, 신맛, 점성, 전반적인 기호도)로 

설정하였으며, 총 16개의 실험군이 설정되었다. 이들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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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Variable-level

pH
Acidity

(%)
°Brix

Vis-

cosity

(cP)

Color Lactic 

acid 

bacteria

(CFU/mL)

Sensory evaluation

Pectin

(g)

Skim

milk

(g)

Oligosa

ccharide

(g)

L

(Light

ness)

a

(Redn

ess)

b

(Yellow

ness)

Color Flavor
Sweet-

ness

Sour-

ness

Vis-

cosity

Overall 

quality

1 4.2 28 28 4.42 1.13 31.20 973.77 46.12 -0.82 6.37 8.53 4.00 4.25 4.75 4.75 3.25 4.00 

2 4.2 28 56 4.61 0.76 35.50 1112.00 46.38 -0.86 6.12 8.26 4.25 3.75 3.50 3.50 3.25 3.75 

3 4.2 56 28 4.76 0.79 35.63 1004.00 47.22 -1.15 7.54 8.68 4.25 4.25 4.00 4.25 4.50 5.25 

4 4.2 56 56 5.26 0.74 39.07 1258.00 47.09 -1.05 7.14 7.84 1.75 1.50 3.00 2.75 4.25 1.75 

5 7 28 28 4.90 0.65 32.13 3273.67 46.61 -0.64 6.30 7.75 2.50 3.50 4.25 4.75 5.50 5.25 

6 7 28 56 4.79 0.80 35.67 3697.00 46.90 -0.66 5.92 8.24 4.00 3.75 2.00 2.75 5.50 3.00 

7 7 56 28 5.05 0.73 36.43 5549.00 45.82 -0.81 7.14 8.13 3.13 3.25 3.31 3.63 4.94 3.81 

8 7 56 56 5.03 0.79 39.67 3028.00 46.28 -0.29 7.07 8.02 2.84 3.00 3.14 3.47 5.05 3.45 

9 5.6 42 42 4.75 0.92 36.77 1541.33 46.62 -0.84 6.78 8.45 5.50 5.50 5.75 5.50 5.25 6.25 

10 5.6 42 42 4.73 0.91 35.77 1376.00 46.05 -0.88 6.84 8.39 5.25 5.00 5.00 5.00 5.25 6.00 

11 2.8 42 42 4.85  0.84 35.80 537.00 47.64 -1.20 7.14 8.49 4.75 3.75 4.50 3.25 2.25 4.50 

12 8.4 42 42 4.80 0.79 36.83 4067.33 45.85 -0.75 6.56 9.25 2.50 2.75 3.50 3.50 3.00 3.25 

13 5.6 14 42 4.55 0.62 31.47 1948.00 45.99 -0.40 5.03 8.34 3.75 3.50 3.75 2.75 4.25 3.75 

14 5.6 70 42 5.34 0.74 40.40 1988.33 45.66 -0.92 7.25 7.93 3.50 4.00 2.75 2.75 4.00 2.00 

15 5.6 42 14 4.55 1.15 31.63 1950.00 46.45 -0.82 6.71 8.72 3.25 4.00 4.00 3.75 2.50 2.25 

16 5.6 42 70 5.59 0.63 41.13 1446.00 44.79 -0.83 6.46 7.25 1.75 1.25 1.25 2.25 4.25 1.75 

Table 2. Experimental combinations and data under various composition of pectin, skim milk, oilgosaccharide and their physical 

properties and lactic acid bacteria and sensory evaluation of curd yogurt using saccharified rice solution

대 및 최소 범위는 예비실험을 통하여 pectin(X1) 2.80~8.40 

g, skim milk(X2) 14~70 g, oligosaccharide(X3) 28~84 g으

로 설정하였으며, 모델설정 및 적합결여 검증을 위한 2개

의 반목점이 선택되었으며, 실험계획의 배합비는 Table 2

와 같다.

