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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숙 곡립 미숫가루와 이를 첨가한 쿠키의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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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quality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Misutkarus, made from immature-whole green rice (IWGR) 
and barley (IWGB), and their cookies were assessed. Misutkarus of IWGR and IWGB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water absorption index and viscosity, as well as higher hydrolysis rate by α-amylase, resulting in higher amount of 
reducing sugar than those of mature brown rice and barley. The cookies made with 30% Misutkarus of IWGR and 
IWGB showed harder texture, lower spread ratio, darker and more reddish color than cookies with 100% wheat flour 
(control). For sensory evaluation, the beverage was prepared by mixing Misutkarus, milk and honey, and the beverages 
of IWGR and IWGB could not provide acceptable sensory quality due to reduced nutty taste and stronger greenish 
aroma. However, when added to prepare cookies, 30% Misutkarus of IWGB imparted the favorable taste, aroma, 
texture and overall preference by presenting no significantly different sensory characteristics with wheat fl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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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식생활의 서구화 및 편리화에 따라 외식 

및 육류 가공품의 소비가 증가되는 반면, 쌀을 비롯한 곡류

의 소비량은 점차 감소되어 가격하락과 재고량 증가 등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곡류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곡류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품종의 다양화, 양질의 

곡류와 특수미 생산 및 곡류가공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전곡립(whole grains)은 겉겨만 제거하고 도

정하지 않은 곡류로서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등을 비롯

한 인체에 유용한 생리활성물질을 도정한 곡류보다 다량 함

유하고 있다. 전곡립의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당뇨병, 암, 비

만, 심혈관계 질환 등의 발병률이 감소됨에 따라, 현대인의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전곡립 형태의 곡류와 이를 

함유하는 식품을 섭취하는 식습관이 중요시되어, 전 세계적

으로 전곡립을 이용한 가공 식품의 시장규모가 급속히 증가

되는 추세이다(1-5). 

곡류는 출수 후 등숙 과정(ripening period)인 유숙기, 호

숙기, 황숙기, 완숙기를 거치고 외관상 황색을 띄면서 성숙

이 완료된다. 성숙과정 중의 곡류는 녹색으로 독특한 향과 

맛을 지니며, 완숙기의 곡류보다 유리당과 유리아미노산 함

량이 높고, 특히 필수아미노산의 함량은 두 배 정도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6,7). 찰쌀보리는 출수 후 일수를 달리하여 

수확하였을 때, 미숙한 상태일수록 완숙보다 수분, 조단백, 

조지방, 회분, 유리당,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이 높고, 전분과 

β-glucan의 함량은 낮았으며, 색도는 미숙할수록 명도는 

증가하고 적색도와 황색도는 감소하였다(6). 반면 미숙 녹색

밀은 식이섬유인 β-glucan의 함량이 완숙 밀보다 높아 포만

감 증대, 배변활동 개선, 식후혈당상승 억제 등의 기능을 함

유하는 전곡립으로서의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7). 

성숙 과정 중의 전곡립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개발과 가공 

및 조리적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미숙 녹색 전곡

립인 보리, 밀, 찹쌀, 멥쌀 분말을 첨가한 발효유는 대조군보

다 발효 및 산 생성 능력이 빠르고 관능적 기호도가 증가한

다고 보고되고 있으며(8), 녹색 전곡립 밀을 첨가한 베이커

리 제품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녹색밀가루를 20% 

내외로 첨가한 머핀과 쿠키는 느끼한 맛이 감소된 고소한 

맛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9). 미숙 전곡립을 이용한 

가공 식품들은 외관상으로 녹색을 띄고, 식이섬유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영양학적으로 상품성

은 기대할 수 있으나, 녹색 전곡립 자체의 특유한 풋내는 

기호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아 향후 제품화시 풋내의 감소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숙 전곡립의 가공식품산업으로

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소비 촉진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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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rains of brown rice, im-
mature whole green rice, barley 
and immature whole green barley
(A), and Misutkaru made from 
brown rice, immature whole green 
rice, barley and immature whole
green barley (B).

