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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루로 제조한 쉬폰케이크의 물리적·관능적 품질특성

김지나·신원선*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Physical and Sensory Properties of Chiffon Cake Made with Rice Flour

Ji-Na Kim and Weon-Sun Shi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hysicochemical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chiffon cakes made
with rice flour ranging from 20-100% in place of wheat flour. The water binding capacity of the rice flour was greater
than that of the wheat flour and its fat binding capacity was lower than that of the wheat flour. The batter stability data
indicated that the 100% treatment was better than the control, and specific gravity values and specific loaf volumes were
lower in the samples with added rice flour. Texture analysis foun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hardness, adhesiveness,
cohesiveness, gumminess, and chewiness between the control and the 100% treatment. In the case of crust color, the rice
flour-added chiffon cake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eir ‘a’ values. In addition, their crumb color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terms of both their ‘L’ and ‘a’ values. According to the sensory evalua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overall acceptability between the control and the rice flour-added chiffon cakes. The highest sensory scores
were obtained by the 100% treatment for overall acceptance and moistness. However, flavor, cohesiveness, and brittlenes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ese study results show that wheat flour could be replaced by rice flour up to 100% in
chiffon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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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생활이 서구화, 편의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1인당 쌀의 소비

량은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1). 쌀은 소비량의 90% 이상이

밥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쌀 가공식품으로 이용되고 있는 쌀은

총 쌀 생산량의 3-4% 수준이며 그 중 쌀 가공산업의 70% 이상

이 떡·면류와 주류를 제조하는데 편중되어 있다(2). 최근, 베이

커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와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

하면 소비자의 기호성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쌀 베이커리 제

품의 개발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빵시장 규모는 2005년 1조8,000억원을 넘어섰으

며, IMF 이전 10여년간은 연평균 13.6% 고성장 하였으나, IMF

이후 5년간은 2%대의 미미한 성장을 하다가 최근 3년간 7%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80년대 국민소득

증대로 소비자들이 갓 구운 신선한 제품과 질이 높은 제품을 선

호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양산과 윈도우 베이커리의 중간형태인

프랜차이즈(준양산) 업체들의 급성장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2007년 양산빵은 5,300억원대로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프랜차이즈업계인 파리바게뜨는 전년대비 24% 성장해 6,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뚜레주르는 22% 성장해 2,300억원의 매출

을 올렸다(3).

건강지향성 베이커리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쌀을 첨

가한 베이커리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Chang 등

(4)은 백미와 흑미를 첨가한 케이크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였으

며, Lee 등(5)은 메조 및 차조 첨가가 white layer cake의 품질특

성과 저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 또, Ju 등(6)은 쌀가

루 혼합분으로 제조한 스폰지 케이크의 품질특성에 관해 연구한

바 있으며, Park 등(7)은 흑미가루 복합분의 이화학적 특성과 스

펀지 케이크 품질특성에 대해 연구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케이크 제조 시, 밀가루의 일부를 쌀가루로 대체하

여 연구한 다양한 사례가 있으나 100% 쌀가루를 대체하여 제조

한 케이크반죽(batter) 및 케이크의 특성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쉬폰케이크는 식물성기름, 계란, 설탕, 밀가루, 베이킹파우더를

이용하여 만드는 매우 가벼운 케이크이다. 쉬폰케이크는 난황을

이용한 유화액과 난백거품을 각각 제조하여 오븐에서 굽기 전에

혼합하는 제조단계를 거친다. 따라서, 완성된 케이크의 품질과 관

련된 부피(specific loaf volume), 비중(specific gravity) 등은 케이

크반죽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4). 아

울러, 케이크의 촉촉함, 물량감, 씹힘성 등은 첨가한 가루(밀가루

혹은 쌀가루) 입자의 크기, 수분결합력, 지방결합력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8,9).

본 연구에서는 쉬폰케이크에 첨가되는 밀가루를 입자크기가 다

른 쌀가루로 대체 제조하였을 때 그 첨가량에 따른 케이크반죽

의 특성과 제빵적성을 비교하였으며, 관능검사를 통한 쌀쉬폰케

이크 최적 제조조건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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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쉬폰케이크의 재료로는 1등급 무표백 박력분(CJ Co., Seoul, Korea),

쌀가루, 콩기름(Dongbangyurang Co., Seoul, Korea), 설탕(CJ Co.)