4. pH 및 산도

호상요구르트 10 mL에 증류수 30 mL로 희석하여 pH 

및 산도를 측정하였다. pH는 시료를 분쇄하여 cheese close

로 여과한 후 여과액을 pH meter(AB 15, Fisher Scientific, 

Hampton, NH, USA)로 측정하였다. 산도는 AOAC법

(AOAC 2012)에 따라 요구르트액 10 mL를 0.1 N NaOH 

용액으로 pH 8.2까지 중화시키는데 소비된 0.1 N NaOH

의 소비 mL를 lactic acid 함량으로 환산하여 적정산도로 

표시하였다.

5. 당도

당도는 호상요구르트 시료 5 g에 증류수 5 mL를 균질

화한 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여 당도계(ATAGO, 

Tokyo tech.,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6. 색도

색도는 표준백판(L=97.75, a=-0.49, b=1.96)으로 보정

된 색도계(CR-200, Minolta Co., Tokyo, Japan)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시료는 blender(KA-2600, Kaiser, Seoul, 

Korea)로 분쇄하여 Hunter 색체계인 L, a 및 b 값을 측정

하였다. 

7. 점도

점도는 시료 50 mL를 비커에 담아 viscometer(Brookfield 

Engineering Laboraories, Inc., Middleboro, MA, USA)의 3

번 spindle을 사용하여 20 rpm에서 점도를 측정하였다.

8. 젖산균수

젖산균수는 식품공정상의 방법으로 무균적으로 채취한 

시료를 saline 용액을 사용하여 균질화 시킨 후 10배 희석

법을 이용하여 BCP(Eiken chemical Co.,Tokyo Japan) 배지

를 이용하여 pouring culture method로 접종하여 37°C에서 

72시간 배양 후 mL 당 colony forming unit(CFU/mL)으

로 표시하였고 2회 반복실험을 하였다.

9. 최적화를 위한 관능평가

관능평가는 식품영양학 전공자 16명을 관능검사 panel

로 선정하여 충분한 지식과 관능검사의 평가기준 등을 

숙지시킨 후 쌀을 이용한 요구르트의 실험목적과 취지를 

설명 한 후 관능검사에 응하도록 하였다. 실험의 객관성



488 김옥선 ․ 성정민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제 31권 제 4호 (2015)

Response Polynomial equation
1)

R
2

Significance

pH
Y1=3.3800+0.2866X1+0.0020X2-0.0050X3-0.0038X1X2-0.0052X1X3+0.0003X2X3

+0.0011X1
2
+0.0003X2

2
+0.0004X3

2 0.85 0.0469
*

Acidity

(%)

Y2=2.5844-0.2719X1-0.0003X2-0.0353X3+0.0027X1X2+0.0040X1X3+0.0001X2X3

-0.0038X1
2
-0.0003X2

2
+0.00001X3

2 0.75 0.2140

˚Brix
Y3=17.5375+0.3161X1+0.2088X2+0.2032X3+0.0019X1X2-0.0061X1X3-0.0007X2X3

+0.0057X1
2
-0.0004X2

2
+0.0001X3

2 0.98 0.0003
***

Viscosity

(cP)

Y4=-2344.9193-105.9214X1-21.5813X2+126.9333X3+9.12058X1X2-15.8795X1X3-

1.80393X2X3+107.5893X1
2
+0.6499X2

2
+0.3053X3

2 0.86 0.0428
*

L

(Lightness)

Y5=42.9831-0.1027X1+0.1744X2+0.0495X3-0.0205X1X2-+0.0040X1X3+

-0.0001X2X3+0.0522X1
2
-0.0007X2

2
-0.0009X3

2 0.66 0.3928

a

(Redness)

Y6=1.2950-0.0402X1-0.0714X2-0.0352X3+0.0046X1X2-0.0028X1X3+0.0004X2X3

-0.0146X1
2
+0.0003X2

2
+0.00004X3

2 0.87 0.0357
*

b

(Yellowness)

Y7=4.3469-0.1419X1+0.1131X2+0.0055X3-0.0013X1X2+0.0013X1X3-0.0003X2X3

+0.0051X1
2
-0.0009X2

2
+0.0001X3

2 0.98 0.0002
***

Lactic acid bacteria

(log CFU/mL)

Y8=10.8531-1.1415X1+0.0424X2+0.0083X3+0.0027X1X2+0.0095X1X3-0.0007X2X3

+0.0574X1
2
-0.0004X2

2
-0.0006X3

2 0.72 0.2723

0≤R
2
≤1, close to 1 means more significant.

