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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처리 쌀가루를 이용한 쌀 쿠키의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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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Characteristics of Rice Cook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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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rice cookies specifically prepared 
with rice flour following enzyme treatment. In this study, three types of specific enzyme treatments, that is, α-amylase, 
β-amylase, and cellulose+β-glucanase were applied on the effect of rice flour with respect to desired quality character-
istics of the rice cookies. Based on our study results, we have found that the density of dough in the rice cookie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at of the non-enzyme treated (control) and the enzyme treated group. However, 
we found that the spread factor of rice cookies, prepared with rice flour treated with β-amylase,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It was also found that the moisture content of rice cookies (with added enzyme-treated rice flour) 
was 3.20 to 3.90%; however, this range is much lower than that observed in the control. Further, we observed that 
Hunter color's L-values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the control than those of the enzyme-treated cookies. We also 
found that hardness of enzyme-treated cookies was comparatively better than that of the control. In addition, the sensory 
acceptability scores of the enzyme-treated cookie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control in decisive 
parameters such as aroma, appearance, flavor, taste, texture, and overall acceptability. Based on our findings, we suggest 
that α-amylase treated rice flour is an effective ingredient for improving the overall quality of rice cook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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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쌀은 세계 주요 국가에서 주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밀, 

옥수수와 더불어 세계 3대 곡물자원 중의 하나이다(1). 쌀은 

우리나라에서 약 95%가 주식인 밥의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

나 사회 전반적인 서구화 현상으로 인한 식생활 패턴의 변화

로 연간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쌀의 잉여

문제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2). 또한 가공식품 

제조에 이용되는 쌀은 국내 생산량의 약 6%에 불과해 쌀 

가공식품의 활성화를 통한 쌀 소비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되

는 실정이다(2). 밀가루에는 밀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로 인해 알레르기 질환인 셀리악병(celiac disease)이 발병

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3), 알레르기의 유발을 저하시키고

자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한 과자류 및 빵류, 팽화 식품 

등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개발되고 있다(4-11). 쌀가루는 필

수아미노산, 비타민 B 복합체 등 영양학적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고 소화가 잘 되며 알레르기 유발율이 현저히 낮다

(12,13). 또한 쌀가루는 그물구조를 형성하는 글루텐을 함

유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곡류에 비해 전분 입자의 크기가 

작아 여러 곡류 가루 중 gluten-free 과자류 제조를 위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제과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14). 과자류 중 쿠키는 일반적으로 글루텐 함량이 낮은 박

력분을 주재료로 하여 만들며, 수분함량이 매우 적고 생물적

인 변패가 적어 저장성이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다(15,16). 

또한 쿠키는 재료의 적절한 사용 및 제조방법에 따라 바삭함

과 촉촉함, 부드러움 등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물성의 다양

성을 꾀할 수 있어 다양한 질감의 쿠키 제조가 가능할 것으

로 여겨진다(15).

현재 쌀가루를 이용하여 제조한 쿠키에 관한 연구로는 쌀

가루 첨가량을 달리한 울금 쿠키의 품질 특성(17), 미역분말

이 첨가된 쌀 쿠키의 품질 특성(18), 발아콩의 첨가가 쌀쿠

키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15), 아밀로스 함량에 따른 쌀쿠키

의 품질 특성(5), 압출쌀가루를 이용한 쿠키 특성(19), 현미

가루 첨가 쿠키(20), 흰깨, 검은깨 및 들깨가 고아미 2호를 

이용한 쌀쿠키(21), 기능성 쌀쿠키의 품질 특성(4) 등의 기

능성 재료를 첨가 및 쌀가루의 제조법을 달리하여 제조한 

쿠키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효소를 이용하여 쌀가루를 제조

하고 이를 이용한 쌀쿠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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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e+enzyme+water

↓
Soaking (25°C, 3 hr)

↓
Draining (30 min)

↓
1st milling (roll mill)

↓
Drying (60°C, hot air)

↓
2nd milling (pin mill)

↓
Enzyme treatment rice flour

Fig. 1. Procedure for rice flour with enzyme treatment.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쌀 소비 촉진을 활성화에 기여