달걀(Alchanran, E-mart, Seoul, Korea)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쌀

가루는 주식회사 Rizen(Ansung, Korea)에서 100, 200, 300 mesh

의 입자크기별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본 실험에서 사용한 밀가루(혹은 쌀가루)의 일반성분 분석은

식품공전법(10)에 따라서 측정하였다. 즉, 수분함량은 상압가열건

조법, 지방함량은 soxhlet 추출법, 회분함량은 건식회화법, 단백질

함량은 micro-Kjeldahl method로 측정하였다. 탄수화물은 수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쌀가루의 수분 및 지방 결합력 측정

쌀가루의 수분결합력은 Collins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11,12). 미리 무게를 측정한 원심관에 시료 3 g을 넣고 증류수를

15 mL가하여 뚜껑을 덮고 3분간 voltex로 교반한 다음 실온에서

60분간 방치한 후 2,014 g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상층액을

제거하고 침전된 시료의 무게를 3회 반복측정하여 처음 시료와

의 중량비로 계산하였다(11,12).

A =상층액을 제거한 침전된 시료의 무게

쌀가루의 지방결합력은 Lin 등의 방법(13)을 변형하여 측정하

였다. 미리 무게를 측정한 원심관에 시료 2 g을 넣고 콩기름을

20 mL가하여 1분간 20 cm spatula로 혼합하였다. 상온에서 30분

방치 후 1398×g에서 25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상층액을 제거하

고 원심분리관을 45o 기울여 30분동안 방치하였다. 지방결합력은

건조시료의 무게와 상층액을 제거하고 남은 침전물의 무게와의

차이를 계산하여 건조시료 1 g당 보유한 지방의 무게의 비율(%)

로 표현하였다.

A =흡수후 무게

B =건조시료 무게

쉬폰케이크 제조

쉬폰케이크는 별립법을 적용하여 제조하였으며, 재료 배합비는

Table 1과 같다. 쉬폰케이크 제조 시 쌀가루의 첨가량은 대조군

(0%)에 첨가되는 밀가루의 20, 40, 60, 80, 100%가 되도록 쌀가

루를 각각 첨가하였다.

쉬폰케이크의 제조법은 Fig.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달걀의 난

황과 난백을 분리하여 난황에 설탕을 넣고 RW20 stirrer(RW20

DZM.n, IKA®, Staufen, Germany)를 이용하여 900 rpm으로 6분간

혼합한 후 1,000 rpm으로 속도를 조정하여 콩기름과 물을 순차적

으로 넣고 4분간 추가로 혼합하였다. 난백은 RW20 stirrer를 이

용해 750 rpm으로 5분간 거품을 낸 다음, 설탕을 넣고 1,010 rpm

으로 교반속도를 조정한 후 15분간 추가로 혼합해 머랭을 제조

하였다. 체에 내린 밀가루(혹은 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를 난황

반죽에 섞었으며, 여기에 미리 제조한 머랭을 두번에 나누어 넣

어 혼합하였다. 반죽은 쉬폰2호틀(지름 18 cm, 높이 8 cm, 기둥높

이 11 cm)에 팬닝하여 160oC에서 40분간 구웠다. 구운 후 즉시

오븐에서 꺼낸 쉬폰케이크는 실온에서 2시간 방냉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14).

반죽안정성 측정

케이크의 반죽안정성은 샘플 제조 후 즉시 50 mm Turbiscan전

용용기에 40 mm 높이까지 시료를 담아 Turbiscan (Turbiscan expert

lab. Formulaction, Toulouse, France)을 이용해 25oC에서 60분 동

안 2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15). 

Turbiscan profile의 전형적인 형태는 Fig. 2에 제시한 바와 같이3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a) 크리밍(creaming), (b) 침전(sedimentation),

(c) 응집(coalescence)이다. 크리밍(creaming)은 가벼운 입자들이 시

료 윗 부분으로 떠올라 시료 윗부분의 농도는 증가하고 아랫부

분의 농도는 감소한다. 이에 반해, 침전(sedimentation)은 무거운

입자들이 시료 아랫부분으로 가라앉아 시료 아랫부분의 농도는

증가하고 시료 윗부분의 농도는 감소한다. 응집(coalescence)은 입

자들간에 응집현상이 일어나 입자크기가 커져 시료전체적으로 프

로파일이 감소되는 형태를 나타낸다. 시료의 형태와 특성에 따라

이 세가지 범주 안에서 프로파일이 측정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예외적인 프로파일이 나타날 수 있어, 시료간 일정구간을 동일하

게 잘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죽의 비중 및 케이크 부피측정

반죽의 비중은 모든 재료를 혼합한 직후 일정용기에 반죽을 담

아 동일한 용기에 담은 증류수의 무게와 비교하였으며, 반죽의

중량을 물의 중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16). 이때 증류수의 밀

도는 1.00 g/mL로 가정하였다. 