R
2
 is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
p<0.05, 

***
p<0.001

1) 
X1: Pectin (g), X2: Skim milk (g), X3: Oligosaccharide (g).

Y1-Y8 : Intensity score of the attributes.

Table 3. Polynominal equations for physical properties calculated by RSM program for mixing curd yogurt using saccharified rice 

solution

을 보장하고 정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균형 불완전블록

계획(BIBD: Balanced Incomplete Block Design)을 사용하

여 랜덤화(randomization), 블록화(blocking) 하였다. 따라

서 16명의 관능검사 panel이 16가지의 시료 중 6가지의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각 처리는 6번 반복되었고 

각 처리쌍이 나타나는 블록의 수는 6회였다. 모든 시료들

은 난수표에 의해 4자리 숫자로 표시되었으며, 관능검사 항

목은 색(color), 향미(flavor), 단맛(sweetness), 신맛(acidity), 

점성(viscosity),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quality)에 대한 

기호도 특성이며, scoring test 중 7점 척도법으로 평가하

여 기호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10. 통계분석

모든 자료는 통계 package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12, SAS Inst.,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pectin(X1), skim milk(X2), oligosaccharide(X3)의 재료의 배

합성분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고 실험결과인 반응변수와의 

관계를 2차 다항회귀식으로 구하였다. 1차 선형효과, 2차 

곡선효과 및 인자간의 교호작용을 살펴보았으며 독립변수

에 대한 종속변수의 반응표면 상태를 3차원 그래프와 등

고선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정상점이 안장점

일 경우에는 능선분석을 실시하여 최적점을 구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의 이화학적 특성 

및 젖산균 수

(1) pH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의 16개 실험처리구에 

대한 pH는 4.42~5.59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다. 선행연구

(Shin JH 등 2010)에서 맛있는 요구르트 범위로 제시한 

pH는 3.7~4.2의 범위였으며, 시판되는 5개사 호상요구르

트의 pH는 3.87~4.19(Kim MS 등 1993)로 나타나 본 연

구의 실험처리구 보다는 낮은 값이었다. Pectin 4.2 g, 

skim milk 28 g, oligosaccharide 42 g일 때 맛있는 요구르

트 pH에 가장 근접한 값을 나타냈으며 3가지 요인의 첨

가량이 낮을수록 pH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Table 2). 

회귀곡선에 대한 결정계수인 R2 값이 0.85로 나타나 추

정한 반응표면의 모양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고 회귀곡

선의 적합도에서도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Table 3). 

호상요구르트 제조 시 독립변수가 각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F-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

와 같으며, 세요인 중 skim milk, oligosaccharide에서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으며(p<0.05), skim milk, oligosaccharide

의 함량이 적을수록 pH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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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condition

F-ratio

pH Acidity (%) ˚Brix Viscosity (cP)
Lactic acid bacteria 

(CFU/mL)

Pectin (g) 1.19 1.72 0.66 8.35
*

0.84

Skim milk (g) 4.85
*

1.16 34.07
***

0.64 0.54

Oligosaccharide (g) 4.81
*

2.56 32.82
***

0.85 2.44

*
p<0.05, 

***
p<0.001

Table 4. Analysis of variance showing significance effects of processing variables on physical properties and latic acid bacteria

of curd yogurt using saccharified rice solution

Pectin (X1)×Oligosaccharide (X3) Pectin (X1)×Skim milk (X2) Skim milk (X2)×Oligosaccharide (X3)

Fig. 1. Response surface for pH of curd yogurt using saccharified rice solution. 