미숙 전곡립인 녹색쌀과 녹색찰쌀보리의 풋내 감소화를 위

해 볶음 처리하여 제조한 미숫가루의 품질 특성을 평가하고, 

쿠키에 첨가하여 제과 적성과 관능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및 미숫가루 제조 

녹색쌀은 충남 당진군에서 2010년 출수 후 15일에 수확

한 삼광 품종(Samkwangbyeo)을 사용하였고, 녹색보리는 

2010년 출수 후 20일에 수확한 풍산찰쌀보리로서, 전라북

도 농업기술원(Iksan, Korea)에서 제공받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녹색쌀과 녹색보리의 섬유질 함량은 각각 3.7 g/100 

g과 13.0 g/100 g이었다(10). 현미와 찰보리쌀은 영농조합

법인 참농에서 생산된 것으로 구입하였고, 박력분(CJ 제일

제당, 서울), 베이킹파우더(유청식품, 대구), 버터(서울우유 

fresh 버터, 서울우유, 서울), 설탕(백설표, CJ제일제당), 계

란(아침의 계란, (주)이슬농장, 광주)은 대형 인근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미숫가루는 녹색쌀과 녹색보리, 현미

와 찰쌀보리 각 1.6 kg를 12시간 동안 물에 침지시킨 후 

100°C에서 30분간 증자하고 168°C에서 20분 볶아내어(볶

음기, 대광식품기계, 대구) 160 μm 크기로 곱게 분쇄(건식

분쇄기, 대광식품기계)하여 제조하였다(Fig. 1). 

미숫가루의 수분함량, 수분흡수지수, 수분용해지수 및 점

도 측정

미숫가루(현미, 녹색쌀, 찰쌀보리, 녹색보리)와 대조군으

로 밀가루 박력분과 녹색보리가루(unroasted)의 수분 함량

은 적외선 수분 측정기(Infrared Moisture Determination 

Balance, FD-240, KETT Electric Laboratory, Tokyo, 

Japan)를 이용하여 1 g을 취한 후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수

분흡수지수 측정을 위하여 시료 1 g을 증류수 20 mL와 혼합

하여 25°C shaking water bath에서 20분간 교반한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한 후 잔사

의 무게를 측정하여 시료 1 g에 함유된 수분함량을 g으로 

수분흡수지수(water absorption index; WAI)를 구하였다

(11). 시료 1 g을 30 mL 증류수로 혼합하여 95°C에서 30분

간 용해하고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 후 취한 상

등액을 120°C에서 건조시켜 산출한 고형물 무게를 시료에 

대한 %로 나타내어 수분용해지수(water solubility index)

를 구하였다(12). 점도는 시료 80 g을 1 L의 물에 분산시킨 

후 점도계(Brookfield viscometer RVTD, Brookfield en-

gineering laboratories, INC., Middleboro, MA, USA)에 

spindle No.3와 guard leg를 장착하고 20 rpm의 회전속도

로 점도를 측정하여 centi-poise(cP)의 단위로 나타내었다.

미숫가루의 가수분해도 측정

미숫가루 1 g을 0.05 M sodium phosphate buffer(pH 

7.0) 50 mL에 분산시키고, shaking water bath에서 10분

간 교반하였다. 이 용액에 200 μL의 α-amylase(Sigma- 

Aldrich Co., St. Louis, MO, USA, 504 units/mL)를 첨가

하여 shaking water bath 37°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3,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 6 mL와 

3,5-dinitrosalicylic acid(DNS) reagent(sodium potas-

sium tartrate 2.5 mL+DNS 1 mL+증류수 1.5 mL) 200 

μL를 넣고 10분간 boiling한 후, 충분히 냉각시켜 540 nm에

서 흡광도 값을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glucose(Sigma- 

Aldrich Co.)를 농도별 용액(0~0.25 mg/mL)으로 제조하여 

반응시켜 standard curve를 작성한 후 미숫가루의 환원당 

함량을 mg of glucose/100 g으로 정량하였다. 

미숫가루의 호화특성

쿠키제조에 사용된 미숫가루의 호화특성은 신속점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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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king formula for cookie added Misutkaru    (g)

Ingredients 
Cookies

Control Green rice
Misutkaru 

Green barley
Misutkaru

Wheat flour 
Green rice Misutkaru 
Green barley Misutkaru 
Butter 
Sugar 
Whole egg 
Baking powder

