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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A 함량이 증가된 미 첨가 쿠키의 품질특성과 아미노산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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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cookies containing different levels 
(0%, 20%, 40%, 60%) of brown rice powder with enhanced levels of GABA (γ-amino butyric acid). The pH of 
cookie dough was higher in cookies containing brown rice powder. A proximate composi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moisture content was increased with the addition of the brown rice powder, ye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rude protein and crude fat contents among the added groups. The ash content was the highest in the 60% 
added group. The spread factor of the control cookie was higher than that of cookies containing 40% and 60% brown 
rice powder. The incorporation of brown rice powder in cookies lowered the lightness and yellowness values, but 
increased the redness value. The hardness of the cookies was lower in 40% and 60% added groups than that of 
the controls. The GABA content in the brown rice added group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cookie, and 
increased as brown rice powder increased. A consumer acceptance test reveal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verall preference scores among the cookies. From thes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the cookies with brown 
rice powder up to 60% added can be developed as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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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예로부터 쌀은 우리의 주식으로 이용되며 식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으나 점차 국민 경제가 발전하고 식생활 

양식이 서구화됨에 따라 쌀의 소비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쌀 생산량은 재배기술 등의 향상으로 크게 줄지 않고 

있어 국내산 쌀 소비를 촉진시키는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쌀의 소비는 약 95%가 주식인 밥의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며 떡, 음료, 주류 및 한과 등과 같은 가공품의 형태로 

소비되는 양은 전체 쌀 생산량의 2~3%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1). 최근 들어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한 제과･제
빵 제품이 증가하고 있는데 쌀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거

의 함유되어 있지 않고 다른 곡류에 비해 전분 입자의 크기

가 작아 여러 곡류가루 중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소재로 여겨지고 있다(2,3). 

현미는 벼의 왕겨만을 제거한 것으로 백미보다 소화율이 

낮은 단점이 있으나 식이섬유, 단백질, 지질, 무기질, 비타민 

E 등이 백미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영양적으로 우수한 

장점이 있으며(4), 기능성이 첨가된 쌀 개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는 가운데 GABA(γ-amino butyric acid) 함량이 증가

된 현미가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 GABA는 자연계에 분포

하는 비단백태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인체 내에서는 뇌와 척

수에 존재하는 신경전달물질이다(5).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

면 GABA는 혈압 강하, 시력 증진, 비만 방지 효과 외에 뇌의 

혈류 개선을 통한 뇌세포 대사 향상, 불면 및 불안 등에 대한 

신경 안정 효과 등의 생리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8). 이에 GABA를 건강기능성 식품소재로 이용하려는 

관심이 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GABA를 첨가한 가공식품

과 음료 등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8).

한편 쿠키는 바삭한 질감과 달콤한 맛이 잘 어우러져 어린

이, 젊은 여성, 노인 등 여러 연령층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식으로, 수분함량이 낮고 미생물에 의한 변패가 적어 

저장성이 우수한 식품이다(9,10). 소비자들의 기호는 고급

화되고 다양화됨과 동시에 건강지향적인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이어져 기능성이 첨가된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

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쿠키도 다양한 기능성 소재를 

첨가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흥국(11), 상수리(12), 야

콘잎 분말(13), 흑미 미강(14), 미역 분말(15), 울금 분말 

(16), 아마씨 가루(9), 연근 분말(17), 블루베리(18), 새송이

버섯 분말(19), 버찌 분말(20), 솔잎(21), 흑마늘(22)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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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for cookies added with brown rice powder

Ingredients (g)
Group1)

G-0 G-20 G-40 G-60
Flour
Brown rice powder
Butter
Sugar
Egg
Baking powder

100
  0
 60
 40
 20
  1

80
20
60
40
20
 1

60
40
60
40
20
 1

40
60
60
40
20
 1

1)G-0: brown rice powder-0%, G-20: brown rice powder-20%,
G-40: brown rice powder-40%, G-60: brown rice powder-60%.