Preparation condition

Level for maximum responses

Physical properties
Lactic acid 

bacteriapH Acidity Brix Viscosity
Color

L a b

Pectin (g) 5.61 5.45 5.62 5.87 5.34 5.84 5.53 5.56

Skim milk (g) 44.04 41.69 43.98 42.38 33.43 40.65 44.66 41.60

Oligosaccharide (g) 57.91 53.65 57.96 55.46 54.97 56.64 55.48 27.20

Morphology S.P.
1)

S.P. S.P. S.P. S.P. S.P. S.P. S.P.
1) 

S.P.: Saddle point

Table 5. Predicted level of optimum preparation for the maximized physical properties of curd yogurt using saccharified rice solution

by ridge analysis and superimposing of their response surface

은 쌀당화액을 이용한 호상요구르트의 pH에 대한 pectin, 

skim milk, oligosaccharide에 따른 교호작용을 3차원 그래

프로 나타낸 것으로 정상점은 안장점을 나타내었다. pH

에서의 물리적 최적점을 나타내는 호상요구르트의 재료 

함량은 pectin 5.61 g, skim milk 44.04 g, oligosaccharide 

57.91 g으로 나타났다(Table 5).

(2) 산도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의 16개 실험 처리구

에 대한 산도는 0.62~1.15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선

행연구(Shin JH 등 2010)에서 맛있는 요구르트의 산도 범

위인 0.85~1.2%는 1, 9, 10, 15번 실험군이 만족하였다

(Table 2). 선행연구에서 skim milk의 첨가로 젖산균이 이

용할 수 있는 무지고형분 함량이 증가하여 산의 생성이 

촉진된다고 하였으나(Paik JH & Ko YT 1992) 본 연구에

서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젖산균이 

이용할 수 있는 배지가 다르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본 연

구에서는 pectin과 oligosaccharide의 양이 적을수록 산도

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회귀곡선에 대한 결정

계수인 R2 값이 0.75로 회귀곡선 적합도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산도에서의 물리적 최

적점을 나타내는 호상요구르트의 재료 함량은 pectin 5.45 

g, skim milk 41.69 g, oligosaccharide 53.65 g으로 나타났

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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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tin (X1)×Oligosaccharide (X3) Pectin (X1)×Skim milk (X2) Skim milk (X2)×Oligosaccharide (X3)

Fig. 2. Response surface for brix (%) curd yogurt using saccharified rice solution.

Pectin (X1)×Oligosaccharide (X3) Pectin (X1)×Skim milk (X2) Pectin (X1)×Skim milk (X2)

Fig. 3. Response surface for viscosity of curd yogurt using saccharified rice solution.

(3) 당도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의 16개 실험처리구

에 대한 당도는 31.20~41.13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Table 2), 회귀곡선에 대한 결정계수인 R
2
 값이 0.98로 

나타나 추정한 반응표면의 모양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

고, 회귀곡선의 적합도에서도 p<0.001에서 유의적인 결과

를 보여주었다(Table 3). 호상요구르트 제조 시 독립변수

가 각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F-검정

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세 가지 요인 중 

skim milk, oligosaccharide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p<0.001), skim milk, oligosaccharide 양이 증가할수록 당

도도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Fig. 2는 호상요

구르트 당도에 대한 pectin, skim milk, oligosaccharide에 

따른 교호작용을 3차원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정상점

은 안장점으로 나타났다. 당도에서의 최적조건을 나타내

는 호상요구르트의 재료 함량은 pectin 5.62 g, skim milk 

43.98 g, oligosaccharide 57.96 g으로 나타났다(Table 5).