100
－
－

 50
 40
 20
  1

70
30
－
50
40
20
 1

70
－
30
50
40
20
 1

계(Rapid Visco Analyser, RVA-3D, Newport Scientific 

Inc., New South Wales, Australi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시료 3.5 g(수분함량 14%)과 증류수 25 mL를 alumi-

nium 용기에 넣고 50°C에서 유리 막대기를 이용하여 균일

하게 교반하고 10초간 960 rpm으로 회전시킨 후 160 rpm

에서 총 20분간 점도를 측정하였다. 가열 및 냉각조건은 초

기 온도 50°C에서 30초 동안 유지한 다음 95°C가 되도록 

2분 30초 동안 승온한 후 9분간 유지하였으며 3분에 걸쳐 

50°C로 냉각하였다. RVA viscogram으로부터 호화개시온

도(pasting temperature, PST), 최고점도(peak viscosity, 

PV), 최고점도에 이르는 시간(peak time, PT), 최저점도

(through viscosity, TV), 최종점도(final viscosity, FV), 

구조파괴점도(breakdown viscosity, 최고점도-최저점도, 

BV)와 회복점도(setback viscosity, 최종점도-최저점도, 

SV)를 구하였다. 2회 반복하여 측정하였고, 점도의 단위는 

cP로 나타내었다. 

미숫가루의 관능평가 

미숫가루 20 g에 우유(서울우유, 거창, Korea) 300 mL와 

꿀(사양벌꿀, 고려인삼주식회사, 원주) 15 g을 넣고 핸드 믹

서기로 30초간 혼합하여 제조한 음료 또는 미숫가루의 관능

검사를 실시하였다. 관능검사실의 individual booth에서 대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미숫가루의 고소한 맛(nutty taste), 

풋내(greenish aroma), 색의 진한 정도 및 전체적인 기호도

(overall preference)를 평가하였다. 평가방법으로 7점 평

점법(1=매우 약함 or 매우 싫음, 9=매우 강함 or 매우 좋음)

을 이용하였고, 그 결과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

tem) 9.2(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시료간의 유의차를 

검증하였다(P<0.05).

쿠키 제조

식이섬유와 키토산이 강화된 쌀가루를 30% 대체한 쿠키

가 대조군(박력분 100%)과 유사한 전반적인 기호도 점수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Kim 등의 연구결과에 따라(13), 미숫가

루(녹색쌀, 녹색보리)를 밀가루 박력분에 대해 30%를 대체

하여 Table 1의 배합비에 따라 쿠키를 제조하였다. 미숫가

루와 밀가루를 체에 곱게 친 후 베이킹파우더와 혼합하였다. 

실온의 버터에 설탕을 조금씩 넣으면서 휘핑기로 저어준 후 

계란을 조금씩 넣어 섞은 후 체에 내린 박력분, 미숫가루와 

베이킹파우더를 넣어 계속 혼합하여 반죽을 만들었다. 평평

한 곳에 랩을 깔고 밀가루를 조금 뿌려 그 위에 반죽을 놓고 

길고 둥근 막대기 모양으로 만들었다. 오븐을 180°C로 예열

하는 동안 반죽은 냉장실에서 1시간 휴지시킨 후 반죽을 1 

cm 두께로 잘라 예열된 오븐에 넣어 10분간 구워내었다.

쿠키의 퍼짐성 지수 측정

쿠키의 퍼짐성은 AACC method 10-50D의 방법(14)를 

이용하여 쿠키의 직경과 높이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쿠키 

6개를 나란히 정렬하여 전체 직경을 측정하고, 다시 90° 회

전시켜 같은 방법으로 전체 직경을 측정하여 쿠키 1개에 대

한 평균 직경을 구한다. 쿠키의 전체 두께는 쿠키 6개를 수직

으로 쌓아 높이를 측정하고, 다시 쿠키의 순서를 바꾸어 쌓

은 후 높이를 측정하여 쿠키 1개에 대한 평균 두께를 구한다. 

쿠키의 퍼짐성 지수는 아래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Spread factor of cookies= 

  
Average width of 6 cookies (mm)

Average thickness of 6 cookies (mm)     