가한 쿠키의 개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기능성 

쌀을 첨가한 쿠키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GABA 함량이 증진된 현미를 이용하여 쿠키

를 제조하고 이화학적 특성과 관능적 특성을 살펴보고 

GABA 함량 및 아미노산 함량을 측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박력분(CJ 제일제당, Yangsan, Ko-

rea), GABA 함량이 높은 현미(독도장터, Gumi, Korea), 버

터(서울우유, Seoul, Korea), 백설탕(CJ 제일제당, Incheon, 

Korea), 달걀, 베이킹파우더(Ruf, Lebensmittelwerk, Qua-

kenbruck, Germany)는 시판되는 것을 구입하였다. 현미는 

물로 수차례 세척한 후 5시간 동안 불려 1시간 동안 물기를 

제거한 다음 분쇄하여 40 mesh 체를 통과시켜 사용하였다. 

쿠키의 제조

현미가루 첨가 쿠키의 배합비는 Table 1과 같다.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현미가루를 체질하여 두고 중탕한 버터, 설

탕, 달걀을 2분간 크림화한 다음 체질한 재료들을 넣고 다시 

30초간 혼합하였다. 이것을 한 덩어리로 뭉쳐 랩으로 싸서 

냉장온도(4±2°C)에서 1시간 숙성시킨 다음 두께 5 mm, 직

경 50 mm의 쿠키 모양으로 성형하여 예열된 오븐(Dae-

young, Seoul, Korea)에 넣고 윗불 190°C, 아랫불 150°C

에서 12분간 구운 후 꺼내어 실온에서 2시간 냉각하고 분석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반죽의 밀도 및 pH 측정

반죽의 밀도(density)는 50 mL의 메스실린더에 증류수 

30 mL를 넣고 쿠키반죽 5 g을 넣었을 때 증가한 부피를 

구하여 무게의 비(g/mL)로 구하였다. pH는 증류수 45 mL

와 반죽 5 g을 교반시킨 후 pH meter(InoLab pH 720, 

Weilheim, Germany)로 측정하였다.  

   
밀도(g/mL)= 

반죽의 무게(g)

반죽의 부피(mL)            

쿠키의 일반성분 분석

쿠키의 일반성분 분석은 AOAC방법(23)에 따라 수분은 

105°C 상압가열건조법, 조단백질은 micro Kjeldahl법, 조

지방은 Soxhlet 추출법, 회분은 550°C에서 직접회화법으로 

분석하였다.

쿠키의 퍼짐성, 손실률 및 팽창률 측정

쿠키의 퍼짐성 지수(spread factor)는 AACC법(24)에 준

하여 쿠키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로 나타내었다. 쿠키의 직

경은 6개를 가로로 정렬하여 그 길이를 측정한 후 각각의 

쿠키를 90ㅇ로 회전시킨 후 동일한 방법으로 총 길이를 측정

하고 6으로 나누어 쿠키 한 개에 대한 평균 너비를 구하였다. 

쿠키의 평균 높이는 쿠키 6개를 수직으로 쌓아 올려 그 높이

를 측정하고 다시 쿠키의 쌓은 순서를 바꾼 후 높이를 측정

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손실률(loss rate)과 팽창률

(leavening rate)은 대조군 및 첨가군의 굽기 전후의 중량을 

각각 측정하여 그 차이에 대한 비율로 다음의 식에 따라 산

출하였다. 

퍼짐성= 
쿠키 1개의 평균 직경(mm)

쿠키 1개의 평균 높이(mm)

손실률(%)=
굽기 전후 1개의 중량차(g)

×100
굽기 전 반죽 1개의 중량(g)

팽창률(%)=
첨가군 쿠키의 굽기 전후의 중량차(g)

×100
대조군 쿠키의 굽기 전후의 중량차(g)

쿠키의 경도 측정

쿠키의 경도는 rheometer(Compac-100, Sun Scientific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여 각 처리군당 6회

씩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측정 시 사용된 조

건은 test type: hardness, load cell: 10 kg, distance: 

50%, table speed: 120 mm/min, adaptor type: round 

(diameter 10 mm)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쿠키의 색도 측정

쿠키의 색도는 색차계(JX 777, Juki, Tokyo, Japan)를 

사용하여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황색도

(b, yellowness) 값을 측정하였고 각 처리군당 6회 반복 측

정하여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이때 사용된 표준 백색판의 

L값은 97.71, a값은 -0.07, b값은 -0.18이었다.