(4) 점도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의 16개 실험 처리

구에 대한 점도는 537~5549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Table 2), pectin과 skim milk가 많을수록 점도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Ko YT 1995)에서도 skim milk

를 첨가한 호상요구르트에서 높은 점도를 나타냈다는 결

과와 유사하였다. 회귀곡선에 대한 결정계수인 R
2
 값은 

0.86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곡선의 적합도에서도 p<0.05에

서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Table 3). 호상요구르트 

제조 시 독립변수가 각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F-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세 

가지 요인 중 pectin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p<  

0.05), pectin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호상요구르트 점도

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Fig. 3은 호상요구르트의 점도

에 대한 pectin, skim milk, oligosaccharide에 따른 교호작

용을 3차원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정상점은 안장점으

로 나타났다. 점도에서의 물리적 최적점을 나타내는 호상

요구르트의 재료 함량은 pectin 5.87 g, skim milk 48.38 

g, oligosaccharide 55.46 g으로 나타났다(Table 5).

(5) 색도(L, a, b)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의 16개 실험 처리구

에 대한 색도는 명도(L) 44.79~47.64, 적색도(a) -0.40 ~ 

-1.20, 황색도(b) 5.03~7.54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다(Table 

2). 명도의 경우 pectin의 첨가량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

으며, 적색도와 황색도의 경우 R
2
 값이 0.87(p<0.05), 0.98 

(p<0.001)로 추정한 반응표면의 모양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고, skim milk의 첨가량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회귀곡선의 적합도에서도 유의적인 결과를 나

타냈다(Table 3). Fig. 4, Fig. 5는 호상요구르트의 색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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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tin (X1)×Oligosaccharide (X3) Pectin (X1)×Skim milk (X2) Skim milk (X2)×Oligosaccharide (X3)

Fig. 4. Response surface for color value a (redness) of curd yogurt using saccharified rice solution.

Pectin (X1)×Oligosaccharide (X3) Pectin (X1)×Skim milk (X2) Skim milk (X2)×Oligosaccharide (X3)

Fig. 5. Response surface for color value b (yellowness) of curd yogurt using saccharified rice solution.

Pectin (X1)×Oligosaccharide (X3) Pectin (X1)×Skim milk (X2) Skim milk (X2)×Oligosaccharide (X3)

Fig. 6. Response surface for lactic acid bacteria of curd yogurt using saccharified rice solution.

적색도와 황색도에 대한 pectin, skim milk, oligosaccharide

의 교호작용을 3차원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정상점은 

모두 안장점으로 나타났다. skim milk와 oligosaccharide의 

양이 많을수록 명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도에서

의 최적점을 나타내는 호상요구르트의 재료 함량은 pectin 

5.34 g, skim milk 42.38 g, oligosaccharide 54.97 g으로 나

타났다(Table 5). 적색도는 skim milk의 함량이 많을수록 

적색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색도에서의 최

적점을 나타내는 호상요구르트의 재료 함량은 pectin 5.84 

g, skim milk 40.65 g, oligosaccharide 56.64 g으로 나타났

다(Table 5). 황색도는 skim milk의 함량이 많을수록 황색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황색도에서의 최적점을 나타

내는 호상요구르트의 재료 함량은 pectin 5.53 g, skim milk 

44.65 g, oligosaccharide 55.48 g으로 나타났다(Table 5).

(6) 젖산균수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의 16개 실험 처리구

에 대한 젖산균수는 7.25~9.25 log CFU/mL 사이에 분포

되어 있었으며(Table 2), Korean Food Standards Codex  

(2015)에서 제시한 총 유산균수인 1×10
6
 CFU/mL이상을 

모두 만족하였다. 회귀곡선에 대한 결정계수인 R
2
 값이 

0.72로 회귀곡선 적합도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Table 3). 호상요구르트 제조 시 독립변수가 각 종속변수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F-검정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4와 같으며, 세 가지 요인 모두 호상요구르트 

젖산균수에 유의적인 영향이 없었다. Fig. 6은 호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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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Polynomial equation
1)

