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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ysicochemical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rice cookies prepared with various levels of amylose content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Dough pH of Jinsumi and Milyang 261 cookies was decreased by addition of
rice flour. Density of dough with 100% substituted Jinsumi flour had the largest value of 1.09 g/mL, whereas
that of Milyang 261 cookie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Spread ratio of cookies was the largest in the
cookies containing Jinsumi, and Milyang 261 constituted the 50% group. Preservation ability of Milyang 261
cookies surpassed above 30%. Lightness of Jinsumi and Milyang 261 cookies increased with increasing rice
flour content. The results of our sensory evaluation demonstrated that the control sample was significantly
more preferable in terms of overall acceptability compared to oth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dding 30%
Milyang 261 flour is the best substitution ratio for rice cook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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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쌀은 밀, 옥수수와 함께 세계 3대 곡물 중 하나로 우리나라

에서 주식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 국내 쌀시장 개방과 관

련하여 2004년 WTO 협상 결과에 따라 의무수입물량(TRQ)

은 2005년 225천 톤에서 2014년 409천 톤으로 확대되고 있으

며, 그중 일정물량이 밥쌀용으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어 쌀값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1). 이러한 공급과잉의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쌀 소비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으

며, 쌀 가공 산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서양이나

일본에서는 쌀을 이용한 빵이나 과자, 이유식, 팽화식품 등

여러 가지 가공식품 제조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쌀빵 가공과 특성에 관한 연구(2,3), 유과의

가공과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4), 엿에 관한 연구(5), 쌀가루

를 첨가한 국수 제조에 대한 연구(6) 등에 대한 보고가 있다.

쌀은 일반적으로 아밀로스 함량에 따라서 Indica 종과

Japonica 종으로 크게 나뉘며 일반적으로 Japonica 종은

아밀로스 함량이 15～18% 정도로 점성이 있으며, 반짝이는

광택이 있어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주로 쌀밥용으로 이용된

다. Indica 종의 경우 탄수화물 중 아밀로스 함량이 23% 이

상 함유하고 있어 푸슬푸슬하고 딱딱하며 광택이 없기 때문

에 볶음밥용으로 사용된다.

쿠키는 맛이 달고 바삭바삭해서 차나 음료와 잘 어울리며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의 주된 간식으로 애용되어 왔으며

수분함량이 낮고 미생물적인 변패가 적어 저장성이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7). 현재 국내에서 보고된 쿠키 관련 연

구에는 구기자를 첨가(8), 다시마 분말 첨가(9), 백련초 분말

첨가(10), 난소화성 전분(11)을 첨가한 쿠키 등 다양한 기능

성 쿠키의 이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이 보고되고 있다. 쌀에

는 일반적으로 6～8%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제빵보다

는 쿠키에 있어서 더 좋은 가공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콜레스

테롤 저하효과 및 항산화효과 등이 알려져 있다(12,13). 현재

밀가루 대체 관련 쌀 쿠키 연구로는 기능성 쌀 쿠키 품질특

성(14), 흰깨, 검은깨 및 들깨가 고아미 2호를 이용한 쌀쿠키

의 이화학적 및 관능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15), 변성 고아미

쌀전분을 이용한 쿠키의 소화율과 물리적 및 관능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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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xing conditions of cookies dough using Jinsumi
and Milyang 261 (g)

Ingredients
Content of rice flour

0% 10% 30% 50% 70% 100%

Wheat
Rice flour
Butter
Sugar
Egg
Cooking oil
Salt

210
0
135
112.5
100
25
0.4

189
210
135
112.5
100
25
0.4

147
63
135
112.5
100
25
0.4

105
105
135
112.5
100
25
0.4

63
147
135
112.5
100
25
0.4

0
210
135
112.5
100
25
0.4

The total 582.9 582.9 582.9 582.9 582.9 582.9

(16) 등이 있으며 아직 쌀의 아밀로스 함량 차이에 따른 쿠키

의 가공적성을 연구한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밀로스 함량이 다른 쌀가루(진수

미, 밀양261호)를 이용하여 쌀가루의 대체 수준을 달리한 쌀

쿠키를 제조하여 품질특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쌀가루는 2009년에 수확한 진수미와

밀양261호로 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작물부에서 공급받아

건식제분(Pin mill, 체규격 0.6 mm, 한성분체기계, Seoul,

Korea) 후 40 mesh 체를 통과시켜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진수미와 밀양261호의 아밀로스 함량은 각각 18.89±1.44%,
37.71±0.43%이었다. 중력분(곰표 중력분, 인천), 버터(Grand

-500, 롯데삼강, 충남 천안), 설탕(큐원 하얀설탕, 울산), 식

용유(롯데, 충남 천안)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 실험에 사용된 쌀가루 혼합비는 밀가루를 대체하는 쌀가

루를 기준으로 0%, 10%, 30%, 50%, 70%, 100%로 하였다.