쿠키의 GABA 및 아미노산 함량 측정

쿠키의 GABA 및 아미노산 함량 측정을 위해 쿠키 5 g을 

마쇄한 후 30 mL의 증류수를 가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이를 9,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한 후 얻

은 상등액을 syringe filter(0.45 μm)로 여과하여 아미노산 

분석용 시료로 하였고 분석은 HPLC(Agilent 1200LC,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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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PLC solvent system for determination of GABA and
amino acids

Time (min)
Solvent composition (%)

Mobile phase A1) Mobile phase B2)

 0
24
24.5
26
26.5
30

100
 43
  0
  0
100
100

  0
 57
100
100
  0
  0

1)Mobile phase A: 20 mM sodium phosphate monobasic, pH 7.8.
2)Mobile phase B: triple distilled water : acetonirile : methanol 

{10:45:45, % (v/v)}.

Table 3. Density and pH of cookie dough made with brown rice powder

Properties 
Group1)

        G-0          G-20         G-40         G-60

Density (g/mL)
pH

1.21±0.032)a3)

6.78±0.03c
1.17±0.05a

6.82±0.02cb
1.14±0.09a

6.85±0.02b
1.02±0.02b

6.92±0.25a

1)Refer to Table 1.
2)Values are mean±SD. 
3)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여 측정하였다. 이때 사용한 column은 C18(4.6 mm×150 

mm, 5 μm)이었으며 시료는 autosampler를 이용하여 0.5 

μL 주입하고 UV detector 338 nm에서 측정하였다. 이동상

은 용매 A(20 mM sodium phosphate monobasic, pH 7.8)

와 용매 B(triple distilled water/acetonirile/methanol= 

10:45:45)를 gradient법으로 분(min)당 1.5 mL 유속으로 

흘려주었으며 gradient 조건은 Table 2와 같다. 

기호도 검사

기호도 검사는 훈련을 받지 않은 식품영양학과 학생 38명

을 대상으로 쿠키의 평가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고 실험을 

실시하였다. 쿠키는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만들어 임의

의 3자리 숫자로 각각 표기하여 흰 접시에 담아 제공하였다. 

평가 항목은 표면색(surface color), 냄새(smell), 맛(taste), 

조직감(texture) 및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preference)

로 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하여 7점 척도법(1점: 매우 싫다, 

2점: 보통으로 싫다, 3점: 약간 싫다, 4점: 좋지도 싫지도 

않다, 5점: 약간 좋다, 6점: 보통으로 좋다, 7점: 매우 좋다)

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였고 자료의 통계처리

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실험군 간의 유의성은 Duncan

의 다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P< 

0.05 수준에서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반죽의 밀도 및 pH

현미가루 첨가 쿠키 반죽의 밀도 및 pH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반죽의 밀도는 대조군이 1.21 g/mL, 20% 첨가군

이 1.17 g/mL, 40% 첨가군이 1.14 g/mL로 세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60% 첨가군은 1.02 g/mL로 가

장 낮게 나타났다(P<0.05). 밀도는 반죽의 팽창 정도를 나타

내는 지표로서 밀도가 낮으면 쿠키가 딱딱해지고 높으면 쉽

게 부서진다고 하였다(10). 본 실험에서는 현미가루 첨가에 

따른 수분함량 차이가 밀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상수리 가루 첨가 쿠키(12)와 아밀로스 함량을 달리한 쌀 

쿠키(25) 연구에서는 부재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밀도

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반면, 솔잎 가루 첨가 쿠키(21)에서

는 부재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쿠키 반죽의 pH는 대조군이 6.78, 첨가군이 6.82~6.92