R
2

Significance

Color
Y1=-6.6469+0.8321X1+0.2330X2+0.2880X3+0.0110X1X2+0.0022X1X3-0.0029X2X3

-0.2232X1
2
-0.0022X2

2
-0.0037X3

2 0.89 0.0220
*

Flavor
Y2=-5.9063+1.5514X1+0.1797X2+0.1998X3+0.0079X1X2-0.0207X1X3-0.0018X2X3

-0.2551X1
2
-0.0019X2

2
+-0.0033X3

2 0.86 0.0514

Sweetness
Y3=-6.4838+1.4335X1+0.0791X2+0.29118X3+0.0092X1X2-0.0011X1X3

+0.0015X2X3-0.1754X1
2
-0.0027X2

2
-0.0035X3

2 0.94 0.0061
**

Sourness
Y4=-7.0900+2.2861X1+0.1875X2+0.1421X3+0.0054X1X2-+0.0038X1X3

+0.0010X2X3-0.2392X1
2
-0.0038X2

2
-0.0029X3

2 0.91 0.0159
*

Viscosity
Y5=-18.7431+4.8500X1+0.2440X2+0.2067X3-0.0208X1X2+0.0023X1X3

-0.00009X2X3-0.3348X1
2
-0.0014X2

2
-0.0024X3

2 0.76 0.1855

Overall quality
Y6=-16.7194+2.8955X1+0.3698X2+0.4048X3-0.0015X1X2+0.0072X1X3

-0.0087X2X3-0.2870X1
2
-0.0041X2

2
-0.0053X3

2 0.80 0.1165

0≤R
2
≤1, close to 1 means more significant.

1) 
X1: Pectin (g), X2: Skim milk (g), X3: Oligosaccharide (g)

Y1-Y6: Intensity score of the attributes

R
2
 is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
p<0.05, 

**
p<0.001

Table 6. Polynominal equations for sensory properties calculated by RSM program for mixing curd yogurt using saccharified rice

solution

Pectin (X1)×Oligosaccharide (X3) Pectin (X1)×Skim milk (X2) Skim milk (X2)×Oligosaccharide (X3)

Fig. 7. Response surface for color of curd yogurt using saccharized rice solution.

르트 젖산균수에 대한 pectin, skim milk, oligosaccharide

에 따른 교호작용을 3차원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정상

점은 안장점을 나타냈다. 젖산균수에서의 최적점을 나타

내는 호상요구르트의 재료 함량은 pectin 5.56 g, skim 

milk 41.60 g, oligosaccharide 53.25 g으로 나타났다(Table 

5).

2. 쌀당화액을 이용한 호상요구르트의 관능적 특성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의 16개 실험 처리구

에 대한 7점 척도법으로 관능적 특성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또한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의 

관능검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관

능적 최적점에 대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관능평점은 

색 1.75~5.50, 향미 1.25~5.50, 단맛 1.25~5.75, 신맛 2.25~  

5.50, 점도 2.25~5.50, 전반적인 기호도 1.75~6.25 범위를 

나타내었다(Table 2). 회귀곡선에 대한 결정계수인 R
2
 값

이 색 0.90(p<0.05), 단맛 0.94(p<0.01), 신맛 0.91(p<0.05)

로 나타나 추정한 반응표면의 모양이 적합함을 알 수 있

었고, 회귀곡선의 적합도에서도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주

었다(Table 6).

Fig. 7은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의 pectin, 

skim milk, oligosaccharide에 따른 색의 교호작용을 3차원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정상점은 최대점을 나타내었다.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의 색은 pectin, skim 

milk, oligosaccharide가 모두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내었

고, 세 가지 요인 중 oligosaccharide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Table 7). Pectin의 양은 적을수록 좋은 기호

도를 보였으며, 색에서 관능적 최적점은 pectin 4.70 g, 

skim milk 39.12 g, oligosaccharide 51.98 g 으로 나타났다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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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condition

F-ratio

Color Flavor Sweetness Sourness Viscosity Overall quality

Pectin (g) 5.68
*

3.45 4.23 4.46 4.27 1.35

Skim milk (g) 5.13
*

2.19 7.40
*

8.34
*

0.98 3.13

Oligosaccharide (g) 10.26
**

8.25
*

18.08
**

11.40
**

1.57 5.20
*

*
p<0.05, 

**
p<0.01

Table 7. Analysis of variance showing significance effects of processing variables on sensory evaluation of curd yogurt using 

saccharified rice solution

Pectin (X1)×Oligosaccharide (X3) Pectin (X1)×Skim milk (X2) Skim milk (X2)×Oligosaccharide (X3)

Fig. 8. Response surface for sweetness of curd yogurt using saccharized rice solution.

