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Food Sci Nutr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41(11), 1565～1570(2012) http://dx.doi.org/10.3746/jkfn.2012.41.11.1565

유화제의 첨가가 쌀 쿠키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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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emulsifiers as additives 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rice cookies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e amounts of emulsifiers added were 3, 6, and 9% based on 100 g of rice flour. Peak viscosity of
rice flour added with diacetyl tartaric ester of monoglyceride (DATEM) showed smaller decreases compared
to addition of sodium stearoyl lactylate (SSL) or sucrose ester (SE). Hardness of dough as measured by TA
increased upon addition of SSL, SE, and DATEM, whereas hardness of cookies increased upon addition of SSL
and SE. In contrast, addition of DATEM did not increase hardness of cookies. Density of dough and cookies
increased upon addition of SSL and SE, whereas density decreased upon addition of DATEM and spreadability
showed the lowest values. From thes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use of emulsifiers in cookies can control
cookie texture. Compared to SSL and SE, DATEM increases hardness of dough and decreases densities of dough
and cookies, making it effective in softening the texture of rice cook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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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쌀은 밀, 옥수수와 함께 세계 3대 곡물 중 하나로 우리나라

에서 주식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 면류, 빵류, 과자류와

같은 밀 가공제품을 쌀가루와 혼합하거나 쌀가루 위주의 제

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1), 아직까지는 쌀가

루를 적용한 제품의 물성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여, 쌀가공

제품의 물성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다.

쌀은 곡물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낮은 편이며, 주로 전분

질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쌀은 gluten을 형성할 단백질이

없어 밀가루 반죽에 비해 탄력성과 결착력이 부족하다는 문

제점이 있다. 이처럼 쌀가루를 이용한 베이커리 제품(bakery

products), 특히 쌀빵에서 나타나는 품질저하를 해결하기 위

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

쌀빵에 대한 연구에서 glucose oxidase와 HPMC는 쌀 단

백질의 가교결합에 관여하여 반죽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작

용을 통해 빵의 부피증가, 기계적인 crumb hardness의 감소

와 같은 품질 향상을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2). 또한 α-

amylase를 첨가한 빵은 HPMC, guar gum, xanthan gum

등의 gum류와 복합첨가 했을 때 쌀전분을 일부 절단하는

작용으로 인해 24시간 저장기간 중 노화를 억제한다고 보고

하였다(3). 특히 HPMC를 첨가한 쌀빵의 경우는 첨가량이

많을수록 creep test나 farinogram의 측정을 통해 밀가루의

특성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4). 쌀가루 냉동반죽

의 노화지연에 대한 유화제, gum류, 효소제의 효과를 확인

한 연구 결과, gum류 중 guar gum과 SSL, α-amylase의 복

합첨가가 저장기간에 따른 쌀빵의 부피감소를 개선하고 노

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5). 메밀가루와 함께 gum

류인 PGA를 첨가한 결과, 첨가수준이 증가할수록 쌀빵의

부피는 증가하고 crumb firmness는 감소하여 품질을 개선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6).

쌀쿠키에 대한 연구로는 corn oil과 변성전분 및 gum 물

질을 혼합하여 만든 혼합물을 버터를 대신하여 지방대체제

로 첨가하여 만든 쿠키의 관능평가에서 색, 고소한 맛, 단단

함 등의 기호도가 높았음을 보고한 연구(7)가 있으며, 아밀

로오스 함량이 높은 쌀가루로 제조한 쿠키가 수분함량과 경

도는 낮고 쿠키의 퍼짐지수는 높았으며, 관능평가 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고한 연구가 있다(8). 생리활성이나 기능

성을 갖는 물질을 첨가한 쿠키의 제조적성을 확인한 연구로,

기능성 쌀(라이스젠)을 0～30% 대체 첨가하여 제조한 쌀쿠

키의 경우 기능성 쌀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쌀쿠키 반죽의

밀도, pH와 쿠키의 수분함량은 감소하였고, 쿠키의 퍼짐성

은 증가하였으며, 관능적 기호도가 증가함을 보고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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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for rice cookie

Ingredients
1) Control (%) SSL (%) SE (%) DATEM (%)

0 3 6 9 3 6 9 3 6 9

Rice flour
SSL2)

SE
3)

DATEM4)

Shortening
Sugar
Whole egg liquids
Water
Salt

100
0
0
0
32
30
19
19
1

100
3
0
0
32
30
19
19
1

100
6
0
0
32
30
19
19
1

100
9
0
0
32
30
19
19
1

100
0
3
0
32
30
19
19
1

100
0
6
0
32
30
19
19
1

100
0
9
0
32
30
19
19
1

100
0
0
3
32
30
19
19
1

100
0
0
6
32
30
19
19
1

100
0
0
9
32
30
19
19
1

1)
Ingredients were added on the basis of rice flour 100 g.
2)
SSL is sodium stearoyl lactylate.
3)
SE is sucrose ester.
4)
DATEM is diacetyl tartaric (acid) ester of monoglyceride.