쿠키의 제조

쿠키를 제조는 수회의 예비실험과 쌀을 이용한 쿠키제조

관련 연구(14)를 참고하였으며, 배합비는 Table 1과 같았다.

설탕과 버터, 소금을 믹싱볼에 넣고 3분간 크림상태가 될

때까지 혼합하였다. 다음 밀가루, 쌀가루, 달걀과 식용유를

넣고 2분간 더 혼합하였다. 그 후 반죽을 짤 주머니에 넣고

균일한 모양으로 쿠키를 짜내어 동그란 모양으로 오븐

(TOPAZE T1-BN, Hwasin, Gwangju, Gyeonggi, Korea)에

얹어 윗불 185 oC, 아랫불 135oC로 예열한 후 오븐에 넣고

15분간 구웠다. 구운 후 상온에서 15분간 식힌 다음 데시케

이터에 보관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반죽의 밀도 및 pH 측정

반죽의 밀도는 50 mL 메스실린더에 증류수 30 mL를 넣고

5 g의 쿠키 반죽을 넣었을 때 늘어난 부피를 측정하여 부피

에 대한 무게의 비(g/mL)로 계산하였다(17). pH 측정은 균

질기(Nissei AM-12, Nohonseiki kaisha LTD., Nagano,

Japan)를 이용하여 반죽 5 g과 증류수 45 mL를 10,000 rpm

속도로 균질화한 후, 원심분리기(Eppendorf AG, Humhurg,

Germany)로 4,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pH meter(Toledo Gmbh HG53, Greifensee, Switzerland)로

측정하였다.

수분함량 측정

아밀로스 함량에 다른 쌀가루를 참가한 쿠키의 수분함량

은 적외선 수분측정기(HG53, Mettler Toledo, Columbus,

OH, USA)를 사용하여 105oC에서 더 이상 무게 변화가 없을

때까지 건조하여 측정하였다.

색도 측정

색도는 색차계(Chromameter CR-200, Minolta, Tokyo,

Japan)로 측정하였으며, 밝기를 나타내는 L*(lightness), 적

색도를 나타내는 a
*
(redness), 황색도를 나타내는 b

*
(yel-

lowness) 및 Ho(hue angle value)로 측정하였으며 백색판의

값은 L, a, b 값은 94.5, 0.3132, 0.3203으로 설정하였다.

퍼짐성 지수 측정

퍼짐성 지수(spread factor)는 AACC method 10-50의 방

법(18)에 따라 쿠키의 직경과 높이로부터 산출하였다. 쿠키

의 직경은 쿠키 6개를 수평으로 정렬하여 총길이를 측정하

였고 다시 90o로 측정한 후 총길이를 측정하여 쿠키 1개의

평균 직경을 구하였다. 쿠키의 두께는 6개를 수직으로 쌓은

후 수직 높이를 측정하였으며, 쿠키의 쌓은 순서를 바꾼 후

높이를 바꾸어 반복 측정하여 1개에 대한 평균높이를 구하

였다. 퍼짐성 지수는 Spread of cookies＝[Average width

of 6 cookies (mm)/ Average thickness of 6 cookies (mm)]

×10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경도 측정

쿠키의 경도는 Lee 등(10)의 연구를 참고하여 Rheometer

(Compac-100, Sun Scientific Co., Tokyo, Japan)로 측정하

였다. Probe는 No. 4(diameter 5 mm, width 0.20 cm2)를 이

용하였으며 측정조건은 sample width, sample height 및

sample depth를 각각 8.00 cm, 4.81 cm, 0.70 cm로 하였고,

sample moves는 4.00 mm, table speed는 60 mm/min로 하

여 3반복 측정하였다.

노화도 측정

쿠키의 노화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Rheometer(Compac-

100, Sun Scientific Co.)를 이용하여 저장 중 경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나타내었다(19).