하며 쌀가루로 만든 가공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연구의 

일환으로 쌀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쌀과 탄수화물분해 

효소를 물에 함께 침지하여 쌀가루를 제조하고 이 효소처리 

쌀가루를 이용하여 제조한 쌀쿠키의 품질 특성을 조사함으

로써 효소처리 쌀가루의 쿠키적성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쌀은 단립종(경기미)을 사용하였고, 효소는 β-amylase 

(activity 15,000 AUN/g, β-amylase#1500, Nagase bio-

chemicals, LTD., Kyoto, Japan), α-amylase(activity 

30,000 RAU/g, Spezyme LT300, (주)비젼바이오켐, 

Gyeonggi, Korea), 복합효소인 Cellulase+β-glucan-

ase(activity 27,000 CU/ g as a cellulase, Rohament CL, 

AB Enzymes, Darmstadt, Germany)를 사용하였다. 쌀쿠

키 제조에 사용된 재료는 효소처리 쌀가루와 처리하지 않은 

쌀가루((주)대선제분), 박력분(큐원, 삼양사) 설탕(정백당, 

제일제당), 무염버터(서울우유), 베이킹파우더(유니케미

칼), 달걀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효소처리 쌀가루의 시료는 β-amylase 

(BA), α-amylase(BAA), 복합효소인 cellulase+β-glu-

canase(CBG)로 명명하였으며 비효소처리 쌀가루(control)

를 대조구로 하였다.

쌀가루와 효소처리 쌀가루의 제조

효소처리 쌀가루의 제조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원료 쌀 

3 kg의 2배에 해당하는 물에 효소를 넣고 25°C에서 3시간 

침지하였다. 이때 효소의 농도는 예비실험을 통해 쌀의 중량 

대비 BA 0.001%, BAA 0.1%, CBG 0.2%의 농도로 첨가하

였다. 탈수 후 roll mill(경창기계, 서울)을 이용하여 1차 분

쇄하였고, 60°C 열풍건조기(한국종합기계제작소, 울산)에

서 수분함량이 10~11% 가량 될 때까지 건조하였다. 이를 

제분기 pin mill(경창기계)을 이용하여 2차 분쇄를 하여 입

도가 16~19 μm인 효소처리 쌀가루를 얻었으며, 이는 폴리

에틸렌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쿠키의 제조

쿠키의 제조 배합비는 쌀가루 130 g, 버터 50 g, 설탕 40 

g, 달걀 30 g, 베이킹파우더 1 g을 배합하여 제조하였다. 

버터를 믹싱볼에 넣은 다음 반죽기(5K5SS, KichenAid, St. 

Joseph, MI, USA)를 이용하여 2분간 부드럽게 혼합한 후 

설탕을 넣고 다시 2분간 크림상태가 될 때까지 혼합하였다. 

그리고 난황을 넣고 다시 1분간 혼합한 다음 쌀가루를 넣고 

2분간 반죽하였다. 반죽을 폴리에틸렌으로 포장하여 -18°C

에서 1시간 휴지시킨 후 지름 34 mm, 두께 0.8 mm로 밀어

편 후 지름 34 mm의 둥근 모양틀로 찍어 쿠키를 만들었다. 

이것을 밑불 150°C, 윗불 170°C 오븐(OFP-202, Daeyung 

bakery machinery Ind. Co., LTD., Seoul, Korea)에서 22

분간 구운 후 실온에서 1시간 식힌 다음 실험에 이용하였다.

반죽의 밀도 및 pH

쿠키 반죽의 밀도는 50 mL 메스실린더에 증류수 30 mL

를 넣은 후 5 g의 반죽을 넣었을 때 늘어난 부피를 측정하여 

반죽의 부피에 대한 무게의 비(g/mL)로 계산하였다. pH 측

정은 비커에 반죽 5 g과 증류수 45 mL를 넣고 균질화 시킨 

후 pH meter(520A, ORION, Boston, MA, USA)로 상온에

서 측정하였다.