쿠키의 경도 측정

쿠키의 경도(hardness)는 rheometer(Compac-100, 

Sun Scientific,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Probe로 직경 2 mm의 아답타 No.4를 장착하여, table 

speed 120 mm/min, load cell(max.) 20 kg, 진입 거리는 

5 mm의 조건으로 설정하였으며,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쿠키의 색도 측정

미숫가루를 첨가한 쿠키의 색도는 색차계(colorimeter, 

JC801, Color Techno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쿠

키의 윗부분을 측정하였다. 표준백판으로 보정한 후 Hunter 

L(lightness), a(+redness/-greenness)와 b(+yellow-

ness/-blueness) 값을 4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그의 평균값

을 나타내었다. 쿠키의 전체적의 색도 차이(ΔE)는 

∆∆ ∆ 의 공식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쿠키의 관능평가

미숫가루를 첨가한 쿠키의 관능평가는 대학생 30명을 훈

련시켜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으로 맛(taste), 향(aroma), 조

직감(texture), 색(color) 및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pre-

ference)를 측정하였다. 평가방법으로 7점 평점법을 사용

하여 1점은 매우 싫음, 7점은 매우 좋음으로 평가하게 하였

으며, SAS 9.2를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관능평가항목에서 시료간의 유의차를 검증하였다.

통계분석 

실험 결과는 SAS 9.2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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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ater content, water absorption index (WAI), water solubility index (WSI) and viscosity of Misutkaru   
Water content (%) Water absorption index Water solubility index Viscosity (cP)

Misutkaru

Brown rice 
Green rice 
Barley
Green barley 

 2.00±0.27f 

 6.65±0.12b

 3.23±0.11e

 5.33±0.33c

4.57±0.28e

8.71±0.06a

7.17±0.00c

7.53±0.02b

12.42ab

13.68a

12.71a

12.79a

  5.0±0.0f

340.0±14.1a

 52.5±3.5c

130.0±7.1b

Flour Wheat   
Green barely 

12.48±1.06a

 4.92±0.05d
2.07±0.39f

4.99±0.05d
 4.85c

10.81b
  7.5±3.6e

 42.5±3.5d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n=3). 
a-f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Content of reducing sugar in Misutkaru before and after hydrolysis by α-amylase 
Reducing sugar (mg of glucose/100 g Misutkaru) Rate of increase

(%) Before hydrolysis  After hydrolysis

Misutkaru

Brown rice
Green rice
Barley
Green barley

21.91±1.53c

19.66±1.11c

31.05±1.59b

37.63±2.31a

24.50±2.34c

25.01±1.53c*

39.58±2.35b*

64.88±5.45a*

11.83
27.25
27.49
72.42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n=3). 
a-c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Means within the same row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efore and after hydrolysis by t-test (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각 시료간의 유의적

인 차이를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미숫가루의 수분함량, 수분흡수지수, 수분용해지수 및 점도

미성숙 전곡립인 녹색쌀과 녹색보리로 제조된 미숫가루

의 수분함량은 6.65%와 5.33%로, 이는 완숙 곡립인 현미와 

찰쌀보리로 제조된 미숫가루의 수분함량인 2.0%와 3.2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Table 2). 미숫가루의 

조리 및 가공 적성을 비교하고자 미숫가루에 물을 혼합하여 

수분흡수지수(WAI), 수분용해지수(WSI)와 점도를 측정한 

결과, 녹색쌀과 녹색보리로 제조된 미숫가루는 각각 현미와 

찰쌀보리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WAI와 점도를 나타내었다

(P<0.05). 특히 녹색쌀 미숫가루는 가장 많은 수분을 흡수

하며 높은 점도를 보였으며(P<0.05), 반면 현미 미숫가루는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WAI와 점도를 나타내었다(P<0.05) 

(Table 2). 미숫가루들 간의 WSI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

나(P>0.05), 녹색보리 미숫가루는 볶음 처리하지 않은 녹색

보리가루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WSI를 나타내었다(P<0.05). 

이는 고온의 볶음처리과정으로 인해 수용성 전분인 덱스트

린이 형성되어 용해도가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15). 

녹색보리(unroasted)를 제분한 경우 WAI 4.99와 점도 

42.5 cP를, 녹색보리 미숫가루는 이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WAI 7.53와 점도 130.0 cP로 분석되었는데(P<0.05), 이는 