관능평가

관능평가는 남녀 일반 대학생 15명을 대상으로 본 실험의

목적과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한 뒤 실시하였다. 평가 항목

으로는 색상(color), 풍미(flavor), 단단함(hardness), 종합적

기호도(acceptability) 순서대로 진행되었으며, 5점 평가법

을 사용하여 항목 중 매우 좋거나 높다고 느낄 경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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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nsity and pH of cookies dough prepared with Jinsumi and Milyang 261

Samples
Content of rice flour

0% 10% 30% 50% 70% 100%

J insumi
Density (g/mL)
pH

1.28±0.15a1)
6.77±0.01a

1.32±0.09a
6.74±0.01a

1.18±0.01ab
6.31±0.01b

1.10±0.01b
6.10±0.02c

1.24±0.12ab
5.80±0.02d

1.09±0.03b
5.44±0.03e

Milyang 261
Density (g/mL)
pH

1.21±0.14a
6.76±0.03a

1.16±0.05a
6.67±0.02b

1.20±0.15a
6.32±0.03c

1.24±0.12a
6.06±0.00d

1.10±0.01a
5.84±0.01e

1.18±0.01a
5.45±0.02f

1)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f)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able 3. Moisture content of cookies prepared with Jinsumi and Milyang 261 (%)

Samples
Content of rice flour

0% 10% 30% 50% 70% 100%

J insumi
Milyang 261

7.74±0.29d1)
8.66±0.34c

9.25±0.27c
8.32±0.30c

10.39±0.39b
8.70±0.71c

10.34±0.55b
9.77±0.39b

9.31±0.44c
10.60±0.49a

11.27±0.60a
10.34±0.12ab

1)
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매우 나쁘거나 낮을 때에는 1점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각

시료는 모두 임의의 이름을 표기해 시료에 대한 선입견을

주지 않도록 하였으며, 대조구는 따로 표시하여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으로 행하여 평균치와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유의성 검증은 version 12의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반죽의 밀도 및 pH

쌀가루를 첨가한 반죽의 밀도와 pH는 Table 2에 나타내

었다. 밀도는 쿠키의 팽창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품질지표로 완성된 쿠키의 향과 색깔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반죽의 밀도가 너무 낮으면 쿠키가 딱딱해지고 너무 높

으면 쉽게 부서지는 성질을 나타낸다(20). 밀도 측정 결과,

진수미 첨가 쿠키의 경우 대조구는 1.28 g/mL였으나 쌀가루

첨가량에 따라 1.09～1.32 g/mL 범위로 나타나 쌀가루를 첨

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

과는 양송이버섯을 첨가한 쿠키의 품질 특성 연구(21), 다시

마 분말을 이용한 쿠키(11) 등에서도 나타났으며, Lee 등(22)

은 쌀가루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밀도가 낮아지며 쌀가루가

반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밀양261호는 대

조구가 1.21 g/mL였으며 쌀가루 첨가구에 따라 1.10∼1.24

g/mL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Koh와 Noh(20)는 반죽의

밀도가 밀가루의 종류, 흡수율, 지방의 종류와 사용량, 반죽

의 혼합 방법과 시간, 팽창제의 종류와 사용량이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반죽의 pH는 완성된 쿠키의 향과 외관의 색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호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pH는

진수미가 5.44∼6.77, 밀양261호는 5.45∼6.76의 범위로 비슷

하게 나타났으며 참가되는 쌀가루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반

죽의 pH가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양송이버섯을 첨가

한 쿠키의 품질 특성 연구(21)에서도 양송이버섯 분말 첨가

량이 증가함에 따라 pH가 유의적으로 낮아진 결과를 보고하

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이며 인삼이

첨가된 호박쿠키(23)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쿠키의 수분함량

아밀로스 함량이 다른 진수미와 밀양261호 두 품종의 쌀

가루를 이용하여 만든 쌀 쿠키의 수분함량은 Table 3과 같

다. 진수미의 대조구는 7.74%, 밀양261호의 대조구는 8.66%

였으며, 진수미 쌀가루 첨가구 범위는 9.25～11.27%, 밀양

261호 첨가구는 8.32～10.34%로 측정되어 밀양261호보다

진수미 첨가구가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진수미와

밀양261호 모두 쌀가루 첨가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쿠키의

수분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

는 Kim 등(24)의 보고와 같이 흑미 가루를 첨가할수록 수분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쿠키 제조 시 첨가된