수분결합력 (%) =
 A-sampleweight

sampleweight

지방결합력 (%) =
 A

× 100
B

Table 1 Formula for a chiffon cake with rice flours

control 20% 40% 60% 80% 100%

Emulsion Wheat flour 90 72 54 36 18 0

Rice flour1) 0 18 36 54 72 90

Egg yolk 50 50 50 50 50 50

Sugar 45 45 45 45 45 45

Soybean oil 60 60 60 60 60 60

Water 60 60 60 60 60 60

Baking powder 4 4 4 4 4 4

Foam Egg white 115 115 115 115 115 115

sugar 60 60 60 60 60 60

1) Rice flour size : 100 mesh, 200 mesh, 300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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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의 부피는 씨앗대용법(종자치환법)으로 측정하였다(16,17).

쉬폰 2호틀로 제조하여 완성된 케이크를 동일한 용기에 시료와

같이 혹은 시료 없이 평지씨를 채워 부피를 측정하였다. 시료의

실제부피는 두 측정치의 차이로 나타내었다.

쉬폰케이크의 조직감 및 색도측정

쉬폰케이크의 조직감은 시료를 1.5 cm × 1.5 cm × 1.5 cm 크기로

잘라 TA-XT2i/25 Texture analyzer (Stable Micro Systems, London,

UK)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측정 시 사용한 프로브(probe)는 직경

50 mm의 원통형을 사용하였고 각각의 샘플들은 80 %까지 압착

하여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시료는 9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쉬폰케이크의, 조직감 프로파일은 경도(hardness), 부

착성(ad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 검성

(gumminess), 씹힘성(chewiness)을 조사하였다. 케이크의 색도는

Hunter Lab Colorimeter model(Minolta CR-400; Minolta Co.,

Osaka, Japan)를 이용하여 외부(crust)와 내부(crumb)의 직경 50 mm

를 9회 반복 측정하여 L, a, b값을 산출하였다.

관능검사

입자별로 크기가 다른 쌀가루를 첨가량을 100%로 하여 제조

한 쉬폰케이크에 대하여 한양대학교 식품영양 전공의 대학생 50

명을 대상으로 소비자기호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쉬폰케이크는

제조 후 실온에서 2시간 방치한 후 전체케이크를  균등하게 16

등분하여 동일한 접시에 담아 제시하였다. 평가항목은 케이크 외

부(crust)와 내부(crumb)의 색깔, 풍미(flavor), 케이크볼륨(loaf vol-

ume), 기공크기(size of air cell), 단맛(sweetness), 씹힘성(chewi-

ness), 응집성(adhesiveness), 경도(hardness), 부서짐성(brittleness), 촉

촉함(moistness) 및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특성이

며, 이들 특성에 관한 주관적인 기호도에 대해 9점 기호척도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케이크 내부와 외부의 색깔, 풍미, 케이크

볼륨, 단맛, 씹힘성, 응집성, 경도, 부서짐성, 촉촉함은 좋게 느낄

수록, 기공의 크기는 균질할수록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통계분석

쌀가루를 첨가한 쉬폰케이크의 기계적 특성 실험은 SPSS(SPSS

l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 중에서 다변량분산분석(MANOVA)

을 실시하여 유의성이 있는 경우 다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을 이용해 시료간의 유의차를 검증하였다

(p<0.001). 관능적 특성 실험은 SPSS 프로그램 중에서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여 유의성이 있는 경우 다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을 이용해 시료간의 유의차를 검증하였

다(p<0.05). 모든 측정치들은 3회 이상 반복실험을 통하여 얻었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분석

본 실험에 사용된 밀가루와 쌀가루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수분함량은 밀가루가 11.1±0.3%, 100 mesh 쌀

Fig. 1. Preparation and measured methods of chiffon cake.