미숫가루 제조 공정 시 녹색보리를 수침시키고 증자한 후 

볶음처리를 통해 생전분(native starch)이 호화전분(gela-

tinized starch)으로 변환되어 재수화 시 쉽게 수화･팽윤되

어 WAI와 점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16). 전분 입자

는 수소결합에 의해 미셀(micelle)을 형성하는 결정질 물질

(crystallites)이다. 호화 과정 시 생전분은 수화 및 팽윤과정

을 거치고 한계온도에 이른 후 분자간의 수소결합이 파괴되

어 아밀로펙틴의 일부 분해 물질 및 아밀로오즈 분자의 

leaking과 전분입자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호화전분으로 전

환된다. 이 호화전분들의 미셀들은 붕괴되어 분산된 상태에 

있으므로 물을 가하거나 가열하면 물을 신속하게 흡수하여 

팽윤되며, 다시 완전한 호화상태가 되고 점도가 증가된다

(15).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wheat 호화전분은 전분입자

의 파괴, 결정질 물질의 degree 감소, 다공성 구조(porous 

structure) 형성 등에 의해 native starch보다 수분 흡수력

이 2.4배 증가하였으며(12), banana 호화전분은 50°C에서 

생전분보다 6.2배의 팽윤력(swelling power)과 4.52배의 

수분흡착력을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17).

미숫가루의 α-amylase에 의한 가수분해도

미숫가루 제조 공정인 수침/증자/볶음/제분과정에서 전

곡립의 종류는 미숫가루 전분의 가수분해도에 영향을 주어 

소화율의 차이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미숫가루로 제조된 

현미, 녹색쌀, 찰쌀보리 및 녹색보리의 환원당 함량을 α- 

amylase에 의해 가수분해된 후와 비교하여 Table 3에 나타

내었다. 미숫가루에 함유된 환원당 함량은 쌀보다 찰쌀보리

에서 높고(P<0.05) 녹색쌀과 현미로 제조된 미숫가루 간의 

함량 차이는 없었으나(P>0.05), 녹색보리 미숫가루는 찰쌀

보리 미숫가루보다 환원당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찰쌀보리에 함유된 환원당은 미성숙에서 완숙으

로 진행될수록 그 함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성숙됨에 따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나 전분이나 섬유소의 형태로 전환

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7,18). 미숫가루를 α-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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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nsory evaluation of Misutkaru and its beverage
Sensory characteristics Brown rice Green rice Barley Green barley
Misutkaru
  Nutty taste
  Greenish aroma
  Color
  Overall preference

5.71±1.41a

2.40±1.53c

5.89±1.37a

5.82±1.53a

2.62±1.42c

4.73±1.72a

2.58±1.45c

2.69±1.62c

4.09±1.22b

3.53±1.50b

4.18±1.13b

4.31±1.28b

3.16±1.38c

4.87±1.89a

3.96±1.22b

3.29±1.53c

Misutkaru beverage
  Nutty taste
  Greenish aroma
  Color
  Overall preference

5.09±1.70a

2.98±1.82c

3.48±1.78c

5.68±1.25a

3.68±1.52b

4.34±1.85a

3.91±1.20bc

3.39±1.54c

4.64±1.31a

3.66±1.49bc

4.18±1.02b

4.50±1.42b

3.41±1.28b

5.23±1.71a

6.02±0.90a

2.80±1.32d

Misukaru beverage was made with milk and honey.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using 7-point scale (n=30).  
a-dMeans within the same row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lase로 가수분해 시킨 후 환원당의 함량을 분석하여 곡류의 

종류과 성숙도에 따른 미숫가루의 in vitro 소화율을 분석하

였다. 현미를 제외한 모든 미숫가루는 가수분해 후 환원당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P<0.05), 녹색쌀과 녹색보

리로 제조한 미숫가루의 환원당 함량 증가율은 각각 현미와 

찰쌀보리보다 높았다. 이는 미성숙 보리보다 완숙 보리에 

다량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소인 β-glucan이 α-amylase

에 의한 전분의 가수분해를 지연시켜 완숙 찰쌀보리 미숫가

루의 환원당 생성률이 미성숙 녹색보리 미숫가루보다 상대

적으로 낮아 전분의 소화율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18,19).

녹색보리가루(unroasted)의 환원당함량은 31.04 mg/ 

100 g이지만 가수분해 후 39.70 mg/100 g으로 27.91% 

증가하였다(Table 3에 제시되지 않음). 녹색보리 미숫가루

가 녹색보리가루(unroasted)보다 가수분해 전 환원당 함량

이 높았는데, 이는 전곡립인 녹색보리가 미숫가루 제조공정 

즉 증자 및 볶음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견고한 세포벽의 결합

구조가 약화되어 셀룰로오스를 비롯한 고분자 물질이 분해

되어 그 결과 환원당 함량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20). 