Weighting ingredients

Adding shortening, sugar, whole
egg liquids in mixing bowl

Mixing (6 min)

Adding water with 1% salt

Mixing
(2 min, medium speed)

Adding rice flour and emulsifiers

Mixing
(1 min, low speed)

Dough formation

Resting
(30 min at room temp.)

Sheeting and shaping
(thickness 10 mm,
diameter 36 mm)

Baking
(15 min at 190oC, 150oC)

Cooling
(30 min, at room temp.)

Rice cookie

Fig. 1. Process flow diagram of cookie made of rice flour.

있다(9). 이와 같이 쌀쿠키의 물성을 조사하고 식감을 개선

하고자 한 연구가 꾸준히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유화제

를 사용한 쌀쿠키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화제를 첨가하였을 때 유화제 종류에 따

른 쌀가루의 호화특성 변화와 쌀쿠키의 물성 변화를 확인하

고 유화제가 쌀쿠키 반죽의 결착력 및 쌀쿠키의 물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쌀가루는 습식멥쌀가루(Panpacific Co., Ltd, Ansan,

Korea)를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쌀쿠키에 유화제인

sodium stearoyl lactylate(SSL, Ilshin Co., Ltd., Seoul,

Korea), sugar ester(SE, S-1170, Mitsubishi Chemical Co.,

Ltd., Tokyo, Japan), diacetyl tartaric(acid) ester of mono-

glyceride(DATEM, Zhengzhou Honest Food Co., Ltd.,

Zhengzhou, China)를 쌀가루 중량 대비 3, 6 및 9% 첨가하였

다.

쌀쿠키 제조에 사용된 재료인 쇼트닝은 (주)오뚜기(Seoul,

Korea), 백설탕은 (주)CJ(Seoul, Korea), 계란은 이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성분

습식쌀가루의 일반성분(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은 AOAC법(10)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쌀가루의 수분함량

은 105
o
C에서 상압가열건조법, 조지방은 Soxlet 추출법, 조

단백질은 Kieldal법, 조회분은 600oC에서 직접회화법으로

측정하였다.

Rapid visco-analyser 측정

쌀가루와 유화제 혼합물의 호화특성은 Rapid visco ana-

lyser(RVA Super 4, Newport Scientific Inc., Warriewood,

Australi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쌀가루 3 g을 증류수 25

mL가 든 원통형 알루미늄 용기에 잘 분산시킨 후 용기를

기기에 장착하였으며 50
o
C에서 1분간 유지한 후 11.83

o
C/

min의 속도로 95oC까지 상승시켜 2분 30초 동안 유지시키

고, 11.83oC/min의 속도로 50oC까지 냉각시켜 약 1분간 유지

하였다. 결과는 thermal cycle windows software로 분석하

여 rapid visco unit(RVU)로 나타내었다(11).

쌀쿠키의 제조

쌀쿠키 배합비와 제조과정은 Table 1,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모든 원료는 쌀가루 중량 대비 비율로 나타내었

다. 쿠키제조에 사용한 멥쌀가루는 40 mesh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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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operating conditions of texture analyser for rice
dough and cookie

Parameters
Conditions

Dough Cookie

Plunger type
Test distance

Φ10 mm cylinder
10 mm

Φ5 mm cylinder
5 mm

Test mode
Load cell
Pre-test speed
Test speed
Post-test speed

Cycle test
5 kg

2.0 mm/s
1.0 mm/s
5.0 mm/s

Table 3. Compositional analysis of wet-milled rice flour

Compositional analysis (%)

Moisture
content

Crude
protein

Crude
ash

Crude
lipid

Rice flour 14.1±0.11) 6.8±0.0 0.6±0.0 0.3±0.0
1)
Values are mean±SD.