Fig. 2. Typical profiles of emulsion by Turbiscan lab. : (a) creaming, (b) sedimentation, (c) coalesc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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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가 10.5±0.1%, 200 mesh 쌀가루가 8.5±0.2%, 300 mesh 쌀가

루가 9.3±0.1%로 밀가루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Lee 등(2)에 의

하면 건식, 반습식, 25oC 및 55oC 습식 쌀가루의 수분함량은 각

각 9.5±0.1%, 10.7±0.1%, 9.8±0.1% 및 11.9±0.1%로 보고하였는데,

본 실험에 사용된 100 mesh와 300 mesh 쌀가루는 건식 및 반습

식으로 제분된 쌀가루의 수분함량의 범위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

다. 3가지 쌀가루 중 200 mesh 쌀가루의 수분함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 점으로 인해 케이크 제조 시 첨가되는 물의 양을

가장 많이 흡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단백질 함량 또한 3가지 쌀

가루 군은 6.2±0.0-6.6±0.0%의 분포를 나타낸 반면, 밀가루는

8.6±0.1%로 쌀가루 군에 비해 최고 38%높게 나타났다. 지방함량

은 밀가루가 0.8±0.0%로 나타났고 3가지 쌀가루 군은 동일하게

0.5±0.0%로 나타났다. 일반 유통 쌀가루의 지방함량이 0.3-0.5%

범위를 나타내므로 쌀가루가 밀가루보다 지방함량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18). 탄수화물 함량은 쌀가루 군이 밀가루 군보다 높

게 나타났다. 

입자크기가 다른 쌀가루의 수분결합력과(water binding capacity)

지방결합력(fat binding capacity)

입자가 다른 쌀가루의 수분결합력과 지방결합력을 측정한 결

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대조군은 62.0±3.6으로 나타났고, 100,

200 및 300 mesh 크기의 쌀가루 수분결합력은 각각 118.7±2.5,

131.4±6.2, 120.3±3.1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해 100, 200, 300

mesh 쌀가루가 각각 191%, 211% 그리고 194%의 높은 수분 결

합력을 나타냈으며, 3가지 다른 크기의 쌀가루 크기 중 200 mesh

쌀가루의 수분결합력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이에 반해 지방결합력은 대조군이 178.5±0.6을 나타냈고, 100

200 및 300 mesh 사이즈 쌀가루의 지방결합력은 각각 150.8±14.1,

154.5±17.3 그리고 172.2 ± 9.4로 나타났다. 100, 200, 300 mesh

쌀가루의 지방결합력은 대조군에 비해 각각 84, 86, 96% 정도의

낮은 지방결합력을 보여주었으며, 쌀가루의 입자크기가 미세해질

수록 지방결합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입자

가 미세해지면 외부와 접촉되는 표면적의 넓이가 넓어져 이와 같

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쌀가루를 첨가한 쉬폰케이크 비중

Fig. 3은 쌀가루를 첨가한 쉬폰케이크의 비중을 측정한 결과이

다. 대조군인 밀가루로 만든 쉬폰케이크의 비중은 0.66±0.11이었

으며, 100 mesh 쌀가루와 200 mesh 쌀가루 100% 첨가군의 비중

은 각각 0.61±0.10, 0.65±0.06으로 대조군 보다 각각 7.6, 1.5% 감

소하였다. 300 mesh 쌀가루 100% 첨가군의 비중은 0.69±0.07로

대조군에 비해 4.6% 증가하였다. Hwang 등(19)은 동일한 계란

함량일 때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부피가 증가하는 것은 배합과

정에서 공기 혼입의 증가로 인해 비중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보

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200 mesh 쌀가루 100% 첨가군의 비

중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지만, 이에 상응하게 케이크 부피가 높

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반죽의 비중은 감소하였지만 쌀가루

첨가로 인하여 반죽의 기포형성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

다. Penfield 등(20)은 케이크의 부피는 반죽 시 혼입된 공기의 양

뿐 아니라 구울 때와 반죽할 때 형성된 기포가 어느 정도 안정

하게 유지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는데, 쌀가루 첨가

시 비중과 비용적(specific loaf volume)이 낮아진 것은 쌀가루의

기포 안정화 능력이 낮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쌀가루에는

밀가루 글루텐이 함유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쌀가루의 대체비율

이 높아질수록 글루텐 함량이 줄어 부피 감소의 한 원인으로 작

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Pomeranz 등(21)은 빵을 구울 때 가스 보

유력의 감소가 빵의 부피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반죽안정성 분석

Fig.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Turbiscan은 파장이 880 nm인 근

적외선을 광원으로 사용하며 입자크기가 광원으로 사용되는 빛

의 파장보다 작은 경우 Rayleigh 확산(diffusion)이 일어나며 이 경

우 산란효율(scattering efficiency)이 낮아 다시 말해, 빛과 입자간

의 산란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후방산란 흐

름(backscattering flux(%))이 작고 대부분 투과되기 때문에 전송

흐름(transmission flux(%))이 크다. 이 Rayleigh 확산영역에서 응

집에 의해 입자의 크기가 증가하면 산란이 보다 잘 일어나게 되

어 후방산란 흐름은 증가하고 전송 흐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며 파장과 입자의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후방산란 흐름은