또한 전분과 비환원당이 볶음과정 중 열 분해되어 여러 종류

의 dextrin으로 분해되고 효소작용이 용이하여 환원당의 증

가 및 소화성이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 α-amylase

에 의한 가수분해 후 녹색보리 미숫가루는 녹색보리가루보

다 환원당 함량의 증가율이 27.91%에서 72.42%로 높아져 

미숫가루 제조 공정 시 전분입자들이 호화전분으로 전환되

어 생전분인 녹색보리가루보다 α-amylase의 작용을 받기 

쉬워 가수분해율이 증가되고 따라서 전곡립의 전분 소화율

을 높일 것으로 사료된다(16).

미숫가루의 관능적 특성 

미숫가루의 관능검사 결과 고소한 맛은 현미가 가장 높은 

점수, 녹색쌀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풋내는 미성숙

곡립인 미숫가루에서 강하여, 전체적인 기호도는 현미가 가

장 높고 다음으로 찰쌀보리, 녹색보리, 녹색쌀 순으로 평가

되었으며, 미성숙곡립들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Table 4). 미숫가루는 물이나 우유에 

타서 아침식사대용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

숫가루에 우유와 꿀을 넣어 음료로 만든 후 고소한 맛, 풋내, 

색, 전체적인 기호도에 대한 관능적 특성을 미숫가루와 비교

하였다(Table 4). 음료의 고소한 맛과 풋내는 미숫가루와 

유사한 관능검사 결과를 보였다. 미숫가루의 색의 강도는 

현미가 가장 강하고 녹색쌀이 가장 연하였으나, 음료의 경우 

녹색보리가 가장 강하게 현미가 가장 연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 음료의 전체적인 기호도는 완숙곡립이 미성숙곡립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며, 현미로 만든 미숫가루가 가장 높은 점수

를 받았고, 다음으로 찰쌀보리, 녹색쌀, 녹색보리 순으로 나

타났다(P<0.05). 미숫가루는 기본적으로 볶는 과정을 통해 

고소한 맛과 냄새가 생성되지만, 녹색보리와 녹색쌀이 자체

적으로 가진 풋내는 제조 후에도 유지되며, 또한 수분흡수지

수가 높아 우유에 혼합하였을 때 점도가 크게 증가하게 되어 

전체적인 관능적 특성이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녹색쌀과 녹색보리 미숫가루의 조리 및 가공 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곡류, 콩류 및 견과류 등과 혼합한 선식을 

제조하거나 쿠키를 비롯한 베이커리제품으로의 가공적 적

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쿠키의 퍼짐성과 경도

쿠키의 직경은 미숫가루를 첨가함에 따라 감소한 반면 두

께는 증가하였다(Table 5). 밀가루로 제조된 쿠키(대조군)

의 퍼짐성지수(spread ratio)는 3.09이었으며, 녹색쌀과 녹

색보리 미숫가루 30%를 첨가한 경우 각각 2.73과 2.68로 

감소하였으나, 두 첨가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P>0.05). 쿠키의 퍼짐성은 반죽의 점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녹색쌀과 녹색보리는 전곡립

의 형태로 미숫가루로 제조되어 밀가루보다 β-glucan을 비

롯한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아 수분흡수지수와 점도가 높고, 

쿠키 반죽 시 점성이 높아져 퍼짐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쌀가루 또는 보리 도정 겨를 함유

한 쿠키의 경우 밀가루를 대체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반죽

의 점성이 높아지고 쿠키의 퍼짐성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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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pread ratio and hardness of cookies added with 
Misutkaru
Cookies Spread ratio Hardness (g/cm2)
Control
Green rice Misutkaru 
Green barley Misutkaru 

3.09±0.25a

2.73±0.11b

2.68±0.08b

20,924±1,019c

50,152±302a

32,034±288b

a-c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6. Pasting characteristics of wheat flour and Misutkaru by rapid visco analyzer

PST (°C)1) Peak viscosity
TV (cP)2) BV (cP)3) FV (cP)4) SV (cP)5)

cP Time (min)

Wheat flour
Green rice Misutkaru
Green barley Misutkaru

82.4±5.4a

57.7±0.0b

59.1±1.4b

2205.5±61.5a   

2006.5±487.2ab

1370.0±15.6c

4.97±0.05a

2.60±0.10c

4.04±0.05b

882.5±23.3a

715.5±102.5b

669.5±13.4b

1323.0±38.2a

1291.0±384.7a

 700.5±28.9b

2573.5±27.6a

1397.0±148.5b

1560.0±1.4b

1691.0±4.2a

  681.5±45.9c

  890.5±12.0b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n=2).
a-cMeans within the same colum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Pasting temperature. 2)Through viscosity. 3)Breakdown viscosity. 4)Final viscosity. 5)Setback viscosity.