로 현미가루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는데(P<0.05), 이는 현미가루의 pH(5.98)가 밀가루

의 pH(5.34)보다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흑미

(26), 단호박 분말(27), 들깻잎 분말(28) 첨가 쿠키에서 부

재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가 유의적으로 높아졌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반면 블루베리분말

(18), 매생이 분말(29), 버찌 분말 (20) 첨가 쿠키에서는 부

재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쿠키 반죽의 pH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쿠키의 일반성분

현미가루 첨가 쿠키의 일반성분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수분 함량은 대조군과 20% 첨가군이 각각 6.05%와 

6.67%로 유의적인 차이 없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40% 첨가

군이 7.04%, 60% 첨가군이 9.53%로 현미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P<0.05), 이는 현미

가루의 수분함량(28.86%)이 밀가루의 수분함량(14.45%)

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Ju와 Hong(16)의 울금 

분말 첨가 쿠키 연구와 Lee와 Jeong(30)의 양송이버섯 첨

가 쿠키의 연구에서도 울금 분말과 양송이버섯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수분함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

과와 유사하였다. 조단백질 함량은 8.12∼9.40%로 시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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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oximate composition of brown rice, flour and cookies made with brown rice powder   
Group1)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at Ash

Brown rice 
Flour

28.86±0.062) 
14.45±0.02 

9.40±1.21
8.55±0.00

 2.50±0.00 
 0.99±0.01 

1.21±0.10 
0.37±0.02 

G-0
G-20
G-40
G-60

 6.05±0.16c3)

 6.67±0.00bc

 7.04±0.14b 
 9.53±0.62a 

8.12±0.60
9.40±1.20
9.40±1.20
8.55±0.00

26.41±0.77 
26.86±0.70 
27.34±0.35 
27.79±0.09 

0.64±0.15b 
0.61±0.14b

0.66±0.07b 
0.92±0.00a 

1)Refer to Table 1.
2)Values are mean±SD.
3)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Spread factor, loss rate and leavening rate of cookies made with brown rice powder

Properties
Group1)

G-0 G-20 G-40 G-60
Spread factor
Loss rate (%)
Leavening rate (%)

  7.50±0.202)a3)

 12.46±0.17c

  100±0.00b

  7.36±0.15a

 13.59±0.05b

104.15±3.37b

  6.70±0.26b

 13.78±0.10b

112.03±0.91a

  6.30±0.06b

 16.42±0.43a

117.33±4.44a

1)Refer to Table 1.
2)Values are mean±SD.
3)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조지방 함량 또한 시료 간 유의

적인 차이 없이 26.41∼27.7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쿠키 재료 중 버터와 계란의 배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모든 시료에 동일한 양으로 첨가되어 밀가루와 현미가루 간

의 단백질 및 지방 함량 차이가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조회분 함량은 0.61∼0.92%의 범위로 나

타났고 60% 첨가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쿠키의 퍼짐성, 손실률 및 팽창률 

현미가루 첨가 쿠키의 퍼짐성 지수, 손실률 및 팽창률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퍼짐성 지수는 대조군이 

7.50, 20% 첨가군이 7.36으로 두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고 40% 첨가군과 60% 첨가군은 각각 6.70과 6.30

으로 대조군보다 낮은 퍼짐성 지수를 나타내었는데(P< 

0.05), 이는 쿠키의 직경이 감소하고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쿠키의 퍼짐성은 반죽의 점성, 

수분 함량, 단백질 함량 등의 영향을 받으며(31,21), 특히 

수분 함량과 밀접한 상관이 있어서 반죽 내 수분 함량이 많

을수록 퍼짐성 지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 

본 연구에서 40% 첨가군과 60% 첨가군의 퍼짐성 지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현미가루의 수분 결합능력이 박력분보다 