Table 2. Proximate composition of wheat flour and rice flour

Flours Moisture Ash Protein Fat Carbohydrate

Wheat flour 11.1±0.3 0.4±0.0 8.6±0.1 0.8±0.0 79.1

100 mesh Rice flour 10.5±0.1 0.4±0.0 6.3±0.0 0.5±0.0 82.3

200 mesh Rice flour 8.5±0.2 0.3±0.0 6.6±0.0 0.5±0.0 84.1

300 mesh Rice flour 9.3±0.1 0.4±0.0 6.2±0.0 0.5±0.0 83.6

Table 3. Water and Fat-binding capacities of wheat flour and

rice flours

Flour WBC1) FBC2)

Wheat flour 62.0±3.6 178.5±0.6

100 mesh rice flour 118.7±2.5 150.8±14.1

200 mesh rice flour 131.3±6.2 154.5±17.3

300 mesh rice flour 120.3±3.1 172.2±9.4

1) Water binding capacity
2) Fat binding capacity

Fig. 3. Evolution of the backscattering flux with the diameter.

Open square (□) is 100 mesh size of rice flour. Open triangle(△) is

200 mesh size of rice flour. Open diamond(◇) is 300 mesh size of
rice fl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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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값, 전송 흐름은 최소값을 보인다. 그러나 Mie 확산영역에서

는 응집에 의해 입자의 크기가 증가하면 평균적인 입자간의 거

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후방산란 흐름은 다시 감소하고 전송 흐

름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22). Fig. 5는 본 실험에 실

제로 측정된 데이터 중 4가지 (대조군, 100 mesh 쌀가루 100%

첨가군, 200 mesh 쌀가루 100% 첨가군, 300 mesh 쌀가루 100%

첨가군)를 제시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시한 데이터

는 coalescence형태를 나타내며 후방산란 흐름과 후방산란 흐름

을 0%로 나타낸 후 나머지 profile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위치 이

동시켜 기준 값 모드로 나타낸 그래프, 즉 델타 후방산란 흐름이

감소하는 프로파일을 볼 수 있다. 일관된 데이터 분석을 위해 시

료간 동일한 일정구간을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Fig. 6은 16

개의 모든 시료의 후방산란 흐름의 profile을 0-20 mm의 일정구

간을 잘라 분석한 결과이다. 100 mesh 쌀가루 첨가군은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안정성이 감소되었다. 200 mesh 쌀가루 첨가군은

80%까지 첨가량을 증가시키자 안정성이 감소하다가 100%첨가

시 안정성은 향상되어 대조군보다 좋은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300

mesh 쌀가루 첨가군은 100%첨가 시 대조군에 비해 안정성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 mesh 쌀가루 첨가군에 비해 높

은 안정성을 나타냈다. 대조군은 5.3±1.4로 측정되었고, 100, 200,

300 mesh 쌀가루 100% 첨가군은 각각 2.4±0.1, 5.6±1.0, 4.2±0.6으

로 측정되었다. 100 mesh 쌀가루 100% 첨가군의 안정성은 대조

군에 비해 63% 감소하였고, 300 mesh 쌀가루 100% 첨가군 또한

대조군에 비해 24% 감소하였다. 하지만, 200 mesh 쌀가루 100%

첨가군은 대조군에 비해 6% 안정성이 향상되어, 3가지 다른 입

자의 쌀가루 중 200 mesh 쌀가루 첨가군의 반죽안정성이 가장

좋은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일반성분과 수분결합력 및 지방결합

력 분석결과 3가지 입자가 다른 쌀가루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

였는데, 이러한 요인이 반죽안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

다. 3가지 입자가 다른 쌀가루 중 200 mesh 쌀가루가 가장 낮은

수분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수분결합력 측정 결과에서는 200 mesh

쌀가루가 대조군과 다른 비교군에 비해 가장 높은 수분결합력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요인이 반죽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입자가 다른 쌀가루를 첨가한 쉬폰케이크의 비용적(specific loaf volume)

쌀을 첨가한 쉬폰케이크의 비용적은 Fig. 7과 같다. 대조군이

1256.7±156.6로 측정되었고, 100, 200, 300 mesh 쌀가루 100% 첨

가군이 각각 874.7±60.3, 980.3±60.9, 731.0±301.0 으로 나타나 100

mesh 쌀가루 100% 첨가군은 대조군에 비해 30%감소하였고, 200

mesh와 300 mesh 쌀가루 100% 첨가군은 각각 21, 42% 감소하

였다. Kim 등(23)은 밀가루에 현미가루를 20%만 첨가하여 식빵

을 제조하여도 현미의 종류에 관계없이 비용적이 밀가루식빵의

Fig. 4. Specific gravity of chiffon cake at 5 different rice flour
levels. Five different levels are from 0% to 100% (backscattering flux

(%)).