Mixer(5KPM50, Kitchenaid Co., Ltd., Gyeonggi, Korea)

bowl에 쇼트닝과 설탕을 넣고 저속 1분, 중속 1분, 고속 1분

간 혼합하였다. 전란액을 첨가한 후 중속 1분, 고속 2분간

혼합하여 크림화 하였다. 소금을 용해시킨 배합수를 첨가한

후 중속에서 2분간 혼합하여 크림을 완성하였다. 비닐 용기

에 쌀가루와 유화제를 넣고 흔들어 혼합한 후 크림과 함께

저속 1분간 혼합하여 쿠키반죽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쿠키

반죽을 랩으로 싼 후 상온에서 30분 동안 휴지시켜 반죽의

품질특성을 측정하였다. 10 mm의 두께로 반죽을 편 후 원통

형 쿠키커터(Φ36 mm)로 반죽을 성형하여 윗불 190oC와 아

랫불 150oC의 오븐(HYMPO-104, Hanyoung Co., Hanam,

Korea)에서 15분 동안 구웠다. 구워진 쿠키는 30분 동안 상

온에서 방냉한 후 쿠키의 품질특성을 측정하였다.

반죽 및 쿠키의 색도

반죽 및 쿠키 표면의 L(lightness)값, a(redness)값, b(yel-

lowness)값은 색차계(Color reader CR-10, Konica Minolta

Sensing Inc., Osaka,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반죽 및 쿠키의 경도

반죽 및 쿠키의 경도는 texture analyser(TA.XTExpress,

Stable Micro Systems Ltd., Godalming, UK)를 사용하여

one cycle test mode로 측정하였으며 한 시료당 10반복 실시

하였다. 반죽 35 g을 원통형용기(Φ55×75 mm)에 넣고 반죽

표면을 평평하게 눌러준 후 직경 10 mm의 cylinder plunger

를 사용하여 반죽의 경도를 측정하였으며, 쿠키의 경도는

직경 5 mm의 cylinder plung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반죽 및 쿠키의 밀도

반죽 및 쿠키의 밀도는 무게와 부피의 비로 나타내었으며,

부피는 좁쌉을 사용한 종자치환법(12)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쿠키의 퍼짐성

쿠키의 퍼짐성 지수는 AACC method 10-50D의 방법(11)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쿠키의 평균직경은 쿠키 6개를 나

란히 수평으로 정렬한 후 전체길이를 측정하고, 쿠키를 90o

로 회전시킨 후 같은 방법으로 길이를 측정한 다음 각각을

6으로 나누어 쿠키 한 개에 대한 평균직경을 구하였다. 쿠키

의 두께는 같은 쿠키 6개를 수직으로 쌓은 후 그 높이를 측정

하고 각각 6으로 나누어 다시 쿠키의 순서를 다르게 쌓아

높이를 측정한 다음 쿠키 한 개에 대한 평균 두께를 구하였

다. 쿠키의 퍼짐성지수는 쿠키의 두께(mm)와 직경(mm)의

비로 구하였으며, 3회 이상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계산식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였다.

Spread ratio＝
Average width of 6 cookies (mm)

Average thickness of 6 cookies (mm)

통계처리

모든 실험 결과는 최소 3회 반복 실시한 평균과 표준편차

로 나타내었다. 실험에 대한 유의차 검정은 통계 프로그램인

SAS(Statistical analytical system version 9.1, SAS Insti-

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평균값을 분산분석한

후 α=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쿠키제조에 사용된 습식멥쌀가루의 일반성분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쌀가루의 수분함량은 14.1%, 조단백

질함량은 6.8%로 나타났으며, 조회분함량은 0.6%, 조지방함

량은 0.3%로 나타났다.

RVA 특성 변화

SSL, SE, DATEM은 쌀가루 중량 대비 3, 6 및 9%씩 쌀가

루에 첨가하여 유화제가 쌀가루의 호화특성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RVA 점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SSL, SE 및 DATEM을 첨가한 쌀가루의 최고점도는 유

화제의 첨가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모두 감소하

였고, 최고점도의 감소폭은 SE, SSL, DATEM의 순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urfactant의 첨가가 밀전분의 최고

점도를 감소시킨다는 보고(13)나 Sihn 등(14)의 lecithin 또

는 sugar ester의 첨가가 찹쌀가루의 최고점도를 감소시킨

결과, 그리고 쇼트닝 함량이 높아짐에 따라 최고점도가 감소

한 것(15)과 유사한 경향이었다. Shin(16)은 SSL, SE 등의

surfactant가 wheat starch의 입자표면을 감싸 전분입자 내

부로의 수분의 침투를 방해하여 결국 팽윤되는 것을 억제한

다고 보고하였다. 쌀가루의 호화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사용된 유화제는 쌀가루 전분입자를 감싸거나 또

