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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루의 영양성분과 쌀가루를 활용한 다양한 쌀빵 레시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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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ximate components (water, crude ash, crude protein, crude fat, and 
carbohydrates) and nutritive components (vitamin A, C, E, minerals, amino acids, and fatty acids) of rice flour and develop 
several rice bread recipes using rice flour.

The water, crude ash, crude protein, crude lipid, carbohydrate contents of rice flour were measured to be 8.53%, 0.10 
g, 6.80 g, 0.14 g and 84.43 g, respectively. No vitamin A was detected in the rice flour, and vitamin C and E contents 
were found to be 8.30 and 0.3467 mg/100 g, respectively. Calcium, potassium, magnesium, iron, and sodium contents were 
measured as 6.23, 65.05, 9.78, 0.17 and 2.84 mg/100 g; the large amount of potassium helps to discharge the sodium. Rice 
flour has nine kinds of essential amino acids in it; essential amino acids form 45.15% of rice flour’s content. which is 
higher than 32.3%. Fatty acids were barely detected in the rice powder; saturated fatty acids were measured as 31.25 mg/100 
g, and unsaturated fatty acids as 25.54 mg/100 g. Regarding essential fatty acids, linoleic acids were measured as 41.01 
mg/100 g, and linolenic acids as 2.20 mg/100 g.

The researcher used rice loaf bread as the base and developed rice bread recipes using rice flour to make a total of 
11 items: 8 items with 75% rice flour (rice bagel, rice sweet red-bean bread, rice butter roll bread, rice mocha bread, rice 
buttertop bread, rice custard cream bread, and rice streusel), 2 items with 80% rice flour (stollen and rice hobbang), and 
1 item with 85% rice flour (rice do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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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외식비율의 급격한 증가와 육류 각종 스낵류 및 편이식의 

소비확대로 인하여 주식인 쌀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추세이다(Park 등 2004, Sim 등 2017). 쌀의 소비 형태는 

주로 밥, 주류, 떡류, 제면, 제과 및 제빵 등 다양한 가공용

으로 이용되고 있으며(Han & Gouk 2014), 유아대상 식품(Min 
2010) 등과 같은 웰빙건강지향적 식품으로 요구되면서 쌀가

루 생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쌀가루는 쌀을 제분한 후 가루형태로 만들어 편리하고, 

떡류, 이유식, 식사대용 등의 가공 원료로 이용되며, 이를 쌀

가루로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Gallaghera 등 

2004; Comejo 등 2015; Bourekoua 등 2016). 쌀가루의 특성은 

쌀 품종에 따른 전분의 차이와 쌀가루 제조 시 사용되는 제

분기의 종류 및 제분방법에 따라 입자크기가 달라지므로, 
전분손상도, 호화도, 물성 등 품질변화가 일어나며, 가공적성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ng & Han 2000; 
Kim 등 2005; Lee & Lee 2006; Han 등 2012).

쌀가루 연구로는 쌀가루를 이용한 제품개발(Kim HY 2007; 
Choi ID 2010; We 등 2010; Yoon 등 2016), 쌀가루의 제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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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Kim EM 2010), 제분방법(Kum & Lee 1999; Han 등 2014; 
Lee 등 2015) 및 제분기의 종류(Chiang & Yeh 2002) 등이 보

고되었다. 베이커리 제품의 밀가루를 쌀로 대체하려는 연구

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에는 흑미가루 첨가 쌀 식

빵(Im & Lee 2010), 돼지감자분말 첨가 쌀 스펀지케이크(Kim 
등 2014), 머루 분말 첨가 쌀 시폰 케이크(Bing & Chun 2015), 
흑미 쌀가루를 연질미와 배합한 쌀 식빵(Choi 등 2015), 해
나루쌀 첨가 식빵(Ju & Lee 2016), 초석잠 쌀 영양바(Joo & 
Choi 2017), 민들레복합분말 쌀 쿠키(Byeon 등 2017), 갈색거

저리분말첨가 식빵(Kim YM 2017)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중에 판매되는 쌀가루의 일반성분 및 

영양성분을 측정하였으며, 쌀가루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

의 쌀빵 레시피를 개발하여 쌀가루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

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시중에 유통되는 쌀가루 제품(입도 300 mesh)은 덕산제품

을 구입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달걀(Moguchon, Seoul, Korea), 
버터(Seoulmilk, Yangju, Korea), 설탕(CheilJedang Corporation, 
Seoul, Korea), 전지분유(Seoulmilk, Yangju, Korea), 소금(Haepyo, 
Seoul, Korea), 이스트푸드(Puratos, Seoul, Korea)는 대형마트

에서 구입하였다.