Fig. 5. Effect of rice flour addition on the backscattering flux(%) and delta backscattering flux(%) of chiffon cake b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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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96.1% 범위로 낮아졌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밀 이외의 혼

합분으로 빵을 제조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글루텐 감소에 따른

부피감소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시료는 케이크

반죽 내 밀가루의 함량이 약 5%를 차지하지만, 이 또한 쌀가루

로 대체했을 시 글루텐의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케이

크 완성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3가지 입자가 다른

쌀가루 중 200 mesh 사이즈 쌀가루 첨가군이 대조군 보다는 낮

게 측정되었지만, 다른 비교군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 쌀을 첨

가한 쉬폰케이크 제조 시 200 mesh 사이즈 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입자가 다른 쌀가루를 첨가한 쉬폰케이크의 기계적 조직감과 색도

Texture는 Table 4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대조군과 입자크기별

쌀가루 100% 첨가군을 비교하였을 때 경도(hardness), 부착성

(adhesiveness), 응집성(co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씹힘성

(chewiness)은 쌀가루의 입자가 미세해 질수록 수치가 증가하였다.

Maleki 등(24)은 케이크는 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비용적이 작

을수록 더 단단하고, 수분함량이 높을수록 더 부드러운 케이크가

만들어 진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측정한 쌀가루의 수분

흡착성이 밀가루보다 약 1.9-2.1배 높은 것으로 측정되어 동일한

양의 수분을 첨가하여도 수분흡착력이 월등히 우수한 쌀 쉬폰케

이크 부피는 감소하여도 부드러운 질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검성(gumminess)은 200 mesh 쌀가루 100% 첨가군이

100 mesh와 300 mesh 쌀가루100% 첨가군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

지만, 경도, 응집성, 검성은 대조군과 비교 시 유의적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착성은 100 mesh와 200 mesh 쌀가루

의 100% 첨가군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00 mesh 쌀가루 100% 첨가군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

200 mesh 쌀가루 첨가군은 검성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

고, 씹힘성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약 2배정도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3가지 입자 크기별 쌀가루 중 100 mesh

와 200 mesh 쌀가루100% 첨가군이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경

도, 부착성, 응집성 검성, 씹힘성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케이크 외부와 내부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Table 5),

100, 200 및 300 mesh 쌀가루 100% 첨가군과 대조군을 비교하

였을 때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케이크 내부의 경우, 100% 첨가

Fig. 6. Batter stability of chiffon cake at 5 different rice flour

levels.  Five different levels are from 0% to 100%. Open square  (□)

is 100 mesh size of rice flour. Open triangle(△) is 200 mesh size of
rice flour. Open diamond(◇) is 300 mesh size of rice flour.

Table 4. Texture of chiffon cake formulated with wheat flour or rice flour

Flours
Blend
(%)

Hardness
(g)

Adhesiveness
(g)

Springiness Cohesiveness
Gumminess

(g)
Chewiness

(g)