는 전분입자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결국에는 입자들이 쉽게

팽윤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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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sting properties of wet-milled rice flour added with emulsifiers measured by rapid visco-anaylser

Emulsifiers1)
Addition
rate %

2)
RVA Peak time

(min)Peak Trough Breakdown Final Setback

SSL

0
3
6
9

252.4±1.3a3)
228.3±2.0b
187.3±4.8c
151.1±3.3d

167.5±6.6b
166.7±5.6b
193.3±5.9a
156.0±3.3c

84.9±5.4a
61.3±7.5b
-5.9±1.1c
-4.9±0.2c

300.3±10.9a
321.3±17.0a
302.3±14.6a
215.4±5.9b

47.9±9.6b
93.3±18.2a
114.9±13.0a
64.3±4.7b

6.7±0.1b
7.0±0.0a
7.0±0.0a
7.0±0.0a

SE

0
3
6
9

252.5±0.8a
223.0±4.3b
171.0±1.1c
145.8±2.4d

162.9±1.7c
230.1±3.9a
177.6±1.6b
151.1±3.4d

89.6±2.0a
-7.1±0.4b
-6.5±0.5b
-5.3±1.2b

294.1±0.7b
367.5±10.8a
231.9±1.2c
174.6±2.8d

41.6±0.8c
144.6±6.5a
60.9±28.8b
28.8±3.7d

6.6±0.0b
7.0±0.0a
7.0±0.0a
7.0±0.0a

DATEM

0
3
6
9

252.9±2.9a
219.4±1.0b
197.8±1.4c
181.7±1.7d

165.9±12.1a
87.3±0.3b
79.9±3.4b
80.1±2.2b

86.9±9.6d
132.1±1.0a
117.9±2.0b
101.6±1.2c

299.5±16.9a
197.7±1.0b
184.4±3.4b
189.4±1.8b

46.6±14.6a
-21.7±0.3c
-13.4±2.2c
7.7±0.5b

6.7±0.1a
6.1±0.1b
6.0±0.0b
6.0±0.1b

1)SSL is sodium stearoyl lactylate, SE is sucrose ester, DATEM is diacetyl tartaric (acid) ester of monoglyceride.
2)
Emulsifiers were added in 3, 6 and 9% based on rice flour 100 g.
3)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Color value of dough and cookie made of wet-milled rice flour added with emulsifiers

Color value Emulsifiers1)
Addition rate (%)

2)

0 3 6 9

Dough

L
SSL
SE
DATEM

81.7±0.5b3)
81.7±0.5a
81.7±0.5b

83.0±0.6a
81.5±0.2a
83.1±0.1a

82.3±0.5ab
79.7±0.2b
82.8±0.4a

82.5±0.2a
79.8±0.3b
82.9±0.1a

a
SSL
SE
DATEM

-0.4±0.2a
-0.4±0.2b
-0.4±0.2a

-1.4±0.1b
-0.1±0.2a
-1.2±0.1b

-1.6±0.1bc
-0.1±0.0ab
-1.2±0.1b

-1.8±0.1c
-0.2±0.2a
-0.9±0.1b

b
SSL
SE
DATEM

24.5±2.2a
24.5±2.2a
24.5±2.2a

24.9±0.1a
21.1±0.2b
20.3±0.0b

24.2±0.2a
23.1±0.4ab
20.8±0.3b

24.7±0.2a
20.7±0.1b
20.9±0.1b

Cookie

L
SSL
SE
DATEM

83.7±0.9a
83.7±0.9ab
83.7±0.9a

84.8±0.6a
84.5±0.3a
84.7±0.6a

82.1±0.7b
83.5±0.9ab
84.8±0.2a

81.1±1.1b
82.6±0.7b
82.4±1.0b

a
SSL
SE
DATEM

0.5±0.2b
0.5±0.2b
0.5±0.2b

0.5±0.1b
0.3±0.0b
-0.1±0.2c

1.9±0.2a
0.2±0.2b
-0.8±0.3d

1.8±0.5a
0.9±0.0a
2.1±0.7a

b
SSL
SE
DATEM

24.7±0.7b
24.7±0.7a
24.7±0.7b

25.7±0.2ab
23.3±0.2b
23.5±0.3bc

26.7±0.2a
23.5±0.6b
23.2±0.8c

26.5±1.0a
23.5±0.4b
30.1±1.5a

1)
SSL is sodium stearoyl lactylate, SE is sucrose ester, DATEM is diacetyl tartaric (acid) ester of monoglyceride.
2)Emulsifiers were added in 3, 6 and 9% based on rice flour 100 g.
3)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Hwang과 Eom(17)은 monoglyceride 또는 sugar ester의 첨