수분함량

수분함량은 AOAC 방법(22)에 따라 105°C 상압건조법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색도

색도는 색차계(CR-300, Minolta Co., Toyko, Japan)를 

이용하여 L값(lightness), a값(+redness, -greenness), b

값(+yellowness, -blueness)으로 6회 반복 측정한 평균값

을 이용하였으며 표준색판(white standard plate)은 L: 

99.48, a: -0.08, b: -0.14였다. 

퍼짐성

쿠키의 퍼짐성 지수(spread factor)는 AACC method 

10-50(23)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퍼짐성 지수는 너비(mm)

에 대한 쿠키 6개의 높이(mm)의 비를 나타낸 값으로 아래 

식을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Spread factor＝
Width of 6 cookie (mm)

×100
Height of 6 cookies (mm)

경도 측정

경도는 오븐에서 구워낸 후 texture analyser(TX X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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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nsity and pH of rice cookie dough for prepare with 
rice flour with enzyme treatment

Sample
  Control BA BAA CBG

Density
 (g/mL)
pH

 1.21±0.051)a2)

 8.01±0.03d

1.19±0.03a

8.30±0.03b

1.19±0.03a

8.61±0.02a

1.21±0.02a

8.21±0.02c

1)Values are mean±SD (n=3).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d) were significantly dif-

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BA: β-amylase, BAA: α-amylase, CBG: cellulase+β-glucanase.

Table 2. Spread ratio of rice cookies for prepare with rice flour 
with enzyme treatment

Sample
  Control BA BAA CBG

Spread
factor 5.87±0.151)c2) 6.45±0.25a 6.28±0.02ab 6.16±0.02b

1)Values are mean±SD (n=3).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c) were significantly dif-

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BA: β-amylase, BAA: α-amylase, CBG: cellulase+β-glucanase.

Stable Micro Systems, London, England)를 사용하여 경

도(hardness)를 측정하였다. 측정조건은 test type, return 

to start; measuring type, measure force in compre-

ssion; plunger type, 2 mm cylinder probe; test speed, 

1.0 mm/s; pre-test speed, 3.0 mm/s; post-test speed, 

5.0 mm/s; distance, 10.0 mm이다.

관능적 특성

쌀 쿠키의 묘사분석을 위하여 훈련된 한국식품연구원 30

명의 패널이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9점 척도로 이

루어졌으며 1점에 가까울수록 강도가 약함, 5점에 가까울수

록 강도가 적당함, 9점에 가까울수록 강도가 강함을 나타내

도록 하였다. 관능평가 항목은 고소한 향(savory aroma), 

쿠키표면의 균열정도(crack), 갈색정도(brownness), 고소

한 맛(savory flavor), 경도(hardness), 바삭함(crispness)

이었다. 

기호도 평가도 9점 척도를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하였으

며 1점으로 갈수록 ‘매우 싫다’에서 9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좋다’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평가항목은 향(aroma), 외관

(appearance), 맛(taster), 조직감(texture), 전반적 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였다.

통계처리

얻어진 결과들은 SPSS 12.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를 이용하

여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고, ANOVA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로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반죽의 밀도 및 pH

효소처리 쌀가루를 이용하여 제조한 쿠키 반죽의 밀도와 

pH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반죽의 밀도는 반죽의 팽창 

정도를 나타내는 주요 품질 평가항목으로써(16) 밀도가 낮

으면 쿠키가 딱딱해져 기호성이 감소하게 되고, 높으면 쿠키

가 쉽게 부스러지는 성질을 나타내어 상품성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는 지방의 종류와 사용량, 반죽의 혼합 방법과 시

간, 팽창제의 종류와 사용량, 흡수율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다(24,25). 효소처리 쌀쿠키 반죽의 밀도는 1.19~1.21 g/ 

mL, 비효소처리 쌀쿠키의 반죽 밀도는 1.21 g/mL로 시료간

의 유의차는 나타내지 않아 효소처리 쌀가루가 쿠키 제조 

시 반죽의 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쿠키 반죽의 pH는 쿠키의 향과 색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

며(26) 반죽의 pH가 산성에 가까워지면 쿠키의 색이 연해지

고 기공이 작아지고 알칼리성에 가까워지면 색이 어두워지

고 강한 향과 맛이 난다고 하였다(27). 쿠키 반죽의 pH 측정 

결과, 효소처리 쌀쿠키 반죽의 pH는 BA 8.30, BAA 8.61, 

CBG 8.21로 비효소처리 쌀쿠키 반죽의 pH(8.01)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효소처리 시료에서는 BAA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효소처리가 쿠키 반죽의 pH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쿠키의 색도에도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생각된다(P<0.05).

