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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미 가루의 첨가가 sugar-snap cookie의 품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

박영서·장학길∗
경원대학교 식품생물공학과

Effect of Black Rice Flour on the Quality of Sugar-snap Cookie
Young-Seo Park and Hak-Gil Chang∗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Kyungwon University

Abstract The quality of sugar-snap cookie prepared with wheat flour supplemented with black rice flour was
investigated. The pH of cookie batter decreased as the amount of black rice flour increased. Increasing proportions of black
rice flour resulted in increase of width and spread factor of cookie, whereas thickness and fracturability decreased. L, a,
and b values decreased as the amount of black rice flour increased. Sensory evaluation showed that supplements of 20,
25, and 20% black rice flour had the best overall preference in strong, medium, and weak flour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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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색미의 일종인 흑미는 특유의 색과 향으로 인하여 다양한 형
태의 식품으로 가공되고 있고 그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흑
미의 향은 ethanediol, guaiacol과 같은 알코올 성분과 hexa-
decanoic acid, hexanal, acetic acid와 같은 케톤, 알데하이드 및 유
기산에 기인하며(1) 색소성분은 cyanidin-3-glucoside와 malvidin-3-
glucoside와 같은 배당체가 주된 성분이라고 보고되고 있다(2,3).
특히, 흑미의 색소성분은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지니는 폴리페
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폴리페놀 화합물은 항산화
성, 항균성, 항암성 등의 생리활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흑미는 현미로 보급되며 일반 현미보다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독특한 향미와 단백질, 비타민 B, 무기질 함량도 많다. 제과류 중
쿠키(cookie)는 건과자에 속하고 미생물적인 변패가 적어 저장성
이 우수하며, 감미가 높고 맛이 우수하여 현대인, 특히 어린이,
젊은 여성, 노인 등의 주된 간식으로 애용되고 있다. 쿠키의 성
분 중 당과 지방은 쿠키의 물리적, 관능적 제조적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지만 쿠키에는 이들의 함량이 높
아서 높은 열량으로 인한 비만,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므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저열량 제과ㆍ제빵에 대한 관
심이 증대되고 있다(4).
최근 쌀 가공식품이 현대화, 다양화됨에 따라 쌀을 주원료로
하는 새로운 가공식품의 개발과 함께 식품 가공 원료로서 쌀의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쌀에 대한 연
구로는 쌀빵 가공과 특성에 관한 연구(5-8), 유과의 가공과 품질

특성에 대한 연구(9,10), 엿에 관한 연구(11), 찹쌀떡의 저장성에
대한 연구(12), 쌀 이유식 제조에 대한 연구(13), 쌀가루를 첨가
한 국수제조에 대한 연구(14,15), 쌀가루를 이용하여 제조한 고추
장의 숙성에 대한 연구(16), 쌀음료 개발에 대한 연구(17-19) 등
의 많은 연구가 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
시키고 쌀의 고품질화를 위해 기능성 쌀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
어지면서, 식이섬유소를 강화한 기능성 쌀은 식이섬유소와 키토
산을 강화시킨 쌀로 체내 지질수준이나 콜레스테롤 및 변비에 우
수한 효과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이 밖에도 버섯 쌀, 비타민
쌀, 암 예방 쌀, 인삼 쌀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기능성 쌀을 이용한 가공 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흑미 가루의 첨가가 sugar-snap cookie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실험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흑미는 전남 진도군 군내면 산동리에서 2004
년 생산된 것을 구입하여 분쇄기(Ika MF10, Ika-Werke Gmbh &
Co., Kg., Staufen, Germany)로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강력분, 중
력분, 박력분은 곰표 밀가루(Daehan Flour Co., Seoul, Korea)를
사용하였다.

Sugar-snap cookie의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sugar-snap cookie의 배합 및 제조 방법은

USDA Western Wheat Quality Laboratory의 방법(21)에 따라 실
시하였고 흑미 가루는 밀가루에 대해 0, 5, 10, 15, 20, 25및 30%
를 첨가하였다.

Cream mass는 설탕, 분유, sodium bicarbonate를 함께 체질하여
mixer에 옮긴 후 shortening을 첨가하고 저속에서 30초, 중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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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30초, 고속에서 4분간 혼합한 후 scraping한 다음 고속에서 2
분간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Cream mass 37.6 g을 cookie dough mixing bowl에 넣고 A-용
액(82.02 g NaHCO3 per 1 L) 5.0 mL, B-용액(54.14 g NH4Cl,
20.86 g NaCl per 1 L) 5.0 mL을 첨가하여 3분간 혼합하였다.
그 후 밀가루 40 g을 첨가하여 10초 간 혼합한 다음 mixer와
bowl pin의 반죽을 scraping하였다. 다시 혼합, scraping 과정을 2
회 반복한 후 5초 간 혼합하여 반죽을 종료하였다. 반죽을 가볍
게 둥글리기한 다음 2개로 나누어 cookie cutter(60 mm)로 절단
한 후 즉시 205oC의 oven에서 10분간 구웠다. 