Rheometer를 이용한 기계적 경도 측정 결과, 미성숙 곡

립 미숫가루를 30% 첨가한 쿠키는 대조군보다 단단하여 경

도가 증가되었으며, 녹색쌀 미숫가루를 첨가한 쿠키의 경도

가 유의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5). 쿠키의 

경도는 첨가되는 부재료의 종류와 함량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하게, 양송이버섯 분말(25), 보

리(26), 양파 분말(27), 아스파라거스 분말(28)은 쿠키의 경

도에 영향을 미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경도는 증가

하였으며, 이는 쿠키 반죽 시 첨가한 부재료에 의해 반죽의 

밀도가 감소하면서 쿠키의 경도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하고 있다. 반면, 오트밀(26), 부추 분말(22) 또는 쌀(24)을 

첨가한 쿠키는 대조군에 비해 경도는 감소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RVA를 이용한 호화특성 

쿠키 제조에 사용된 미성숙 곡립 미숫가루의 호화특성을 

RVA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녹색쌀

과 녹색보리 미숫가루의 호화개시온도(PST)는 각각 57.7 

°C와 59.1°C로 밀가루(대조군)의 82.4°C보다 낮고(P<0.05), 

미숫가루의 최고점도에 이르는 시간은 각각 2.60분과 4.04

분으로 밀가루의 4.97분보다 짧게 나타났다(P<0.05). 또한 

최고점도, 최저점도, 구조파괴점도, 최종점도 및 노화점도 

모두 미숫가루에서 낮게 측정되었다. 미숫가루는 곡류를 침

지･증자하여 호화시킨 후 볶음처리하여 제분하였으므로, 재

호화 과정은 쉽게 일어나며 노화는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16).  

녹색쌀 미숫가루는 녹색보리에 비해 낮은 PST, 짧은 최

고점도에 이르는 시간, 높은 최고점도를 보여 녹색보리보다 

높은 수준의 호화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숫

가루 제조 원료로 사용된 녹색쌀의 섬유질 함량(3.7 g/100 

g)이 녹색보리(13.0 g/100 g)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10). Shin 등(20)에 따르면 볶음 처리를 한 현미와 보

리 가루를 glucoamylase를 이용하여 호화도를 측정하였을 

때 본 연구와 유사하게 현미가루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현미가 보리에 비해 섬유질의 함량이 낮아 호화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노화 경향을 나타내는 회복점도(SV)는 밀가루가 미

숫가루보다 유의적으로 높고(P<0.05), 녹색쌀 미숫가루가 

녹색보리보다 유의적으로 낮아(P<0.05), 밀가루 쿠키의 노

화는 가장 빠르게, 녹색쌀 미숫가루로 만든 쿠키의 노화는 

가장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밀가루에 미숫

가루의 첨가는 쿠키 제조 시 호화를 빠르게 하고, 제조 후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쿠키의 색도 

미성숙 곡립 미숫가루 30%를 첨가한 쿠키는 대조군(밀가

루 100%)에 비해 밝기(lightness)를 나타내는 L값과 황색

도를 나타내는 b값은 감소하고,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미숫가루 첨가군 중에서 

녹색쌀을 함유한 쿠키는 녹색보리를 함유한 쿠키보다 유의

적으로 밝고, 감소된 황색과 적색을 나타내었다(P<0.05). 

녹색쌀과 녹색보리 쿠키의 색차지수값(ΔE)은 21.94와 

26.34로,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전체적인 색도의 차

이가 있으며(P<0.05), 미숫가루 첨가군 들에서 전체적인 색

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P<0.05). 미숙곡립은 

완숙곡립보다 밝은 녹색을 띄지만 미숫가루 제조 시 볶음 

처리과정으로 인한 갈변현상에 의해 L값은 감소하여 어두워

지고, a값은 증가하여 적색을 띠고 b값은 증가 후 감소되어 

황색도가 낮아지게 된다(6,21). 이와 같은 갈변현상은 볶음 

처리시간이 길어지고 온도가 높을수록 진행속도가 증가되

므로, 본 실험에서 이미 볶음 처리된 미숫가루를 쿠키반죽에 

첨가시켜 다시 오븐에서 높은 온도로 구워내었을 경우 쿠키 

표면의 갈변화 진행은 가속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쿠키의 관능평가

미성숙 곡립으로 제조한 미숫가루가 첨가된 쿠키의 관능

검사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녹색쌀 미숫가루 30% 첨가 

쿠키는 맛(taste), 향(aroma), 조직감(texture), 색상(color)