2. 쌀가루의 일반성분분석
일반성분은 AOAC법(2000)에 따라 수분함량은 105℃건조

법, 조지방은 Soxhlet법, 회분은 550℃ 회화법으로 분석하였

고, 조단백질은 원소분석기(Thermo Quest사, Flash 2000)를 

이용하여 전질소량을 정량하고, 질소계수 6.25를 곱하여 조

단백질로 하였으며, 탄수화물은 100에서 수분, 조단백질, 조
지방, 회분의 값을 제한 값으로 하였다.

3. 쌀가루의 비타민 C, A, E 함량
비타민 C 함량은 시료를 5 g을 균질화 하여 10% metapho-

sphoric acid(HPO3) 용액을 가하여 추출한 다음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 후에 상등액을 membrane filter(0.45 μm)로 

여과하여 HPLC로 분석하였다(Kim 등 2003). 분석조건은 col-
umn은 Dionex C18(300×3.9 mm)을 사용하고, solvent 0.05 M 
KH2PO4 : acetonitrile(60:40)과 flow rate는 1.0 mL/min으로 하

였으며, UV 파장 254 nm, injection volume은 20 μL로 하였다.
비타민 A, E 함량은 시료 4 g에 ascorbic acid 0.1 g과 ethanol 

30 mL를 첨가하여 균질화한 후 80℃에서 20분간 추출한 다

음 50% KOH 용액 0.25 mL를 첨가하였다. 증류수 3 mL와 

hexane 5 mL를 가하여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시킨 

다음 잔사에 hexane 5 mL를 가하여 균질화한 후 80℃에서 

20분간 추출시켜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등액을 합하여 무수황산나트륨을 가해 탈수시킨 후 50℃
에서 감압 농축하고, methanol로 용해시킨 후 membrane 
filter(0.45 μm)로 여과하여 비타민 A와 E를 다음과 같이 

HPLC로 분석하였으며(Kim 등 2003), 분석조건은 다음과 

같다. Column은 Phenomenex Luna 5 um C18(250×4.6 mm), 
Mobile phase: Acetonitrile : 2-Propanol(95 : 5)을 사용하고, 
flow rate는 1.0 mL/min으로 하였으며, UV 파장 254 nm, 
injection volume은 20 μL로 하였다.

4. 쌀가루의 무기질 함량
시료에 질산 8 mL와 과산화수소 2 mL를 가한 후 Micro-

wave Digestion System을 상온에서 90℃에서 150℃까지 올린

다. 분해 후, 190℃까지 온도를 올린 다음 30분 동안 분해하

였다. 서서히 온도를 낮춰 50℃가 되면 시료를 50 mL 정용

플라스크에 옮겨 증류수로 정용하고, filter paper로 여과하여 

ICP-OE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Jeong 등 2006a). 분석조건 

중 radio frequency power는 1.4 KW이며, analysis pump flow 
rate는 1.5 mL/min으로 하였고, gas flows는 plasma 15, auxiliary 
0.2, nebulizer 0.8 L/min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5. 쌀가루의 아미노산 분석
시료를 6 N HCl 5 mL를 가하여 감압 밀봉한 후 110℃로 

setting된 heating block에 24시간 동안 가수분해시켰다. 가수

분해가 끝난 시료는 50℃에서 rotary evaporater로 산을 제거

한 후 sodium dilution buffer로 10 mL 정용한 다음, 이중 1 mL
를 취하여 membrane filter 0.2 μm로 여과시켜 아미노산 자동

분석기(S433-H, Sykam GmbH, Germany, Munich)로 정량분

석하였다(Jeong 등 2006b). 분석에 필요한 column은 Cation 
separation column(LCA K07/Li)을 사용하고, flow rate은 Buffer 
0.45 mL/min, reagent 0.25 mL/min, Buffer pH range 2.90~7.95
으로 하며, column 온도는 37~74℃로 분석하였다.