높아 반죽 내의 수분함량이 증가하여 당의 용해성이 낮아지

고, 반죽을 굽는 오븐 내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수분증발

이 증가하여 유동에 필요한 일정한 점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15,20) 반죽의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쌀가루 첨가 울금 쿠키의 연구(32)

에서 쌀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퍼짐성 지수가 감소하였

다는 보고와 유사하였다. 연근 분말(17), 새송이버섯 분말

(19), 감국 분말(33) 첨가 쿠키의 경우에도 부재료의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퍼짐성 지수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반면에 야콘잎 분말(13), 단호박 분말(27) 첨가 

쿠키의 퍼짐성 지수는 부재료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

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 첨가되는 부재료의 특성에 따라 

퍼짐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쿠키의 손실률은 대조군이 

12.46%로 가장 낮았고 첨가군이 13.59~16.42%의 범위로 

현미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나 20%와 40% 

첨가군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60% 첨가군이 가장 

높았다. 팽창률은 20% 첨가군이 104.15%로 대조군과 유의

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40% 첨가군과 60% 첨가군

은 각각 112.03%와 117.33%로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P<0.05). 

쿠키의 색도

현미가루 첨가 쿠키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밝기를 나타내는 L값은 대조군이 76.33으로 가장 높았고 

첨가군은 65.07∼72.52의 범위로 현미가루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점차 감소하였으나 40%와 60% 첨가군 간에는 유의

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대

조군이 0.40으로 가장 낮았고 첨가군이 2.59∼5.78로 현미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60% 첨가

군이 가장 높았다(P<0.05).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대조

군이 3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미가루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어 30.78∼33.29를 

나타내었다. 블루베리 분말(18), 황기주박 분말(34), 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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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unter's color value of cookies made with brown rice powder

Color values
Group1)

G-0 G-20 G-40 G-60
L
a
b

76.33±0.802)a3) 
 0.40±0.44d 

36.45±0.60a 

72.52±1.10b 
 2.59±0.58c 

33.29±1.44b 

68.18±0.38c 
 4.39±0.80b 
31.48±1.45cb 

65.07±0.44c

 5.78±0.14a 

30.78±0.37c 
1)Refer to Table 1.
2)Values are mean±SD.
3)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7. Hardness of cookies made with brown rice powder

Properties
Group1)

G-0 G-20 G-40 G-60
Hardness (kg/cm²)  140.25±20.452)a3) 118.62±22.14a 82.5±21.75b 67.25±23.6b 

1)Refer to Table 1.
2)Values are mean±SD.
3)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가루(12), 흑마늘(22) 첨가 쿠키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 결과

와 비슷한 경향을 보고하였다. 쿠키의 색은 밀가루에 첨가되

는 부재료의 색과 메일라드 반응이나 캐러멜화 반응과 같은 

비효소적 갈색화 반응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갈색화 

반응은 쿠키를 굽는 과정의 높은 온도에서 반응이 촉진되므

로 주로 쿠키의 표면 색도에 영향을 미친다(16). 본 연구에

서는 밀가루의 일부가 적갈색을 띤 현미가루로 대체됨에 따

라 첨가군의 a값은 증가하고 L값과 b값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쿠키의 경도 

현미가루 첨가 쿠키의 경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대조군이 140.25 kg/cm2, 첨가군이 67.25~118.62 

kg/cm2로 현미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나 40 

% 첨가군과 60% 첨가군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P<0.05). 쿠키의 경도는 수분, air cell의 발달 정도, 글루

텐, 부재료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수분함량이 많으

면 경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31). 본 연구 

결과에서 40% 첨가군과 60% 첨가군의 경도가 대조군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밀가루보다 

현미가루의 수분함량이 높아 현미가루 대체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분함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

한 경향은 Kwon 등(25)의 쌀가루 첨가 쿠키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는데, 쌀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 함량이 증

가하여 쿠키의 경도가 낮아졌고 이러한 결과는 아밀로오스

가 반죽형성에 필요한 수분과 결합함으로써 글루텐 형성을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쿠키를 부드럽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야콘잎 분말(13) 첨가 쿠키의 연구에서는 첨가