쿠키의 분석
구워진 쿠키는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pH, 직경, 두께, 퍼
짐성(spread factor), 파손강도(fracturability), 색택을 측정하고
cookie top grain(islanding pattern, 가장 좋은 것 10, 가장 불량한
것 1)을 평가하였다. 쿠키의 퍼짐성은 쿠키의 직경을 두께로 나
눈 값에 10을 곱한 값으로 하였다. 파손강도는 Texture analyzer
(TA-XT2, Stable Micro Systems Co., Haslemere, England)로 측
정하였고, 이때 사용된 probe의 직경은 5 mm이었고, 측정속도는
1.0 mm/sec이었다.

관능검사

관능 검사원으로 본 학과 학생 30명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실
험 목적을 설명하고 각 측정치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시킨 뒤 검
사에 응하도록 하였다. 쿠키의 색(color), 향(flavor), 균일성
(symmetry), 기공(grain), 경도(hardness), 조직감(texture), 부드러움
(softness), 맛(taste), 종합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등을 평
가하였다. 
시료 평가는 8개 항목을 9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였고 수치가
클수록 특성이 강한 것으로 하였다.

통계분석

각 실험은 최소 3번 반복하였으며, 얻은 실험값의 통계분석은
Windows(ver. 10.0)용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값과 상
관관계를 구하여 각 측정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결과 및 고찰

흑미 가루의 첨가가 sugar-snap 쿠키 반죽의 pH에 미치는
영향

Sugar-snap 쿠키 반죽의 pH는 쿠키의 색과 pH에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쿠키의 품질 특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흑미 가루
첨가가 sugar-snap cookie 반죽의 pH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1에
서 보는 바와 같다.
쿠키 반죽의 pH는 강력분과 흑미의 혼합분이 9.31-8.64, 중력
분과 흑미의 혼합분이 9.55-8.62, 박력분과 흑미의 혼합분이 9.13-
8.31로 밀가루의 종류에 관계없이 흑미 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pH의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Kim 등(22)은 흑미를
이용하여 쿠키를 제조하였을 경우 흑미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반죽의 pH가 증가하고 굽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다소 감소한
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는 상이하였는데 이는 Kim 등(22)
이 사용한 흑미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흑미의 원산지와 종류 등
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흑미 가루 첨가가 sugar snap 쿠키의 직경, 두께, 퍼짐성 및
파괴강도에 미치는 영향
흑미 가루 첨가가 sugar-snap 쿠키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쿠키의 직경은 강력분과 흑미의 혼합분이
72.0-74.0 mm, 중력분과 흑미의 혼합분이 73.6-76.8 mm, 박력분
과 흑미의 혼합분이 82.2-84.1 mm로 흑미 가루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직경이 증가하였고, 강력분과 흑미의 혼합분 또는 중력분
과 흑미의 혼합분에 비해 박력분과 흑미의 혼합분의 직경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박력분과 흑미의 혼합분에
비해 중력분과 흑미의 혼합분 또는 강력분과 흑미의 혼합분의 단
백질 함량이 많아 반죽 제조 시 글루텐이 막을 형성함에 따라 오
븐에 구울 때 박력분과 흑미의 혼합분의 직경이 더 커지는 것으
로 사료된다. 
두께는 강력분과 흑미의 혼합분이 8.5-9.2 mm, 중력분과 흑미
의 혼합분이 8.3-8.8 mm, 박력분과 흑미의 혼합분이 7.7-8.2 mm
로 흑미 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두께가 감소하는 경항을 나
타내었다. 퍼짐성은 강력분과 흑미의 혼합분이 78.6-86.7, 중력분
과 흑미의 혼합분이 83.3-92.5, 박력분과 흑미의 혼합분이 100.2-
109.3으로 흑미 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이 증가하여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gar-snap cookie prepared with wheat flour and black rice flour blends

Flours Blend
(%) Batter pH Width (W)

(mm)
Thickness (T)