6. 쌀가루의 지방산 분석
시료를 chloroform-methanol로 추출․여과하여 감압농축한 

시료를 100 mg을 가지형 플라스크에 취하고, 1 N-KOH․
ethanol 용액 4 mL를 섞어 유지방울이 없어질 때까지 교반시

킨 다음 14% BF3-Methanol 5 mL를 가한다. 환류냉각기를 부

착하여 5분간 80℃에서 가열하였고, 이 용액에 NaCl 포화용

액 3 mL를 가하고, 다시 hexane 1 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은 

후 시험관에 옮겨 정치하였고, 상층을 분취하여 무수 Na2SO4

를 넣어 수분을 제거하고, 0.5 mL를 vial에 채취한 후 GC로 

분석하였다(Folch 등 1957). 분석에 필요한 조건으로 column
은 SPTM－2560 capillary column(100 m length × 0.25 mm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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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e flour
Moisture (%) 8.53
Crude ash (g) 0.10

Crude protein (g) 6.80
Crude lipid (g) 0.14

Carbohydrate (g) 84.43
Vitamin A (mg/100 g) ND
Vitamin C (mg/100 g) 8.30 
Vitamin E (mg/100 g) 0.3467

ND: Not detector.

Table 1. Proximate components vitamin A, C and E 
content of rice flour

Ca K Mg Fe Na
Rice flour 6.23 65.05 9.78 0.17 2.84

Table 2. Mineral content of rice flour  (unit: mg/100 g)

Amio acid Rice flour
Aspartic acid 533.431

Threonine 194.011
Serine 311.676

Glutamic acid 1,060.834
Proline 270.792
Glycine 264.283
Alanine 312.987
Cystine 19.022
Valine 313.000

Methionine 119.803
Isoleucine 227.762
Leucine 477.193
Tyrosine 139.143

Phenylalanine 291.108
Histidine 162.806
Lysine 191.573

Arginine 419.840

E.A.A.1) 2,397,096

Total 5,309.265

E.A.A.1): essential amino acid (Thr, Val, Met, Ile, Leu, Phe, Lys, 
His, Arg).

Table 3. Amino acid content of rice flour
(unit: mg/100 g)

× 0.25 μm film thickness)을 사용하고, Oven temperature: 
140℃(10 min) → 4℃/min → 240℃(30 min) Split ratio: 1; 80, 
Detector: Flame ionization detector로 분석하였다.

7. 쌀가루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쌀빵 레시피 개발
쌀가루는 첨가물이 없는 (주)대두식품(Gunsan, Korea)의 제

품을 사용하였다. 쌀가루 함량을 75~85% 사용하여 다양하

게 쌀빵을 제조하였다. 재료를 믹서기(YSM-12, Young Song, 
Seoul, Korea)에 넣어 혼합한 후, 발효기(Aeromat .08, Wachtel, 
Germany)에 반죽을 넣어 1차 발효를 하였다. 1차 발효가 난 

후 반죽을 분할하여 둥글리기를 한 후 성형하였고, 2차 발효를 
하였다. 2차 발효 끝난 후 오븐(THE PICCOLO Ⅱ-3, Wachtel, 
Germany)에서 구웠다. 각각의 레시피는 Table 5와 같다.