Pectin (X1)×Oligosaccharide (X3) Pectin (X1)×Skim milk (X2) Skim milk (X2)×Oligosaccharide (X3)

Fig. 9. Response surface for sourness of curd yogurt using saccharized rice solution.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의 향미는 oligosaccha-  

ride와 pectin의 첨가량이 적을수록 좋은 기호도를 보였으

며, oligosaccharide의 경우 향미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Table 7). 호상요구르트의 pectin, skim 

milk, oligosaccharide에 따른 향미의 교호작용에서 정상점

은 최대점을 나타내었으며, 향미에서의 관능적 최적점을 

나타내는 호상요구르트의 재료 함량은 pectin 5.10 g, 

skim milk 41.68 g, oligosaccharide 48.71 g으로 나타났다

(Table 8).

Fig. 8은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의 pectin, 

skim milk, oligosaccharide에 따른 단맛의 교호작용을 3차

원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정상점은 최대점을 나타내었다.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의 단맛은 oligosaccharide

와 skim milk가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Table 

7), 단맛에서의 관능적 최적점을 나타내는 호상요구르

트의 재료 함량은 pectin 4.89 g, skim milk 36.20 g, 

oligosaccharide 48.40 g으로 나타났다(Table 8).

Fig. 9는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의 pectin, 

skim milk, oligosaccharide에 따른 신맛의 교호작용을 3차

원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정상점은 최대점을 나타내었다.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의 신맛은 oligosaccharide

와 skim milk가 유의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첨가량이 많

아질수록 기호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Table 7). 

Oligosaccharide는 신맛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skim milk은 

신맛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신맛에서의 관능적 최적점을 나타내는 호상요구르트 재료 

함량은 pectin 5.51 g, skim milk 39.72 g, oligosaccharide 

49.38 g로 나타났다(Table 8).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의 점도는 pectin과 

oligosaccharide의 첨가량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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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condition

Level for maximum responses

Sensory evaluation

Color Flavor Sweetness Sourness Viscosity Overall quality

Pectin (g) 4.70 5.10 4.89 5.51 6.20 5.43

Skim milk (g) 39.12 41.68 36.19 39.72 38.72 39.53

Oligosaccharide (g) 37.98 34.71 34.41 35.38 45.48 38.97

Morphology Max
1)

Max Max Max Max Max

1) 
Max: Maximum

Table 8. Predicted level of optimum preparation for the maximized sensory properties of curd yogurt using ssaccharified rice by

ridge analysis and superimposing of their response surface

Process

condition

Range of optimum 

condition

Optimum 

condition

Pectin (g) 4.27~4.90 4.59(5.6)

Skim milk (g) 30.80~41.30 36.50(28)

Oligosaccharide (g) 28.00~36.10 32.05(28)

Table 9. Optimum process condition for maximum response of

pH, brix, viscosity, color (a and b), color (sensory characteristic),

sweetness, sourness by superimposition their contour maps

Pectin (X1)×Oligosaccharide (X3) Pectin (X1)×Skim milk (X2) Skim milk (X2)×Oligosaccharide (X3)

Fig. 10. Optimal condition of curd yogurt using saccharified rice solution.

pectin의 경우 56 g 이하에서 oligosaccharide의 경우 첨가

량이 많을수록 점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Table 2). 점도

에서의 관능적 최적점을 나타내는 호상요구르트의 재료 

함량은 pectin 6.20 g, skim milk 38.72 g, oligosaccharide 

59.48 g으로 나타났다(Table 8).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의 전반적인 기호도에는 

skim milk와 oligosaccharide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전반

적인 기호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oligosaccharide

의 경우 전반적인 기호도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Table 7).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관능적 최적점을 

나타내는 호상요구르트의 재료 함량은 pectin 5.43 g, 

skim milk 39.53 g, oligosaccharide 52.97 g으로 나타났다

(Table 8). 