퍼짐성 및 수분함량 

쿠키를 제조한 후 쿠키의 직경과 높이의 비를 통하여 퍼짐

성 및 수분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효소처리 

쌀쿠키의 퍼짐성(spread factor)은 BAA 6.28, BA 6.45, 

CBG 6.16으로 효소종류에 따른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으

나 비효소처리 쌀쿠키는 5.87로 유의적으로 낮은 퍼짐성을 

나타내었다(P<0.05). 효소의 종류을 달리하여 처리한 쌀쿠

키에서는 BA의 퍼짐성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쿠키의 퍼짐성은 쿠키용 밀가루의 품질지표로 사용되며 

쿠키의 품질 요인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인자이며(28), 재료들

을 반죽하고 성형하여 오븐에서 굽는 과정에 쿠키 반죽의 

두께가 감소하고 직경이 커지는 현상을 뜻한다(29). 쿠키의 

퍼짐은 굽는 과정에서 반죽이 팽창을 시작하여 반죽 내 무정

형의 gluten이 유리 전이 온도에서 반고체에서 고체상태로 

변화하며 반죽의 유동이 종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현상으로 

일정한 중력을 고려할 때, 퍼짐성은 반죽 점성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30-33). 반죽 내의 당과 물이 용해되면 어느 정도

의 점성을 가지게 되며, 당의 다른 성분들과의 작용이 상대

적으로 낮은 경우 반죽의 건조도가 매우 높아지거나 반죽에 

수분함량이 높아 유동에 필요한 일정한 점도를 가지지 못할 

때 퍼짐성이 작아지게 된다(31-33).

본 연구에서 제조한 효소처리 쌀가루는 원료 쌀에 효소처

리 시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당의 함량을 증가시키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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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isture contents of rice cookies for prepare with rice 
flour with enzyme treatment

Sample
  Control BA BAA CBG

Moisture
(%) 5.39±0.321)a2) 3.20±0.27c 3.90±0.04b 3.88±0.04b

1)Values are mean±SD (n=3).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c) were significantly dif-

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BA: β-amylase, BAA: α-amylase, CBG: cellulase+β-glucanase.

Table 5. Hardness of rice cookie prepared with rice flour treated 
with enzyme treatment

Sample
Control BA BAA CBG

Hardness
(g)

729.86±
61.841)b2)

1,671.30±
335.03a

1,534.86±
192.80a

1,700.05±
148.29a

1)Values are mean±SD (n=5).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b) were significantly dif-

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BA: β-amylase, BAA: α-amylase, CBG: cellulase+β-glucanase.

Table 4. Color value of rice cookie for prepared with rice flour 
treated with enzyme treatment

Color
value

Sample
  Control BA BAA CBG

L
a
b

85.33±0.601)a2)

 3.08±0.36c

24.80±0.58c

78.91±0.31c

 6.58±0.41b

31.84±0.64a

76.71±1.86d

 7.93±1.25a

32.75±1.04a

80.38±0.38b

 5.75±0.19b

29.96±0.44b

1)Values are mean±SD (n=5).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d) were significantly dif-

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BA: β-amylase, BAA: α-amylase, CBG: cellulase+β-glucanase.