흑미 가루가 밀가루보다 수분함량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

하였다. 데이터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밀가루와 쌀가루의

수분함량을 측정한 결과 밀가루는 11.15%, 밀양261호는

17.21%, 진수미는 11.11%였다. Lee 등(25)은 수분결합력은

아밀로스 함량이 높아질수록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Kim

(26)의 멥쌀과 찹쌀떡의 노화에 대한 연구에서 수분흡수율

이 멥쌀이 27%, 찹쌀은 38%로 나타나 수분흡수력은 아밀로

펙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

루어 밀가루가 아밀로펙틴 함량이 낮아 수분함량이 적었으

며, 진수미가 아밀로스 함량은 낮으나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아 수분 결합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진수미는 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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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lor value of cookies prepared with Jinsumi and Milyang 261

Samples Color
Content of rice flour

0% 10% 30% 50% 70% 100%

J insumi

L*

a
*

b*

H
o

70.93±2.02a1)
-3.76±0.05ab
24.09±0.54ab
97.23±0.21a

72.74±0.38b
-3.70±0.11ab
24.33±0.34ab
97.07±0.21a

76.13±0.61c
-3.30±0.53b
23.84±0.43a
96.53±0.91a

80.66±0.94d
-3.99±0.30b
24.73±0.61b
97.67±0.51a

81.07±0.61d
-3.91±0.14b
24.66±0.26b
97.53±0.23a

82.08±0.53d
-3.58±0.07ab
24.41±0.11ab
97.07±0.15a

Milyang 261

L
*

a
*

b
*

H
o

72.14±0.81a
-3.16±0.15a
24.94±0.18ab
97.23±0.21a

73.76±1.25a
-3.23±0.55a
25.03±0.22ab
97.07±0.21a

77.36±0.45b
-3.36±0.49a
25.30±0.39b
96.53±0.91a

78.28±0.96b
-3.37±0.30a
25.18±0.20ab
97.67±0.51a

80.15±0.30c
-3.43±0.23a
23.62±0.19a
97.53±0.23a

82.31±1.58d
-3.34±0.37a
24.75±0.24b
97.07±0.15a

1)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able 5. Spread ratio of cookies prepared with varied levels of rice flour

Samples
Content of rice flour

0% 10% 30% 50% 70% 100%

J insumi
Milyang 261

69.34±0.41a1)
64.41±1.80c

64.83±1.38b
63.19±3.27cd

60.58±1.65c
72.49±0.89b

66.82±2.93ab
82.08±3.49a

54.45±2.62d
59.30±1.60de

45.44±0.22e
55.92±2.96e

1)
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취반 시에 아밀로스 함량이 낮아 호화 후에 점성이 많아지고

물기를 머금어 찰기가 지는 반면,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밀양

261호는 점성이 적고 윤기가 없이 퍼석하기 때문에 이와 같

은 경향이 쿠키의 제조 시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다.

쿠키의 색도

진수미와 밀양261호 쌀가루를 첨가하여 제조한 쿠키의 색

도를 Table 4에 각각 나타내었다. 진수미 첨가구들 사이에

밝은 정도를 나타내는 L값은 대조구가 70.93이었으며 70.93

∼82.08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진수미 쌀가루를 50%, 70%,

100% 첨가구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대조구,

10%, 30% 첨가구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쿠키의 적색과 황색도에 관여하는 a값과 b값은 전반적

으로 대조구와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밀양261호

쌀가루를 첨가한 쿠키의 L값은 대조구가 72.14였으며, 70%

와 100% 첨가구에서 대체로 높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쿠키의 a값과 b값은 약간의 값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군들과 유의적인 큰 차이는 없었다. 진수미와 밀양261호의

L값과 a값, b값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아 품종간이나 아밀로

스 함량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쌀가루

를 첨가함에 따라서 L값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Kim 등(14)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L값이 쌀가루 함량에

따라 높아진 이유는 쌀가루보다 밀가루가 비효소적 마이얄

드 반응과 카라멜 반응이 잘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퍼짐성 측정

일반적으로 쿠키의 퍼짐성 또는 직경은 쿠키용 밀가루의

품질지표로 사용되며 퍼짐성 또는 직경이 큰 쿠키가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27). 쿠키의 퍼짐성은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진수미와 밀양261호 쌀가루를 첨가한