가가 소맥분의 최고점도를 감소시키지만 DATEM과 lec-

ithin의 경우는 최고점도가 무첨가군보다 오히려 높아져 유

화제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유화제인 SSL, SE 및 DATEM의 첨가가 최

고점도를 모두 감소시킨 것과는 차이가 있었으나 DATEM

의 감소 정도가 가장 적게 나타난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

반죽 및 쿠키의 색도

유화제를 첨가한 반죽과 쌀쿠키 표면의 색도인 L, a, b값

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SSL, SE, DATEM

을 첨가한 반죽 및 쌀쿠키에서 유화제의 첨가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반죽에 비해 쿠키의 a값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유화제의 영향이라기보

다는 쿠키를 굽는 과정에서 고온의 오븐에서 환원당에 의한

비효소적 갈변인 maillard 반응, 열에 불안정한 당에 의한

caramelization에 의한 약간의 색소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판

단된다(18).

반죽 및 쿠키의 밀도

유화제를 첨가한 반죽과 쌀쿠키의 밀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반죽의 밀도를 측정한 결과, 첨가된

유화제의 종류에 따라 반죽의 밀도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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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ulk density of dough and cookie made of wet-milled
rice flour added with emulsifiers. SSL, sodium stearoyl lacty-
late; SE, sucrose ester; DATEM, diacetyl tartaric (acid) ester of
monoglyceride.

Table 6. Spread ratio of cookie made of wet-milled rice flour
added with emulsifiers

Emulsifiers
1) Addition rate (%)

2)

0 3 6 9

SSL
SE
DATEM

2.96±0.13a3)
2.96±0.13b
2.96±0.13a

3.04±0.08a
3.22±0.06a
2.99±0.12a

3.01±0.18a
3.21±0.08a
2.86±0.07a

3.03±0.08a
3.23±0.07a
2.89±0.01a

1)
SSL is sodium stearoyl lactylate, SE is sucrose ester, DATEM
is diacetyl tartaric (acid) ester of monoglyceride.
2)
Emulsifiers were added in 3, 6 and 9% based on rice flour
100 g.
3)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7. Hardness of dough and cookie made of wet-milled rice flour added with emulsifiers

Emulsifiers
1) Addition rate (%)

2)

0 3 6 9

Dough
SSL
SE
DATEM

214.2±11.1c3)
214.2±11.1c
214.2±11.1d

242.9±8.5b
278.3±8.6b
250.2±11.4c

256.5±9.4a
285.5±6.7b
325.2±13.8b

269.8±9.0a
316.8±11.9a
394.6±12.5a

Cookie
SSL
SE
DATEM

1674.8±134.7c
1674.8±134.7b
1674.8±134.7a

1654.5±97.5c
1941.6±147.6a
1760.6±148.4a

2232.7±156.8b
1989.6±160.0a
1696.8±164.6a

2396.5±109.0a
1939.8±126.7a
1736.1±159.2a

1)
SSL is sodium stearoyl lactylate, SE is sucrose ester, DATEM is diacetyl tartaric (acid) ester of monoglyceride.
2)Emulsifiers were added in 3, 6 and 9% based on rice flour 100 g.
3)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않았고, 0%에서 9%까지의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서도 유의

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쿠키의 밀도는 반죽에

비해 0.64～0.66 g/mL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쿠키를 굽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분증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죽의

수분함량이 20.65%～21.45%이고, 쿠키의 수분함량이 4.05

%～6.12%로 쿠키를 굽는 과정에서 수분증발이 크게 일어났

고 이것이 쿠키의 밀도를 낮춘 것으로 사료된다. 반죽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쿠키간의 밀도를 비교한 결과, 유화제의

종류에 따라서도 쿠키의 밀도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유화제의 첨가량에 따라서도 통계적인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쿠키의 퍼짐성

유화제를 첨가한 쌀쿠키의 퍼짐성은 Table 6과 같다. SSL

및 DATEM을 첨가한 쿠키의 퍼짐성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으나, SE 첨가의 경우 무첨가군에 비해 첨가군에서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키의 퍼짐성은 반죽의 단백질 함