(mm)
Spread factor Fracturability(W/T)×10

Strong
flour

0  9.31f1) 72.0a1) 9.2c 78.6a 5684a

10 8.99d 73.7a 8.8c 83.9c 5318a

20 8.64b 73.8a 8.7b 85.2cd 4485a

30 8.67a 74.0a 8.5a 86.7d 4796a

Medium
flour

0 9.55e 73.6a 8.8d 83.3a 5471e

10 9.21d 74.2ab 8.6c 86.2b 4965cde

20 9.06c 75.3abc 8.5b 88.7c 4314ab

30 8.62a 76.8c 8.3a 92.5d 3836a

Weak
flour

0 9.13d 82.2ab 8.2c 100.2a 5289b

10 9.03cd 82.7abc 8.1c 102.7ab 4178a

20 8.70b 83.4bc 7.9b 105.8ed 4040a

30 8.31a 84.1c 7.7a 109.3cd 3509a

1)The same superscripts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other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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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등(22)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강력분과 흑미
의 혼합분 또는 중력분과 흑미의 혼합분에 비해 박력분과 흑미
의 혼합분의 퍼짐성이 현저하게 큰 이유는 글루텐 형성이 쿠키
의 퍼짐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Henry(23)는 쿠키의
퍼짐성은 수분함량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수분함량의 증가
가 퍼짐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밀가루에 다른 흑미
가루 등 곡류분을 첨가함에 따라 쿠키의 두께가 감소되는 현상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곡류분의 입자의 크기, 수분 함량 등을
조절하여 쿠키를 제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흑미가루를 첨가한 sugar-snap 쿠키의 파괴강도는 강력분과 흑
미 혼합분의 fracturability는 5684-4485 중력분과 흑미 혼합분은
5471-3836, 박력분과 흑미 혼합분은 5289-3509로 흑미 가루의 첨
가량이 많을수록 파괴강도는 감소하며, 쿠키 강력분과 흑미 혼합
분, 중력분과 흑미 혼합분, 박력분과 흑미 혼합분 시료간의 파괴
강도는 강력분과 흑미 혼합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흑미 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면서
반죽의 물리적 특성이 변화하고 쿠키 내부의 기공이 작아지면서
쿠키의 경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22). 

흑미가루 첨가가 sugar-snap 쿠키의 색택에 미치는 영향
밀가루에 흑미 가루 첨가량을 증가시켰을 경우 sugar-snap 쿠
키의 색도 변화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강력분과 흑미의 혼합분이 54.9-42.3, 중력분과 흑미의 혼합분이
52.6-42.3, 박력분과 흑미의 혼합분이 47.5-40.0으로 흑미 가루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이 유의적인 차이로 감소하였으며, 세 시
료간 차이는 박력분과 흑미의 혼합분이 약간 낮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강력분과 흑미의 혼합분이 15.2-10.4,
중력분과 흑미의 혼합분이 15.5-10.5, 박력분과 흑미의 혼합분이
15.4-9.0으로 흑미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a값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세 시료간의 차이는 오차범위 내에서 유의적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강력분과 흑미의 혼합분이 33.9-20.7,
중력분과 흑미의 혼합분이 32.9-20.9, 박력분과 흑미의 혼합분이
30.9-18.2로 흑미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b값은 유의적으로 감
소하였으며, 세 시료 중 박력분과 흑미의 혼합물이 다소 낮은 경
향을 보였다. Sugar-snap 쿠키의 외부색상은 흑미 가루가 가지고
있는 anthocyanin 색소의 독특한 자홍색에 의하여 그의 첨가비율
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홍색이 강하게 나타나 색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흑미에 함유되어 있는 cyaniding-3-
glucoside와 malvidin-3-glucoside 색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
료된다(2,22).

흑미가루 첨가가 sugar-snap 쿠키의 관능특성에 미치는 영향
흑미가루를 첨가한 sugar-snap 쿠키의 관능특성은 Table 3과 4
에 나타낸 바와 같다. 쿠키의 외부색상은 강력분과 흑미 10% 혼
합분이 7.2, 중력분과 흑미 0% 혼합분이 7.0, 박력분과 흑미 0%
혼합분이 6.6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흑미가루 첨가량
은 10%까지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나 20% 첨가부터는 낮은 평
가를 받았다. 
향기는 강력분과 흑미 15% 혼합분이 6.8, 중력분과 흑미 20%
혼합분이 6.8, 박력분과 흑미 20% 혼합분이 7.2로 가장 높은 점
수를 받았으며, 흑미가루 첨가량이 10-20% 사이에서 좋은 점수
를 받은 후 25% 이상 첨가 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내부조직의 특성은 강력분과 흑미 30% 혼합분이 5.6, 중력분
과 흑미 30% 혼합분이 4.8, 박력분과 흑미 15% 혼합분이 7.2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Table 3).
경도에서는 강력분과 흑미 0% 혼합분이 6.8, 중력분과 흑미 5