군이 대조군보다 낮은 경도를 나타내었으나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인삼첨가 호박 쿠키

(35)와 참당귀 추출 분말(36) 첨가 쿠키의 연구에서는 부재

료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반면, 미역 분말(15) 첨가 쿠키의 경우에는 미역 분말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여 첨가되는 

부재료의 종류가 경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쿠키의 GABA 및 아미노산 함량

현미가루 첨가 쿠키의 GABA 함량 및 아미노산 함량을 측

정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GABA 함량은 대조군이 3.77 

mg/kg으로 가장 낮았고 첨가군이 7.04~13.71 mg/kg으로 

현미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60% 

첨가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대조군보다 약 3.6

배 증가된 양이다(P<0.05). 본 연구에 사용한 현미의 GABA 

함량은 47.26±0.08 mg/kg으로 측정되어 일반 백미의 

GABA 함량 8.4 mg/kg보다 약 6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37). GABA는 포유동물의 뇌나 척수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뇌의 혈류를 개선하여 뇌의 대사 향상 효과 및 불면, 

불안 등에 대한 신경안정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5-8)

되고 있어서 본 실험 결과에서와 같이 현미가루 첨가 쿠키가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GABA 함량을 나타내었으므

로 GABA에 의한 생리활성이 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총 아미노산 함량은 대조군이 587.45 mg/k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첨가군이 475.32~555.22 mg/kg으로 

나타났으며 아미노산별로 가장 많은 함량을 나타낸 것은 

tryptophan이었다. 그 외 aspartic acid, glutamic acid, 

asparagine 등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수 아미

노산의 경우, tryptophan을 제외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대조군보다 첨가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쌀의 

제1제한 아미노산인 lysine의 함량은 대조군이 29.68 mg/ 

k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첨가군이 36.89~37.56 mg/kg

으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서(P<0.05) 곡류를 주식으로 

하고 있고, 쌀가루와 밀가루를 이용한 제과･제빵 제품의 수



1818 정해원 ․정해정

Table 8. GABA and amino acid contents of cookies made with brown rice powder                    (unit: mg/kg sample)

Amino acid
Group1)

         G-0          G-20          G-40           G-60
GABA
Alanine
Arginine
Asparagine
Aspartic acid
Glutamic acid
Glutamine
Glycine
Histidine
Proline
Serine
Tyrosine
Isoleucine*

Leucine*

Lysine*

Methionine*

Phenylalanine*

Threonine*

Tryptophan*

Valine*

Total AA

  3.77±0.042)a3)