Wheat flour 903.4±411.1 −25.9±22.7a1) 0.3±0.6c 0.6±0.0 502.6±181.0 163.8±74.1b

100 mesh
rice flour

20 1026.2±319.9 −24.2±22.4 a 0.4±0.6bc 0.5±0.1 548.3±158.8 198.5±85.6 ab

40 881.1±278.6 −41.2±22.8ab 0.4±0.0 bc 0.6±0.1 480.0±124.7 173.3±53.5 b

60 1116.4±309.8 −56.7±36.0ab 0.4±0.1 bc 0.5 ±0.1 577.5±113.4 214.1±44.5ab

80 1222.4±234.4 −53.7±23.6 ab 0.5±0.1abc 0.6±0.1 685.1±154.9 343.4±168.2 ab

100 845.1±672.0 −54.1±32.9 ab 0.5±0.1 abc 0.5±0.9 409.1±326.7 186.6±153.8 b

200 mesh
rice flour

20 964.9±409.3 −45.8±21.3 ab 0.4±0.1 bc 0.6±0.1 519.3±176.0 196.0±75.8 b

40 1201.2±385.0 −57.0±22.1 ab 0.4±0.1 bc 0.6±0.1 649.5±187.4 245.4±62.7 ab

60 1226.4±405.3 −63.5±13.4 ab 0.5±0.1 abc 0.6±0.1 681.2±159.8 315.7±67.1 ab

80 862.1±534.1 −60.5±24.2 ab 0.5±0.1 abc 0.6±0.1 461.2±284.6 198.1±122.0 ab

100 1301.5±589.9 −63.5±9.9 ab 0.5±0.1ab 0.5±0.1 654.0±277.6 328.9±157.3 ab

300 mesh
rice flour

20 1139.4±333.4 −71.3±18.3 b 0.5±0.1 abc 0.6±0.1 621.3±114.7 294.7±49.2 ab

40 1027.1±239.8 −69.5±22.3 b 0.5±0.1 abc 0.6±0.0 583.6±126.0 280.4±83.6 ab

60 1072.9±212.5 −81.1±24.6b 0.5±0.1 abc 0.5±0.1 558.2±92.8 252.8±77.7 ab

80 1178.9±324.7 −67.7±14.7 b 0.6±0.1a 0.6±0.1 669.4±135.1 375.1±102.2a

100 1033.2±217.3 −71.9±17.1 b 0.6±0.2 a 0.6±0.1 567.3±85.2 335.5±80.2 ab

1) 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01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7. Specific loaf volume of chiffon cake at 5 different rice
flour levels. Five different levels are from 0% to 100%. Open square

(□) is 100 mesh size of rice flour. Open triangle(△) is 200 mesh size

of rice flour. Open diamond(◇) is 300 mesh size of rice fl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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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L값과 a값은 유의적 차이가 없었

지만 b값은 쌀가루 첨가군이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수치

를 나타내었다. Ju 등(6)은 쌀가루 혼합분으로 제조한 스폰지 케

이크의 품질 특성연구에서 쌀가루를 첨가할수록 케이크내부의 값

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관능검사

쌀쉬폰케이크의 관능검사는 3가지 다른 입자별 쌀가루의 100%

첨가군을 밀가루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공크기, 촉촉함

및 전반적인 기호도에 있어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 (Table 6).

Sivaramakrishnan 등(25)은 쌀가루 첨가 빵은 밀가루만 사용한 빵

에 비해 기공이 불규칙하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실험에서는 쌀가

루를 첨가한 군이 대조군에 비해 미세하며 균질한 기공크기를 나

타냈으며, 쌀가루의 입자크기가 미세해질수록 관능적으로 더 높

은 값을 나타냈다. 촉촉함과 전반적인 기호도에 있어서 200 mesh

쌀가루 100% 첨가군이 다른 비교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났으나, 향미, 응집성, 부서짐성에 있어서는 대조군과 쌀가루

첨가군간에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200 mesh

쌀가루는 수분결합력 측정결과 대조군 및 다른 비교군에 비해 가

장 높은 수분결합력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요인이 촉촉함에 영

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반적인 기호도만을 고려하면

200 mesh 크기의 쌀가루로 밀가루를 100% 대체한 쉬폰케이크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Gujral 등(26)은 관능검사에 의

하면 20%의 쌀가루의 첨가가 쿠키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켰다

고 하였으며, Singh 등(27)은 외관, 색, 맛 등을 고려할 때 밀가

루의 30%를 쌀가루로 대체한 쿠키 제조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Jung 등(28)은 20% 흑미가루를 첨가한 빵은 밀가루만 사용한 빵

과 같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20% 흑미가루를 첨가하여도 빵의 품

질 특성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요 약 

쉬폰케이크 제조 시 100, 200, 300 mesh의 각기 다른 입도크

기를 지닌 쌀가루를 첨가하여 제조한 케이크반죽 및 케이크의 물

리적 특성과 관능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반죽안정성은 200 mesh

쌀가루 100% 첨가군이 100와 300 mesh 쌀가루 100% 첨가군보

다 더 좋은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200 mesh 쌀가루의 수분흡착력

은 대조군 대비 211%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흡착력은 대조군 대

비 86% 낮게 나타났다. 또한 비중과 비용적에 있어서도 200 mesh

쌀가루 첨가군이 대조군 보다는 낮았지만 다른 비교군에 비해 가

장 낮은 비중과 가장 높은 비용적을 나타내었는데, 기계적 조직

감 측정 시 경도(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응집성(cohesiveness),

검성(gumminess), 씹힘성(chewiness) 과 같은 5가지 항목에서 대조

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능검사결

Table 5. Hunter color of chiffon cake at 5 different rice flour levels

Flours
Blend
(%)