의 항목에서 대조군(밀가루 100%)과 녹색보리 30% 함유 

쿠키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기호도 평가를 받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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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Hunter's color values of cookies added with Misutkaru
Cookies L* a* b* ΔE
Control
Green rice Misutkaru 
Green barley Misutkaru 

80.76±0.02a

61.19±0.05b

56.21±0.05c

-2.37±0.11c

 1.13±0.09b

 2.89±0.16a

33.23±0.02a

23.93±0.08c

25.25±0.06b

－
21.94±0.09b

26.34±0.07a

a-c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8. Sensory evaluation of cookies added with Misutkaru
Sensory
characteristics Control Green rice 

Misutkaru
Green barley

Misutkaru
Taste
Aroma
Texture
Color
Overall preference

5.05±1.54a

4.55±1.93a

5.65±1.39a

5.40±1.64a

5.40±1.70a

2.95±1.39b

3.05±1.19b

3.10±1.71b

3.70±1.81b

2.95±1.47b

5.30±1.53a

5.10±1.68a

5.25±1.21a

4.15±1.53b

5.10±1.55a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using 7-
point scale (n=30).  
a,b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s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P<0.05).

반면, 녹색보리 미숫가루 30% 첨가 쿠키는 대조군과 맛, 향

기, 조직감의 기호도면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P>0.05), 색상에서는 낮은 기호도 점수를 받

았다(P<0.05). 이는 대조군인 밀가루 쿠키는 관능검사요원

들에게 익숙한 쿠키의 관능적 특성인 밝은 색과 진한 버터향

을 함유함으로 인해 높은 기호도 평가를 받았으며, 녹색보리 

미숫가루 함유 쿠키는 볶음 처리로 인한 미숫가루의 고소한 

맛과 향은 가지고 있지만 반면 어두운 갈색을 띄고 있어 색

상에 있어 기호도가 낮게 평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적인 

기호도 평가에서 녹색보리 쿠키는 대조군과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P>0.05), 녹색쌀 미숫가루 첨가 쿠키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기호도 점수를 받았다(P<0.05). 

요   약 

미성숙 전곡립인 녹색쌀과 녹색보리로 미숫가루를 제조하

여 품질 및 조리･가공 적성을 조사하고, 미숫가루 30% 첨가

된 쿠키를 제조한 후 품질 및 관능특성을 평가하였다. 녹색

쌀과 녹색보리로 제조된 미숫가루는 대조군인 완숙 곡립의 

현미와 찰쌀보리 미숫가루보다 각각 높은 WAI와 점도를 나

타내었다. 녹색쌀과 녹색보리 미숫가루의 환원당은 α-amy-

lase에 의한 가수분해 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어 완숙곡립 

미숫가루보다 소화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녹색쌀과 녹

색보리 미숫가루 30%를 첨가하여 제조한 쿠키는 밀가루 

100%의 대조군 쿠키보다 단단하고 퍼짐성지수가 감소되

고, 어두운 갈색을 띠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숫가루 첨가

군들 중에서 녹색쌀을 함유한 쿠키는 녹색보리를 함유한 쿠

키보다 유의적으로 밝고, 감소된 황색과 적색을 나타내었다. 

미숫가루에 우유와 꿀을 혼합한 음료의 관능검사 결과 미성

숙 곡립인 녹색쌀과 녹색보리는 대조군보다 고소한 맛이 적

고 풋내가 강하여 전체적인 기호도는 낮게 평가받았지만, 

녹색보리 미숫가루 쿠키의 경우 대조군인 밀가루 쿠키와 비

교하여 색상을 제외한 모든 관능평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미성숙 전곡립인 녹색보리로 제조된 

미숫가루를 쿠키를 비롯한 다양한 베이커리 제품에 첨가할 

경우 고소한 맛과 향이 부여된 건강 기능성 가공식품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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