이용하여 쿠키 제조 시 반죽 내에서 당과 물이 용해되면서 

반죽의 보습성이 높아지고 구워지는 동안 반죽의 유동성이 

커져 쿠키의 퍼짐성이 비효소처리 쌀쿠키에 비해 효소처리 

쌀쿠키에서 높은 값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비효소처리 쌀쿠키의 수분함량은 5.39%로 나타났으며 

효소처리 쌀가루를 이용하여 제조한 쿠키 수분함량은 BA 

3.20%, BAA 3.90%, CBG 3.88%로 BA가 유의적으로 낮은 

수분함량을 나타내었다(Table 3). 효소처리 쌀쿠키의 수분

함량이 비효소처리 쌀쿠키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효소처

리 쌀쿠키의 퍼짐성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적이 증가하고 쿠

키가 구워지는 동안 오븐 안에서 수분증발이 용이해져 수분

함량이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색도

효소처리 쌀가루로 제조한 쌀쿠키의 색도는 Table 4와 

같다. 쿠키의 밝기를 나타내는 L(lightness)값은 비효소처

리 쌀쿠키의 L값이 85.33으로 효소처리 쌀쿠키에 비해 유의

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P<0.05). 효소처리 쌀쿠키의 L

값은 BAA가 76.71로 실험군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값

을 나타내었으며 BA가 78.91, CBG가 80.38로 나타났다

(P<0.05).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효소처리 쌀쿠키 BAA

가 7.93, BA 6.58, CBG 5.75 순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

냈으며 비효소처리 쌀쿠키의 a값이 3.08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P<0.05).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효소처리 

쌀쿠키 BA와 BAA가 각각 31.84, 32.75로 가장 높은 수치

를 나타냈으며 두 시료간에는 통계적인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효소처리 쌀쿠키 CBG의 b값은 29.96이었으며 비

효소처리 쌀쿠키는 24.80의 수치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b값을 나타내었다(P<0.05). 쿠키의 색은 열에 불안정한 당

에 의한 카라멜화 반응, 환원당에 의한 비효소적 maillard 

반응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쿠키에 첨가되는 재료

에 따른 영향이 받는다(34,35). 또한 쿠키 반죽의 pH가 높으

면 오븐에서 쿠키 설탕의 갈변화 작용 온도를 낮추어 쿠키의 

갈변화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35). 본 실험에서 효소처

리 쌀쿠키가 비효소처리 쌀쿠키에 비해 L값이 낮고, a, b값

은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효소처리한 쌀가루가 쿠키 제조 

시 색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쿠키 

반죽의 pH 측정 결과에서 효소처리 쌀쿠키 반죽의 pH는 

비효소처리 쌀쿠키 반죽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효

소처리 쌀쿠키의 갈변화가 촉진된 것으로 반죽의 pH와 색도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쿠키의 경도

효소처리 쌀쿠키의 기계적 조직감을 texture analyzer로 

측정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효소처리 쌀쿠키의 경

도는 BA가 1,671.30 g, BAA가 1,534.86 g, CBG가 1,700.05 

g으로 나타났으며 효소의 종류에 따른 통계적인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효소처리 쌀쿠키의 경도는 729.86 g으

로 효소처리 쌀쿠키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

다(P<0.05).

쿠키는 일반적으로 밀가루, 설탕, 쇼트닝 및 화학팽창제

로 구성되며 쿠키 반죽의 특성과 쿠키 제품의 texture 특성

은 이들 주재료의 이화학적 특성과 배합비율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36). 쿠키의 경도는 첨가되는 부재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37) 경도의 높고 낮음은 쿠키 속의 수분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38). 본 연구에서 효소처리 

쌀쿠키의 경도가 비효소처리 쌀쿠키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

이 쌀쿠키의 수분함량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관능적 특성

효소처리한 쌀가루로 제조한 쌀쿠키의 특성강도 평가와 

기호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6, 7과 같다. 특성강도 

평가에서 쿠키의 고소한 향(savory aroma)은 비효소처리 

쌀쿠키와 효소처리 쌀쿠키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효소처리의 유무 및 효소의 종류가 쿠키의 고소한 

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열정도

(crack)는 효소처리 쌀쿠키가 5.00~5.33점, 비효소처리 쌀

쿠키가 5.50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차가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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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el 6. Sensory test (intensity) of rice cookie prepared with rice flour treated with enzyme treatment 
Sample