3.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 제조조건의 최

적화

반응 표면 분석법으로 최적조건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는 제한변수와 등고선도를 이용하여 최적조건을 결정할 

수 있으나 각 제한 변수들의 반응표면은 정확히 일치하

지 않으므로 적절한 제한 조건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

서 이화학적 특성과 젖산균 수, 관능적 특성의 결과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난 pH, 당도, 점도, 색도(a, b)와 색, 단맛, 

신맛을 제한 변수로 설정하고, pectin(X1)×oligosaccharide  

(X3), pectin(X1)×skim milk(X2), skim milk(X2)×oligosac-  

charide (X3)의 등고선 그래프를 교집합 형태로 나타내어 

Fig. 8에 제시하였다. pectin과 oligosaccharide의 작용에서 

pectin은 3.78~4.90 g, oligosaccharide 22.40~36.10 g의 범

위에서, pectin과 skim milk의 작용에서 pectin은 4.27~  

5.13 g, skim milk 30.80~41.30 g의 범위에서, skim milk와 

oligosaccharide의 작용에서는 skim milk는 29.00~48.30 g, 

oligosaccharide는 28.00~42.00 g의 범위에서 최적 배합비

를 산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설정된 각 요인의 배합

구간을 모두 충족시키는 범위는 pectin 4.27~4.90 g, skim 

milk 30.80~41.30 g, oligosaccharide 28.00~36.10 g 이었다

(Table 9). 이를 토대로 유의적으로 나타난 세 개의 관능

항목(색, 단맛, 신맛)을 모두 충족시키는 요인의 범위 중 

중앙에 위치한 값을 산출 하였으며, 그 값은 pectin 4.59 



쌀당화액를 활용한 호상요구르트 제조의 최적화 495

Korean J. Food Cook. Sci. Vol. 31, No. 4 (2015)

g, skim milk 36.50 g, oligosaccharide 32.05 g 으로 쌀당

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의 관능적 최적점을 구할 수 

있었다(Table 9).

Ⅵ. 요약 및 결론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 제조조건을 설정하고

자 중심합성계획법(central composite design)에 의해 pectin, 

skim milk, oligosaccharide의 함량을 달리한 호상요구르트

를 제조하고 이화학적 검사와 관능평가를 실시하고 반응

표면분석법으로 최적조건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화학적 특성에서 pH는 skim milk, oligosaccharide의 

양이 적을수록 낮아짐을 알 수 있었고, 산도는 pectin과 

oligosaccharide의 양이 적을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당도의 경우 skim milk, oligosaccharide 양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점도는 pectin의 첨가

량이 많을수록 높아졌고, 색도의 적색도와 황색도에서 

skim milk의 함량이 많을수록 유의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관능평가에서 색, 단맛, 신맛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

타났으며,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의 색에는 세 

가지 요인 중 oligosaccharide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

었으며, 단맛에는 oligosaccharide와 skim milk가 유의적으

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ligosaccharide

는 신맛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skim milk는 신맛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학적 특성과 관능적 특성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난 

pH, 당도, 점도, 색도(a, b)와 색, 단맛, 신맛을 제한 변수

로 설정하고, 설정된 각 요인의 배합구간을 모두 충족시

키는 범위를 찾은 결과 pectin 4.27~4.90 g, skim milk 

30.80~41.30 g, oligosaccharide 28.00~36.10 g으로 나타났

다. 이 범위를 모두 충족시키는 중앙값은 pectin 4.59 g, 

skim milk 36.50 g, oligosaccharide 32.05 g으로 쌀당화액

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의 최적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pectin, skim milk, oligosaccha-  

ride는 모두 중심점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세 가지 

요인의 혼합작용으로 인하여 중심점보다 낮은 값에서 호

상요구르트 관능적 특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쌀당화액을 활용한 호상요구르트를 기본으로 다

양한 기능성성분을 첨가한 요구르트의 개발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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