결과 및 고찰

1. 쌀가루의 일반성분 및 영양성분
쌀가루의 일반성분 분석은 Table 1과 같다. 국가 식품성분

표(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8)에 의하면 밀가루

의 수분, 조회분, 조단백, 조지방, 탄수화물의 함량은 각각 12 
g, 0.41 g, 13.59 g, 1.11 g, 72.89 g으로 쌀가루가 전체적으로 

조단백질, 조회분, 조지방의 함량이 낮게 나타났다. Rosniyana 
등(2006)은 도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강 층에 존재하는 단

백질, 회분, 섬유질 등의 제거로 상대적으로 쌀가루 내의 전

분의 비율이 증가함에 의해 아밀로스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

고하였다.
쌀가루의 비타민 함량은 Table 1과 같다. 국가 식품성분표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8)에 의하면 밀가루는 

비타민 C의 함량은 0.15 mg/100 g, 메밀가루는 비타민 E 함량

은 5.37 mg/100 g, 호밀가루는 1 mg/100 g으로 나타났다. 쌀가

루의 경우, 비타민 A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비타민 C, E 함량

은 각각 8.30 mg/100 g, 0.3467 mg/100 g으로 나타났다.
쌀가루의 무기질 함량은 Table 2와 같다. 국가 식품성분표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8)에 의하면 호밀가루 

칼슘, 칼륨, 마그네슘, 철, 나트륨함량은 각각 25, 140, 30, 1.5, 
1 mg/100 g, 강력분 17, 95, 29, 0.64, 1 mg/100 g, 흑미가루는 

칼슘, 칼륨, 철, 나트륨 37, 368, 5, 6 mg/100 g으로 나타났다. 
쌀가루의 칼슘, 칼륨, 마그네슘, 철, 나트륨함량은 6.23, 65.05, 
9.78, 0.17, 2.84 mg/100 g으로 나타났다.

K는 나트륨의 과잉섭취로 유발된 고혈압에 대한 보호기능

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트륨과 더불어 중요성이 증가

하였다(Tannen RL 1983). 칼륨/나트륨의 섭취비율이 높아지

면 고혈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고혈압의 예방적 차원

에서 칼륨/나트륨의 섭취비율을 1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Macgregor 등 1982).
쌀가루의 아미노산 함량은 Table 3과 같다. 국가 식품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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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ty acid Rice flour

Butyric acid (C4:0) ND1)

Caproic acid (C6:0) ND

Caprylic acid (C8:0) ND

Capric acid (C10:0) ND

Undecanoic aicd (C11:0) ND

Luric acid (C12:0) ND

Tridecanoic acid (C13:0) ND

Myristic acid (C14:0) ND

Pentadecanoic acid (C15:0) ND

Palmitic acid (C16:0) 28.47

Heptadecanoic acid (C17:0) ND

Stearic acid (C18:0) 2.78

Arachidic acid (C20:0) ND

Heneicosanoic acid (C21:0) ND

Behenic acid (C22:0) ND

Tricosanoic acid (C23:0) ND

Lignoceric acid (C24:0) ND

Saturated 31.25

Myristoleic acid (C14:1) ND

cis-10-Pentadecenoic acid (C15:1) ND

Palmitoleic acid (C16:1) ND

cis-10-Heptadecenoic acid (C17:1) ND

Elaidic acid (C18:1n9t) ND

Oleic acid (C18:1n9c) 25.54

cis-11-Eicosenoic acid (C20:1) ND

Erucic acid (C22:1n9) ND

Nervonic acid (C24:1) ND

Monounsaturated 25.54

Linolelaidic acid (C18:2n6t) ND

Linoleic acid (C18:2n6c) 41.01

cis-11,14-Eicosadienoic acid (C20:2) ND

cis-13,16-Docosadienoic acid (C22:2) ND

ɣ-Linolenic aicd (C18:3n6) ND

Linolenic aicd (C18:3n3) 2.20

cis-8,11,14-Eicosatrienoic aicd (C20:3n6) ND

cis-11,14,17-Eicosatienoic acid (C20:3n3) ND

Arachidonic acid (C20:4n6) ND

cis-5,8,11,14,17-Eicosapentaenoic acid (C20:5n3) ND

cis-4,7,10,13,16,19-Docosahexaenoic acid (C22:6n3) ND

Polyunsaturated 43.21

ND: Not detector.