량, 설탕과 버터의 함량, 수분함량 및 반죽의 점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9,20). 따라서 당이 반죽 내 물에 용해되어

어느 정도의 점성을 가짐으로써 가능한데, 구울 때 반죽 내

수분함량이 많을수록 퍼짐성이 작아지고, 당의 용해성과 보

습성이 매우 낮아서 반죽의 건조도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유동에 필요한 일정한 점도를 가지지 못할 때 퍼짐성이 작아

지게 된다(19-21). 쿠키의 퍼짐성은 수분의 함량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데 반죽 내 수분이 자유수로 존재할 경우는

점성이 낮아 퍼짐성 지수가 높아지며, 결합수로 존재할 경우

는 점성이 높아져서 퍼짐성지수는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22). 즉, 유화제의 첨가에 의해 쿠키 반죽의 유동성은 증가

하며, 굽는 과정에서 퍼짐성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Miller 등(19)에 의하면 쿠키의 퍼짐성은 반죽의 수분이 많

은 경우 반죽의 점도가 낮아져 굽는 동안 쿠키의 직경을 증

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쿠키 제조 시 퍼짐성이

큰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21).

반죽 및 쿠키의 경도

유화제를 첨가한 반죽과 쌀쿠키의 경도는 texture analy-

s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한 결과는 Table 7에 나

타내었다. 반죽의 경도는 SSL, SE, DATEM의 첨가량이 증

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DATEM,

SE, SSL의 순으로 나타났다. 쿠키의 경도는 SSL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SE를

첨가한 쿠키의 경도는 무첨가군에 비해 첨가군에서 모두 유

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3, 6 및 9%의 첨가량에 따른 유의

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DATEM은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인 경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SSL과 SE를 첨가

한 쿠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도를 나타내어 쌀쿠키의

경도조절에서 DATEM이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었다. 실험

에 사용한 유화제의 종류는 모두 제빵(bread-making)에서

반죽 강화제로 사용되며, 이들은 밀가루의 글루텐과 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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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공간에서 라멜라 구조의 liquid film을 형성하여 반죽

을 강화한다고 알려져 있다(23). 또한 Hwang 등(17)은 전분

의 팽윤을 억제하는 monoglyceride, sucrose ester와 같은

유화제가 전분 입자 사이에 위치하면서 수분흡수를 줄여 소

맥분의 최고점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쌀가루의

호화 특성에서 유화제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쌀가루의

최고점도는 감소하였다. 유화제 중 DATEM에 의한 최고점

도의 감소 정도가 SSL, SE에 의한 것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

난 RVA 측정 결과와 연관 지어 봤을 때, DATEM의 존재

하에 쌀가루의 수분과의 결합이 SSL 및 SE를 첨가한 것보

다 더 용이해져 DATEM에 의한 반죽의 경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요 약

본 연구는 제과분야에서의 쌀가루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

하여 쌀가루를 이용하여 쿠키를 제조하였으며, 유화제인

sodium stearoyl lactylate(SSL), sugar ester(SE), diacetyl

tartaric ester of monoglyceride(DATEM)를 3, 6 및 9% 첨

가한 쌀가루의 호화특성과 반죽 및 쌀쿠키의 품질특성을 측

정하였다. RVA 측정 결과, 유화제를 첨가한 쌀가루의 최고

점도는 감소하였으며 유화제 중 DATEM 첨가에 의한 감소

폭이 가장 작았다. 반죽의 경도는 유화제의 첨가량이 증가함

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DATEM을 첨가 시 경도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쌀쿠키의 경도는 SSL 및 SE 첨가에 의해

서는 증가하였고 DATEM의 첨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도

를 보였다. 반죽 및 쌀쿠키의 밀도는 모두 SSL과 SE 첨가에

의해서 증가하였으나 DATEM은 반죽 및 쌀쿠키의 밀도를

감소시켰고, 퍼짐성의 결과에서도 DATEM에 의해 쌀쿠키

의 퍼짐성은 낮은 값을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쌀쿠키 제조

시 유화제의 사용으로 쿠키의 물성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SSL이나 SE와 비교했을 때, DATEM의 첨

가는 쌀가루의 수분과의 작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반죽의

경도를 높이고 쌀쿠키의 밀도 및 경도를 감소시켜 부드러운

쌀쿠키의 물성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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