쿠키의 퍼짐성 지수는 각각 45.44∼69.34 g/mL, 55.92∼

82.08 g/mL의 범위로 나타나 밀양261호 첨가쿠키에서 퍼짐

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진수미 첨가 쿠키는 50% 첨가

구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쌀가루 첨가량에 따라

퍼짐성이 감소하였으며, 밀양261호 쌀가루 첨가쿠키에서는

첨가량에 따라 퍼짐성이 50%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의 첨

가량에서는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쌀가

루의 함량이 많을수록 퍼짐성 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

는 것은 쌀가루가 반죽의 점성을 높여주었기 때문으로 보인

다. 쿠키의 퍼짐성은 수분의 함량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데

반죽 내 수분이 자유수로 존재할 경우는 점성이 낮아 퍼짐성

지수가 높아지며, 결합수로 존재할 경우는 점성이 높아져서

퍼짐성 지수는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다(21). 따라서 밀가루

는 글루텐에 의하여 퍼짐성이 가장 높았으며, 품종간의 퍼짐

성은 고 아밀로스 계통인 밀양261호가 진수미보다 점성이

낮아졌고 이로 인하여 퍼짐성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쿠키의 경도

쌀 쿠키의 경도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진수미로 만든

쿠키는 쌀가루 첨가에 따라 경도가 감소하였으며 대조구의

경우 23.02 kg/cm
2
로 쌀가루를 30～100%로 대체한 첨가구

의 경도는 평균 19.02 kg/cm2로 첨가구간의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밀양261 첨가 쿠키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10% 첨

가구에서 잠시 증가하였으나 첨가 쌀가루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는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쿠키의 경도는

여러 인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부재료의 종류에 따라

경도는 달라지며 특히 반죽의 수분함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

는데(28), 전반적으로 쌀 쿠키는 수분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대조구인 무첨가구가 가장 단

단하였으며 진수미 첨가쿠키, 밀양261호 첨가 순으로 아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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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ardness properties of cookies prepared with varied levels of rice flour (kg/cm2)

Samples
Various level of rice flour

0% 10% 30% 50% 70% 100%

J insumi
Milyang 261

23.20±1.51a1)
21.01±1.57ab

19.70±0.50b
24.36±4.72a

18.68±1.05b
23.74±1.35a

19.11±0.28b
21.74±1.10a

18.34±0.691b
15.67±1.72c

19.27±1.05b
16.83±1.71bc

1)
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able 7. Sensory evaluation of cookies prepared with various content of Jinsumi flour

Ingredients
Various level of rice flour

0% 10% 30% 50% 70% 100%

Color
Flavor
Hardness
Overall acceptability

4.01±0.47a1)
3.84±0.42a
3.62±0.17a
3.63±0.54a

3.20±0.32b
3.51±0.41b
3.43±0.27ab
3.62±0.52a

3.32±0.95b
3.31±0.67b
2.73±0.46b
3.24±0.42b

2.94±0.49c
2.93±0.10c
2.51±0.58c
3.06±0.35c

2.90±0.79c
3.11±0.60bc
2.70±0.46bc
3.04±0.41c

2.21±0.74d
2.83±0.34c
2.24±0.42d
2.33±0.35d

1)
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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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hardness of cookies prepared with various
content of Jinsumi (A) and Milyang 261(B) flour.

스 함량이 많을수록 경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밀로스가 반죽형성에 필요한 수분과 결

합함으로써 글루텐 형성을 억제하고 제품을 부드럽게 하는

연화작용(29)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도 대조구

에 비해 쌀가루 함량이 높은 70%, 100% 첨가구의 경우 역시

수분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쿠키의 노화도

노화는 저장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수분손실과 전분의 노

화에 의한 현상으로 제과 및 제빵에 있어서 노화도는 식품의

저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품질요소로 평가된다. 저장에 따

른 진수미와 밀양261호 쌀가루를 첨가한 쿠키의 경도 변화

로 노화도를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1에 나타

내었다. 진수미 첨가쿠키의 경도변화는 저장기간에 따라 변

화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밀양261호 첨가쿠키의

경도 변화는 쌀가루 첨가량에 따라 진수미보다 변화가 적음

을 알 수 있었다. 진수미 첨가쿠키는 저장기간의 경과에 따

른 경도의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저장 4일째 모든 첨가구에

서 급격한 경도의 증가로 노화가 진행되었다. 반면 밀양261

호 첨가쿠키는 저장 3일간 경도의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저

장 4일째에서 대조구와 10% 첨가구에서 급격한 경도의 증

가를 보여 노화가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쌀로 쿠키를 제조하였을 시에

경도의 변화가 작아 저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쿠키의 경도는 여러 인자의 영향을 받는데 부재료의 수분함