Table 4. Fatty acid content of rice flour (unit: mg/100 g)표(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8)에 의하면 밀가루

의 총 아미노산함량은 12.419 mg/100 g, 필수아미노산 3,915 
mg/100 g, 비필수아미노산 8,505 mg/100 g으로 나타났다. 필
수아미노산에는 발린(valine), 루신(leucine), 아이소루이신

(isoleucine), 메티오닌(methionine), 트레오닌(threonine), 라이신

(lysine), 페닐알라닌(phenylalanine), 트립토판(tryptophan), 히
스티딘(Histidine), 아르기닌 10여 종이 있다. 쌀가루에 필수아

미노산은 9종이 나타났으며, 총 필수아미노산의 45.15%로 나

타나, FAO(2018)가 제시한 기준인 32.3%보다 높아 영양학적

으로 우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쌀가루의 지방산 함량은 Table 4와 같다. 쌀가루 지방산 함

량은 대부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포화지방산이 31.25 mg/ 
100 g, 불포화지방산이 25.54 mg/100 g, 필수지방산인 linoleic 
acid 41.01 mg/100 g, linolenic aicd 2.20 mg/100 g 함량이 나타

났다.
밀가루에 비해 영양적으로 우수한 쌀가루를 활용하여 쌀 

가공식품 활성과 소비자의 웰빙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칼로리는 낮고 영양 면에서 우수한 쌀 가공 식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쌀가루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쌀빵 레시피 개발
쌀을 이용하여 빵을 만드는 경우, 쌀에는 부피를 유지시

켜주는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쌀만으로는 제조가 어려우므

로, 쌀가루와 밀가루를 혼합하여 만들거나, 쌀가루에 글루텐

을 강화하여 만들어야 한다. 시중에는 쌀가루에 밀가루에서 

분리한 활성글루텐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빵용 쌀가루 제품

이 판매되고 있으나, 쌀가루에 활성글루텐을 첨가하여야 하

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쌀가루를 첨가

하여 빵을 만들었을 때에 촉촉한 질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도 있다. 쌀가루를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쌀빵 레시피는 

Table 5와 같다. 쌀가루를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쌀빵으로는 

쌀 식빵을 기본으로 하여 쌀가루 75% 함량으로 쌀베이글, 
쌀단팥빵, 쌀버터롤빵, 쌀모카빵, 쌀버터톱, 쌀슈크림빵, 쌀
소보로 등 8품목과, 쌀가루 80% 슈톨렌, 쌀호빵 등 2품목, 쌀
가루 85% 함량으로 쌀꽈배기 등 총 11개 품목의 레시피를 개

발하였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시중 유통되는 쌀가루를 이용하여 쌀가루의 일

반성분(수분, 조회분, 조단백질, 조회분, 조지방, 탄수화물)과 

영양성분(비타민 A, C, E, 무기질, 아민노산, 지방산)을 분석

하였고, 쌀가루를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쌀빵 레시피를 개

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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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 Recipe

(1) 쌀식빵
Rice loaf bread

1. 쌀가루 270 g, 활성글루텐 90 g, 버터 12 g, 소금 4 g, 달걀 1개, 물 240 
mL 생 이스트 4 g, 분유 10 g, 설탕 10 g, 베이킹파우더 3 g을 반죽기로 
35분간 반죽

2. 1차 발효 60분(발효기, 건열 40℃, 습열 40℃)
3. 분할 후 실온에서 중간 발효 18분
4. 성형 후 2차 발효 28분(발효기, 건열 40℃, 습열 40℃) 
5. 계란물 입힌 후 오븐(180℃)에 1시간 굽기

(2) 쌀베이글
Rice bagel

1. 쌀가루 204 g, 활성글루텐 36 g, 소금 3 g, 물 150 mL, 생이스트 5 g, 
설탕 13 g, 식용유 15 g을 반죽기로 15분 반죽

2. 1차 발효 26분(발효기, 건열 40℃ 습열 40℃) 
3. 분할 후 실온에서 중간 발효 20분 
4. 성형 후 2차 발효 37분(발효기, 건열 40℃ 습열 40℃) 
5. 끓는 물에 20초 데치기
6. 오븐(윗불 190℃, 아랫불 170℃)에 58분 굽기

(3) 쌀단팥
Rice sweet 

red-bean

1. 쌀가루 175 g, 활성글루텐 58 g, 버터 40 g, 소금 6 g, 달걀 1개, 물 175 
mL, 생이스트 23 g, 분유 10 g, 설탕 10 g, 제빵개량제 3 g을 반죽기로 
58분간 반죽