% 혼합분이 7.0, 박력분과 흑미 30% 혼합분이 7.4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맛은 강력분과 흑미 0% 혼합분이 7.4, 중력분
과 흑미 15% 혼합분이 6.6, 박력분과 흑미 20% 혼합분이 7.2 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드러움에서는 강력분과 흑미 20%
혼합분이 6.8, 중력분 흑미 0% 혼합분이 6.8, 박력분과 흑미 10,

Table 2. Changes in color of sugar-snap cookie prepared with
wheat flour and black rice flour blends

Flours Blend (%) L a b
Strong 0 54.9d1) 15.2d 33.9f

flour 10 48.0b 12.0bc 26.0d

20 41.8a 12.9c 23.2c

30 42.3a 10.4a 20.7a

Medium 0 52.6d 15.5d 32.9g

flour 10 51.5d 10.2b 26.6e

20 46.8b 10.1a 23.3c

30 42.3a 10.5a 20.9a

Weak 0 49.8d 15.4f 30.9e

flour 10 44.4b 12.1d 24.2c

20 43.1ab 11.3c 22.5b

30 41.6a 9.0a 18.2a

1)The same superscripts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other at p<0.05.

Table 3. Sensory evaluation (color, flavor, and top grain) of sugar-snap cookie prepared from wheat flour and black rice flour blends

Blend
(%)

Color Flavor Top grain
S+B1) M+B2 W+B3) S+B M+B W+B S+B M+B W+B

0 7.00 7.00 6.60 6.40 5.80 6.60 5.20 4.60 5.80
5 6.80 5.80 6.40 6.20 5.40 6.40 4.40 4.60 6.20
10 7.20 5.80 6.20 6.60 6.60 6.60 4.80 4.60 6.40
15 6.40 6.00 6.40 6.80 6.40 7.00 5.00 4.40 7.20
20 6.20 5.60 6.20 6.40 6.80 7.20 4.40 4.20 7.00
25 6.20 5.20 6.00 6.20 6.20 6.60 4.60 4.60 7.00
30 6.20 5.40 5.80 6.00 5.80 6.20 5.60 4.80 7.00

1)Strong wheat flour plus black rice flour blends.
2)Medium wheat flour plus black rice flour blends.
3)Weak wheat flour plus black rice flour bl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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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혼합분이 7.2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Table 4). 
종합적 기호도에서는 강력분과 흑미 20% 혼합분이 6.8, 중력
분과 흑미 25% 혼합분이 6.4, 박력분과 흑미 20% 혼합분이 8.0
의 평가를 받았으며, 모든 시료 중에서 박력분과 흑미 20% 혼합
분으로 제조한 sugar-snap cookie의 관능적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Table 4). 

요 약

밀가루에 흑미가루를 첨가하여 제조한 sugar-snap 쿠키의 품질
특성을 조사하였다. Sugar-snap 쿠키의 반죽의 pH는 흑미 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쿠키의 직경과 퍼짐성은 흑
미 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두께와 파괴강도
는 감소하였다. L, a, 및 b값 역시 흑미 가루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Sugar-snap 쿠키의 종
합적 기호도는 강력분의 경우는 흑미가루 20% 첨가 시, 중력분
은 25% 첨가 시, 박력분은 20% 첨가 시에 가장 좋은 것으로 평
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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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nsory evaluation (hardness, taste, mouth feel, and overall preference) of sugar-snap cookie prepared from wheat flour and
black rice flour blends

Blend
(%)

Hardness Taste Mouth feel Overall preference

S+B1) M+B2 W+B3) S+B M+B W+B S+B M+B W+B  S+B  M+B  W+B

0 6.80 6.80 6.40 7.40 6.20 6.00 6.60 6.80 6.60 6.80 6.20 6.20
5 6.40 7.00 6.20 6.80 5.80 6.00 6.40 5.40 6.80 6.60 6.00 6.40
10 6.20 6.80 5.80 6.60 6.20 6.20 6.40 5.40 7.20 5.80 6.00 7.00
15 6.60 6.80 6.20 6.40 6.60 6.80 6.60 6.60 7.00 6.40 6.20 7.00
20 6.20 6.20 6.80 6.40 5.60 7.20 6.80 5.60 7.20 6.80 5.80 8.00
25 5.60 5.80 7.00 6.00 5.40 6.60 6.60 5.40 7.00 6.20 6.40 7.20
30 5.80 5.80 7.40 5.40 5.00 7.00 6.60 5.00 6.20 5.40 5.40 6.60

1)Strong wheat flour plus black rice flour blends.
2)Medium wheat flour plus black rice flour blends.
3)Weak wheat flour plus black rice flour blen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