Crust Crumb

L a b L a b

Wheat flour 62.8±2.0ab1) 6.9±7.1 25.3±0.4b 68.1±4.8 −3.3±0.3 18.6±1.1b

100 mesh
rice flour

20 60.8±2.2 abc 6.1±1.3 25.6±0.6ab 68.7±3.2 −3.0±1.0 20.0±1.2ab

40 59.1±2.5 abcd 7.0±1.4 25.8±0.4 ab 68.3±2.8 −3.1±0.5 20.1±0.9 ab

60 59.1±2.6 abcd 7.4±1.1 26.3±0.9 ab 69.4±2.6 −3.1±0.4 20.2±0.7 ab

80 57.6±3.0cd 7.7±1.5 26.1±0.7 ab 68.2±1.1 −3.4±0.7 21.5±0.7a

100 59.5±1.6 abcd 6.1±1.1 25.8±0.7 ab 65.7±2.0 −2.7±0.5 21.7±1.2 a

200 mesh
rice flour

20 61.8±3.0 abc 6.1±1.1 26.1±0.7 ab 69.7±2.4 −3.2±0.4 20.8±0.8 a

40 59.5±1.6 abcd 7.5±0.6 26.5±0.7 ab 68.3±2.4 −3.1±0.5 21.2±0.9 a

60 59.3±1.0 abcd 7.7±0.6 26.6±0.3a 68.7±1.2 −3.1±0.4 21.2±1.2 a

80 55.4±4.3d 9.0±1.7 25.5±0.9 ab 68.5±2.5 −2.9±0.8 21.5±0.8 a

100 63.0±1.8a 5.1±1.2 26.2±0.5 ab 67.7±1.8 −3.2±0.6 21.4±0.6 a

300 mesh
rice flour

20 60.3±1.3abc 6.8±0.9 26.2±1.2 ab 70.1±2.1 −3.4±0.4 20.6±1.1 a

40 61.7±2.2 abc 6.2±1.4 26.1±1.2 ab 68.4±3.6 −3.2±0.8 20.7±0.9 a

60 58.4±1.8bcd 8.3±1.1 26.7±0.3 a 69.3±2.9 −3.3±0.7 21.5±1.0 a

80 58.5±3.4abcd 7.4±1.9 26.2±0.5 ab 68.8±1.9 −3.3±0.4 20.9±1.5 a

100 61.0±2.8 abc 6.3±1.9 26.3±0.4 ab 69.2±1.6 −3.4±0.2 20.8±0.8 a

1) 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 < 0.001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Sensory evaluation of chiffon cake added rice flour

Samples1) Crust
color

Crumb
color

Loaf
volume

Size of
air cell

Flavor Sweetner Chewiness
Adhesive

ness
Hardness Brittleness Moistness

Overall 
Acceptability

Control 4.7b2) 6.0b 6.3ab 5.1b 5.7 5.6b 6.5a 6.2 5.8 6.1 6.1b 5.7b

100 mesh3) 6.2a 6.6ab 5.1c 6.1a 6.0 6.0ab 5.2b 5.7 6.0 6.2 6.3b 5.8b

200 mesh4) 6.5a 6.1ab 6.0b 6.2a 6.2 6.4a 6.5a 6.1 6.1 6.2 7.3a 6.7a

300 mesh5) 6.4a 6.8a 6.8a 6.7a 6.3 6.5a 6.6a 6.1 6.5 5.9 6.8ab 6.4ab

1) Refer to the legend in Table 1.
2) 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100 mesh size of rice flour added chiffon cake
4) 200 mesh size of rice flour added chiffon cake
5)300 mesh size of rice flour added chiffon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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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00 mesh 쌀가루 100% 첨가군이 촉촉함과 전반적인 기호도

에서 다른 비교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차이가 났으며, 가장 높은

기호도 점수를 나타냈다. 이외의 항목인 향미, 응집성, 부서짐성

에 있어서는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일반성분 분석 시 200 mesh

쌀가루가 대조군 및 다른 비교군에 비해 가장 낮은 수분함량을

나타내어 이것이 높은 수분결합력과 가장 좋은 반죽안정성에 영

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인이 쉬폰케이크 제조 시 최

종 완성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200 mesh 100% 첨가군에 있

어서 대조군 보다는 낮지만, 다른 비교군에 비해 높은 비용적을

나타내었다. 또한 관능평가결과, 전반적인 기호도에 있어서 200

mesh 100% 첨가군이 대조군 및 다른 비교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쌀을 첨가한 쉬폰케이크 제조

시 200 mesh 사이즈 쌀가루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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