2. 1차 발효 10분(발효기, 건열 40℃ 습열 40℃)
3. 50 g씩 분할 후 실온에서 중간 발효 16분
4. 성형 후 계란물 입힌 후 2차 발효 20분(발효기, 건열 40℃, 습열 40℃) 
5. 오븐(윗불 200℃, 아랫불 160℃)에 50분 굽기

(4) 쌀버터롤
Rice butter roll 

1. 쌀가루 300 g, 활성글루텐 100 g, 생이스트 18 g, 분유 16 g, 소금 8 g, 
설탕 48 g, 달걀 1개, 버터 60 g, 물 236 g을 반죽기로 30분간 반죽

2. 1차 발효 20분(발효기, 건열 40℃, 습열 40℃) 
3. 중간발효 15분(실온, 온도 27.7℃, 습도 69%) 
4. 2차 발효 15분(발효기, 건열 40℃, 습열 40℃) 
5. 오븐(180℃)에 1시간 굽기

(5) 쌀모카
Rice mocha bread

1. 쌀가루 187 g, 활성글루텐 63 g, 생이스트 13 g, 설탕 30 g, 소금 3 g, 
버터 30 g, 건포도 30 g, 달걀 1개, 물 100 g을 반죽기로 15분간 반죽

2. 버터 30 g, 설탕 50 g, 달걀 반개, 우유 15 g, 인스턴트커피 3 g, 베이킹
파우더 2 g, 소금 약간, 박력분 120 g을 반죽 후 냉장보관

3. 반죽 후 1차 발효(발효기, 건열 35℃ 습열 40℃)
4. 분할 후 중간발효(실온, 온도 26.9℃ 습도 56%)
5. 성형 후 토핑 덮은 뒤 2차 발효(발효기, 건열 35℃ 습열 40℃)
6. 오븐(180℃)에 굽기

(6) 쌀버터톱
Rice buttertop

1. 쌀가루 300 g, 활성글루텐 100 g, 생 이스트 20 g, 설탕 80 g, 소금 8 
g, 마가린 80 g, 분유 12 g, 달걀 60 g, 물 184 g을 반죽기로 20분간 
반죽

2. 버터 40 g을 짤 주머니에 넣기
3. 1차 발효(발효기, 건열 25℃, 습열 30℃) 45분
4. 분할 후 중간발효(실온, 온도 27.2℃, 습도 64%) 15분
5. 2차 발효(발효기, 건열 30℃, 습열 30℃) 35분
6. 칼집 낸 후 버터 충전한 다음 오븐(윗불 160℃, 아랫불 180℃)에 굽기 

70분

Table 5. Manufacture of rice bread with different commercial rice fl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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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 Recipe

(7) 쌀슈크림
Rice custard 

cream

1. 쌀가루 247 g, 활성글루텐 92 g, 생이스트 14 g, 제빵개량제 7 g, 소금 
7 g, 설탕 58 g, 분유 7 g, 버터 44 g, 계란 36 g, 물 194 mL를 반죽기로 
15분간 반죽

2. 데운 우유 250 g에 설탕 20 g을 넣고 미리 준비해 놓은 노른자 3개 + 
박력분 15 g, 옥수수전분 15 g, 설탕 40 g을 넣어 크림화를 한 뒤 데운 
우유에 넣고 약불로 걸쭉해질 때까지 섞음

3. 1차 발효(발효기, 건열 30℃, 습열 30℃) 1시간 19분
4. 분할 후 중간 발효(실온 온도 26.8℃, 습도 55%) 20분
5. 성형 후(충전) 2차 발효(발효기 건열 30℃, 습열 30℃)
6. 오븐(윗불 200℃, 아랫불 150℃)에 굽기

(8) 쌀소보로
Rice streusel

1. 쌀가루 275 g, 활성글루텐 92 g, 소금 7 g, 물 172 mL, 생 이스트 15 
g, 제빵개량제 3 g, 마가린 66 g, 탈지분유 7 g, 달걀 55 g, 설탕 59 g을 
넣고 반죽기로 10분간 반죽