Control BA BAA CBG
Savory aroma
Crack
Browniness
Savory flavor
Hardness
Crispness

4.83±0.751)a2)

5.50±1.05a

3.83±0.98b

5.00±0.00ab

3.67±1.21b

3.50±0.55b

5.33±0.52a

5.33±0.82a

5.33±1.51a

5.83±0.75a

5.00±0.63a

5.17±0.41a

4.67±0.82a

5.00±0.89a

4.50±0.84ab

4.33±1.37b

5.00±0.63a

5.67±0.82a

5.00±0.63a

5.33±0.82a

4.67±1.03ab

4.83±0.41ab

5.33±0.82a

5.17±1.17a

1)Values are mean±SD (n=30).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b)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BA: β-amylase, BAA: α-amylase, CBG: cellulase+β-glucanase.

Tabel 7. Sensory test (acceptability) of rice cookie prepared with rice flour treated with enzyme treatment 
Sample

Control BA BAA CBG
Aroma
Appearance
Flavor
Texture
Overall

5.17±0.751)c2)

4.67±1.03a

5.17±1.17c

4.17±0.75c

4.33±0.82c

7.00±0.89a

6.17±1.47a

6.50±0.84ab

5.50±1.22b

6.00±1.10b

6.67±1.03ab

6.17±1.33a

7.00±0.89a

6.83±0.98a

7.33±0.82a

5.83±0.75bc

5.83±1.47a

5.67±1.03bc

6.00±1.10ab

5.83±0.75b

1)Values are mean±SD (n=30).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c)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BA: β-amylase, BAA: α-amylase, CBG: cellulase+β-glucanase.

지 않았다. 쿠키의 갈색 정도(browniness)는 효소처리 쌀쿠

키 BA가 5.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BAA가 4.50점, 

CBG가 4.67점으로 나타났다. 비효소처리 쌀쿠키의 갈색 정

도는 3.83점으로 효소처리 쌀쿠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5). 이는 앞선 색도 측정 결과에서 황

색도를 나타내는 b값과 비교해보면 비효소처리 쌀쿠키가 효

소처리 쌀쿠키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b값을 나타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쿠키의 고소한 맛(savory flavor)은 효소

처리 쌀쿠키 BA가 5.83점으로 가장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

으며 쌀쿠키 BAA가 4.33점으로 유의적인 낮은 강도를 나타

내었으나(P<0.05), 효소처리 쌀쿠키 CBG(4.83점)와 비효

소처리 쌀쿠키(5.00점)는 통계적인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

다. 경도(hardness)는 기계적 경도 결과에서와 같이 비효소

처리 쌀쿠키가 3.6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효소처리 

쌀쿠키는 5.00~5.33점으로 효소의 종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내지 않아 기계적 경도와 관능적인 측면의 경도

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쿠키의 바삭함(crispness)은 

경도의 강도 평가와 유사한 경향으로 효소처리 쌀쿠키가 

BA 5.17점, BAA 5.67점, CBG 5.17점으로 비효소처리 쌀

쿠키(3.50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P<0.05).

기호도 검사결과(Table 7), 쿠키의 향(aroma)은 비효소

처리 쌀쿠키에 비해 효소처리 쌀쿠키가 높은 점수를 나타냈

으며 쌀쿠키 BA와 BAA의 향은 각각 7.00점, 6.67점으로 

비효소처리 쌀쿠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효소의 이

용이 쌀쿠키의 향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외관(appearance)의 기호도는 효소처리 쌀쿠키

가 5.83~6.17점으로 비효소처리 쌀쿠키 4.67점에 비해 높

은 점수를 나타내어 외관의 기호도가 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차는 나타내지 않았으며 효소의 종류에 따른 