 20.98±0.01a

 20.52±0.64c

 66.93±0.30d

 80.71±0.30d

 50.31±0.16b

 30.53±0.06d

  9.16±0.03
  5.11±0.00a

 15.12±0.40a

 14.32±0.04a

 20.19±0.01a

  7.97±0.09a

 14.18±0.16a

 29.68±3.28a

  4.02±0.00a

 12.19±0.06a

  9.98±0.00a

158.15±4.73d

 13.59±0.11a

587.45±6.51c

  7.04±0.04b 

 23.87±0.00b

 19.15±0.15b

 56.38±0.28c

 70.90±0.04c

 48.26±0.10b

 28.31±0.03c

     －
  6.35±0.01b

 16.52±0.07b

 15.86±0.08b

 21.33±0.09b

  8.83±0.13b

 16.65±0.22b

 36.86±1.21b

  4.71±0.02b

 12.90±0.11b

 18.24±0.08b

127.03±2.51c

 16.00±0.09b

555.22±2.49b

 10.28±0.05c 
 25.58±0.07c

 15.73±0.36a

 43.80±0.16b

 59.43±0.05b

 43.15±0.05a

 22.86±0.31b

     －
  6.92±0.26c

 15.33±0.09a

 15.58±0.03b

 20.25±0.61a

  8.59±0.12b

 16.50±0.22b

 36.99±2.24b

  4.61±0.14b

 12.69±0.12b

 19.86±0.06c

 98.40±5.02b

 16.89±0.35c

491.48±9.26a

 13.71±0.09d

 28.80±0.26d

 16.77±0.03a

 33.92±0.57a

 50.90±0.66a

 43.18±0.56a

 21.22±0.26a

     －
  8.29±0.01d

 17.48±0.28c

 18.14±0.26c

 21.98±0.22b

  9.80±0.42c

 19.61±0.04c

 37.56±1.13b

  5.50±0.42c

1 3.75±0.12c

 23.45±0.66d

 71.63±0.47a

 19.63±0.09d

475.32±1.71a

1)Refer to Table 1.
2)Values are mean±SD.
3)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ssential amino acid.

Table 9. Consumer acceptance test of cookies made with brown rice powder

                
Group1)

         G-0          G-20          G-40          G-60
Surface color
Smell
Taste
Texture
Overall preference

6.08±1.122)a3)

5.05±1.65 
5.34±1.40
5.32±1.23
5.29±1.39

5.45±0.95b 
5.29±1.13
5.18±1.22
5.18±1.15
5.29±1.01

4.97±1.15b 
5.45±1.08
4.97±1.15
5.03±1.47
5.11±1.31

4.29±1.41c 
5.34±1.12
4.84±1.42
4.68±1.54
4.74±1.31

1)Refer to Table 1.
2)Values are mean±SD.
3)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요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 식생활의 경우 lysine의 함량이 

증가된 제품의 이용은 영양 균형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쿠키의 기호도 검사  

현미가루 첨가 쿠키의 기호도 검사 결과는 Table 9와 같

다. 표면색은 대조군이 6.08점, 첨가군이 4.29∼5.45점으로 

평가되어 대조군의 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냄새

는 대조군이 5.05점으로 평가되었고 현미가루 첨가군이 

5.29∼5.45점으로 평가되어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다. 맛은 4.84∼5.34점, 조직감은 4.68∼5.32점으로 평

가되어 두 특성 모두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전

체적인 기호도는 대조군과 20% 첨가군이 각각 5.29점, 

40% 첨가군이 5.11점으로 평가되었고 60% 첨가군이 4.74

점으로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으나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표면색의 경우 현미가루 첨

가군이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기호도를 보였고 냄새, 

맛, 조직감 및 전체적인 기호도는 대조군보다 다소 낮은 점

수로 평가되었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기에 향후 제조법 

및 굽는 방법을 개선한다면 GABA 함량이 증가된 기능성 

쿠키로서의 이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현미가루를 밀가루 중량기준 0%,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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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의 비율로 첨가하여 쿠키를 제조하고 반죽의 밀도, pH, 

쿠키의 일반성분, 퍼짐성, 손실률, 팽창률, 색도, 경도, GABA 

및 아미노산 함량, 기호도 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수분함량

은 첨가군이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고 조단백질 함량과 조

지방 함량은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조회분 함량은 60% 첨가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쿠키 

반죽의 밀도는 60% 첨가군이 가장 낮았고 pH는 가장 높았

다. 퍼짐성은 헌미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대체적으로 감

소하였고 손실률과 팽창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경도는 40% 첨가군과 60% 첨가군에서 낮게 나타났다. 밝기

를 나타내는 L값은 대조군이 가장 높았고 a값은 현미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b값은 감소하였다. 쿠키

의 GABA 함량은 대조군이 가장 낮았고 현미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60% 첨가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 아미노산 함량은 대조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쌀의 

제1제한 아미노산인 lysine의 함량은 대조군이 가장 낮았고 

첨가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쿠키의 기호도 검사 결과 표면색

은 대조군보다 현미가루 첨가군이 낮은 점수로 평가된 반면 

냄새, 맛, 조직감 및 전체적인 기호도는 모든 시료 간에 유의

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현미

가루를 60%까지 첨가하여 제품화 한다면 대조군과 비교하

여 관능성이 크게 저하되지 않으면서 GABA 함량이 증진되

어 기능성이 향상된 쿠키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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