2. 중력쌀가루 167 g, 설탕 100 g, 마가린 83 g, 계란 17 g, 물엿 16 g, 땅콩
버터 25 g, 분유 5 g, 소금 1 g, 베이킹파우더 3 g을 넣고 토핑반죽

3. 1차 발효(발효기, 건열 35℃, 습열 30℃) 50분
4. 중간발효(실온) 10분
5. 2차 발효(발효기, 건열 35℃ 습열 30℃) 20분
6. 오븐(윗불 200℃, 아랫불 160℃)에 굽기 1시간

(9) 쌀슈톨렌
Rice flour stolen

1. 쌀가루 191 g, 활성글루텐 64 g, 설탕 25 g, 소금 5 g, 생이스트 20 g, 
우유 50 g, 버터 100 g 충전물을 넣고 반죽기로 20분간 반죽

2. 건포도 50 g, 건과일필 90 g, 넛매그 약간, 화이트럼 70 g을 전처리(충
전물)

3. 아몬드파우더 100 g, 설탕 100 g, 흰자 10 g, 물 10 g을 넣고 반죽 후 
성형

4. 1차 발효(발효기, 건열 35℃, 습열 30℃) 70분
5. 2차 발효(발효기, 건열 35℃, 습열 30℃) 30분
6. 오븐(180℃)에 50분 구운 후 식혀 버터를 칠하고 슈가파우더 뿌림

(10) 쌀호빵
Rice hobbang

1. 쌀가루 180 g, 활성글루텐 46 g, 생이스트 6 g, 베이킹파우더 2 g, 탈지
분유 8 g, 설탕 10 g, 소금 3 g, 버터 10 g, 물 130 mL를 넣고 반죽기로 
15분간 반죽

2. 분할 후 성형(분할무게 50 g, 앙금무게 40 g)
3. 2차 발효 30분(발효기, 건열 35℃, 습열 35℃) 
4. 찜통에 찌기 15분(완성 후 무게 각 88 g)

(11) 쌀도넛
rice donut

1. 쌀가루 249 g, 활성글루텐 44 g, 박력분 73 g, 설탕 37 g, 마가린 44 
g, 제빵개량제 4 g, 소금 5 g, 탈지분유 11 g, 생이스트 18 g, 바닐라향 
2 g, 넛매그 1 g, 달걀 55 g, 물 168 mL 반죽기로 15분간 반죽

2. 1차 발효 35분(발효기, 건열 35℃, 습열 30℃) 35분
3. 중간발효(실온) 20분
4. 2차 발효 10분(발효기, 건열 35℃, 습열 30℃) 
5. 튀기기(180℃)

Table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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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루의 수분, 조회분, 조단백질, 조회분, 조지방, 탄수화

물함량은 각각 8.53%, 0.10 g, 6.80 g, 0.14 g, 84.43 g으로 나

타났다. 쌀가루의 비타민 A는 검출되지 않으며, 비타민 C, E 
함량은 각각 8.30, 0.3467 mg/100 g으로 나타났고, 칼슘, 칼륨, 
마그네슘, 철, 나트륨함량은 6.23, 65.05, 9.78, 0.17, 2.84 mg/ 
100 g으로 나타나,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쌀가루에 필수아미노산은 9종이 나타났으며, 총 필

수아미노산의 45.15%로 나타났다. 쌀가루 지방산 함량은 대

부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포화지방산 31.25 mg/100 g, 불
포화지방산 25.54 mg/100 g으로 나타났으며, 필수지방산인 

linoleic acid 41.01 mg/100 g, linolenic acid 2.20 mg/100 g 함량

이 나타났다.
쌀가루를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쌀빵으로는 쌀 식빵을 기

본으로 하여 쌀가루 75% 함량으로 쌀베이글, 쌀단팥빵, 쌀버

터롤빵, 쌀모카빵, 쌀버터톱, 쌀슈크림빵, 쌀소보로 등 8품목

과, 쌀가루 80% 슈톨렌, 쌀호빵 등 2품목, 쌀가루 85% 함량으

로 쌀꽈배기 등 총 11개 품목의 레시피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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