차이도 나타내지 않았다. 쿠키의 맛(flavor)은 효소처리 쌀

쿠키 BAA가 7.00점, BA가 6.50점, CBG가 5.67점이며 비

효소처리 쌀쿠키는 5.17점으로 나타났다. 효소처리 쌀쿠키 

BAA가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비효소처리 

쌀쿠키에 비해 효소처리 쌀쿠키의 맛이 좋은 점수를 나타내

었다(P<0.05). 효소처리 쌀쿠키의 조직감(texture)은 5.50 

~6.83점으로 비효소처리 쌀쿠키(4.17점)에 비해 유의적으

로 좋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강도평가에서 경도와 부서짐의 

정도를 평가한 결과에서는 비효소처리 쌀쿠키에 비해 효소

처리 쌀쿠키의 강도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효소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조직감의 기호도 평가에서

는 효소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기호도를 나타냈으며 효소처리 

쌀쿠키 BAA가 유의적으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P< 

0.05). 전반적인 기호도는 향, 외관 맛, 조직감에서 유의적으

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던 비효소처리 쌀쿠키가 가장 낮은 

기호도를 나타내었으며, 효소처리 쌀쿠키 BAA가 7.33점으

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BA(6.00점)와 CBG 

(5.83점) 간에는 통계상의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일반

적으로 쌀가루를 이용하여 제조한 쿠키는 입안에서 깔깔한 

촉감을 나타내어 기호도가 낮은데 효소처리한 쌀가루로 제

조한 쿠키는 깔깔한 촉감이 적으며 목넘김, 그리고 향과 맛

에서 좋은 기도호를 나타내어 효소처리 쌀가루를 이용하여 

쿠키를 제조하는 것, 즉 효소 α-amylase(0.1%)를 처리한 

쌀가루로 쿠키를 제조하는 것이 비효소처리 쌀가루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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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조하는 것보다 관능적인 측면에서 좋은 기호도를 나

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탄수화물분해효소 β-amylase(BA), α-amylase(BAA), 

cellulase+β-glucanase(CBG)를 쌀과 함께 침지하여 쌀가

루를 제조한 뒤 이 효소처리 쌀가루 100%를 이용하여 쌀쿠

키를 제조해 쿠키의 품질 특성을 조사하였다. 효소처리 쌀쿠

키 반죽의 밀도는 탄수화물 분해효소의 종류 및 효소처리의 

유무에 따른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효소처리 쌀쿠키의 

퍼짐성은 비효소처리 쌀쿠키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효소 

β-amylase와 α-amylase를 이용하여 제조한 쌀가루 쿠키

를 제조했을 때 쿠키의 퍼짐성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효소

처리 쌀쿠키 BA, BAA, CBG의 수분함량은 3.20~3.90%로 

비효소처리 쌀쿠키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수분함량을 나타

내었다(P<0.05). 쌀쿠키의 색도 측정결과, 효소처리 쌀쿠키

의 L값은 비효소처리 쌀쿠키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a와 b값은 효소처리 쌀쿠키가 비효소처리 쌀쿠

키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P<0.05). 쌀쿠

키의 경도는 효소처리 쌀쿠키가 비효소처리 쌀쿠키에 비해 

높은 경도를 나타내었으나 효소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관능적 특성으로 쌀쿠키의 특성강도 평가에서 

쿠키의 고소한 향과 균열의 정도는 효소의 유무 및 효소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갈색의 정도와 쿠키의 

고소한 맛의 강도는 비효소처리 쌀쿠키에 비해 효소처리 쌀

쿠키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효소 α-amylase와 β-amylase

로 처리한 쌀가루로 제조한 쌀쿠키(BA)가 갈색의 정도와 

쿠키의 고소한 맛이 적당한 강도를 나타내었다. 경도는 효소

처리 쌀쿠키의 강도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효소의 종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내지 않아 기계적 경도와 관능적

인 측면의 경도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바삭함은 경도

의 강도 평가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기호도 검사 결

과에서, 비효소처리 쌀쿠키는 향, 외관, 맛, 조직감 및 전반

적인 기호도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기호도를 나타내었다(P< 

0.05). 효소 α-amylase를 이용한 쌀쿠키 BAA는 향, 맛 조

직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높게 나타

나 효소 α-amylase를 0.1%의 농도로 처리하여 제조한 쌀

가루로 쿠키를 제조할 때 일반 쌀쿠키에 비해 향, 맛, 조직감

에서도 좋은 기호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 쿠키의 소재

로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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