량이 적을 경우, 부재료의 첨가량이 많을 경우, 반죽의 밀도

가 낮을 경우에 경도는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

쿠키의 관능평가

진수미와 밀양261호를 첨가한 쌀쿠키의 관능평가 결과는

Table 7과 Table 8에 각각 나타내었다. 쌀가루를 첨가한 쿠

키의 관능 평가 결과, 아밀로스 함량이 높을수록 관능평가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진수미를 첨가한 쿠키의 색에

대한 평가는 대조구가 4.0이었으나 쌀가루 첨가구가 2.2∼

3.2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풍미와 경도도 대조구가 좋은 점

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 기호도에서는 대조구와

비슷한 점수를 받은 것이 쌀가루를 10% 첨가한 쿠키로 3.6

이었는데, 대조구가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밀가루로 만든

쿠키에 익숙한 것으로 판단된다. 밀양261호를 첨가한 쿠키

또한 대체적으로 쌀가루를 첨가함에 따라서 색과 풍미, 경도

등 각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쌀가루를 10% 대체한

첨가구에서 풍미는 대조구인 밀가루 쿠키보다 더 좋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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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ensory evaluation of cookies prepared with various content of Milyang 261 flour

Ingredients
Various level of rice flour

0% 10% 30% 50% 70% 100%

Color
Flavor
Hardness
Overall acceptability

4.12±0.74a1)
3.33±0.55a
4.02±0.25a
3.71±0.82a

3.72±0.34b
3.74±0.27a
3.83±0.53b
3.73±1.16a

3.61±0.37bc
3.22±0.29b
3.43±0.37c
3.54±0.35ab

3.12±0.48cd
3.03±0.27c
3.32±0.25c
3.01±0.37b

3.31±0.53c
2.71±0.36c
2.44±0.43d
2.83±0.51c

2.70±0.06d
2.43±0.35d
2.52±0.43d
2.11±0.40d

1)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종합적 기호도 면에서는 10%

첨가구가 3.7로 대조구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쌀가루

로 밀가루를 대체하여 제조한 쿠키의 기호도가 낮아지는 경

향은 흑미가루를 첨가한 쿠키의 품질특성(31)과 같은 유사

한 경향으로 대조구가 첨가구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

는 밀가루 사용으로 인한 친숙한 풍미와 식감 때문이라 사료

된다.

요 약

아밀로스 함량이 다른 진수미와 밀양261호 쌀가루를 첨가

하여 제조한 쌀쿠키의 품질특성을 조사하였다. 반죽의 밀도

는 진수미를 첨가한 쿠키가 쌀가루 첨가에 따라 감소하였으

나 밀양261호는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반죽의 pH는 쌀가루 첨가에 따라 대조구에 비하여 낮은 값

을 나타내었다. 쿠키의 수분함량은 쌀가루 함량이 많아짐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특히 진수미 첨가 쿠키의 수분함량이 높

았으며, 퍼짐성에서는 진수미와 밀양261호 첨가 쿠키 모두

쌀가루를 50% 대체한 쿠키가 대조구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퍼짐성을 보였다. 쌀쿠키의 경도는 아밀로스 함량이 높을수

록 낮아졌으며, 노화도 측정결과 저장 4일째 밀양261호 첨가

쿠키는 30% 이상 첨가 시 경도의 변화가 거의 없어 노화에

큰 영향이 없었다. 관능평가 결과 대조구가 다른 쌀가루 첨

가구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쌀가루 함량이 높아질수록

색과 풍미, 경도 등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쌀가루보다 밀가

루의 풍미와 식감을 선호하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밀양261호가 쌀쿠키 제조에 있어서 좋은 가

공적성을 보였으며, 특히 쌀가루가 30% 이상 첨가된 쿠키는

노화에 대한 안정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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