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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식이섬유를 체한 라우니의 품질  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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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optimal percentage of brownies substituted with rice bran dietary fiber (3%, 
6%, 9%, and 12%). The sample and control were compared for quality characteristics, specific gravity, viscosity, 
pH, moisture content, water activity, specific volume, color, textural characteristic, consumer acceptance, and CATA 
(check-all-that-apply). The specific gravity of the control sampl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s. 
The viscosity was highest at the brownie containing 12% of rice bran dietary fiber. Moisture content and water activity 
were highest in the 6% sample. pH of control sample batter was highest, but reduced with increasing amounts of 
rice bran dietary fiber. For colors, lightness of the 6% sample batter was highest at 25.31, and redness and yellownes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s of rice bran dietary fiber. For textural characteristics, hardness, and 
chewines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s of rice bran dietary fiber. Cohesiveness and resilienc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amples. In the sensory evaluation, overall acceptability was highest in the control 
group and lowest for the 12% sample. In the frequency analysis of the CATA, as rice bran dietary fiber was added, 
the amount of bran flavor, oliy, and unpleasant increased while frequency of bitterness, sweetness, and chocolate 
taste decreased. In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characteristics of unpleasant, oily, soybean flavor, and sweetness 
were strongly detected in the 12% sample. The control sample showed strong sweetness and bitterness. The results 
indicate that 3% to 6% rice bran dietary fiber is appropriate for production of brow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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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브라우니는 초콜릿과 버터, 달걀, 설탕을 넣어 만드는 케

이크와 퍼지 형태 중간에 위치하는 제품이다(1). 만들 때 갈

색빛으로 변해 붙여진 이름으로, 초콜릿 맛 이외에도 견과

류, 과일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만드는 브라우니가 있다

(2). 브라우니의 주재료인 초콜릿은 테오브로마 카카오나무

(Theobroma cacao)의 종실에 다양한 식품원료를 더하여 

가공한 것으로, 초콜릿은 코코아 가공품을 20% 이상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3). 카카오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은 항산화 효과(4)와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혈압

을 낮추는 효과(5) 등으로 초콜릿이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초콜릿은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고지방, 고열량 식품으로 530 kcal/100 g 이상의 열량을 

가진 식품이다(6). 지방이 많은 음식은 심장병, 일부 암 및 

비만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음식에 포함되는 지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지방 식품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7). 따라서 초콜릿이 주재료인 브라우니

에 새로운 부재료를 첨가하거나 대체하는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으며, 선행 연구로는 고구마를 이용한 고구마브라우니

(8), 아마씨를 첨가한 브라우니(9), 검정콩을 첨가한 브라우

니(10), 완두콩 퓌레를 첨가한 브라우니(11) 등이 있다.

현미 식이섬유는 미강 식이섬유라고도 하며, 미강(米糠, 

rice bran)은 벼를 도정하는 공정에서 분리되는 속겨(12)로, 

미강의 성분 조성은 도정방법이나 품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식이섬유 함량이 가장 높고(20~25%) 그 외에 지방 

16~22%, 단백질 12~16%를 포함하고 있다(13). 지방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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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for brownie with rice bran dietary fiber sub-
stitution for chocolate

Ingredients (g)
Substitution (%)

0 3 6 9 12
Rice bran dietary fiber1)

Dark chocolate2)
0

200
6

194
12

188
18

182
24

176
Wheat flour
Egg
Butter
Sugar
Salt
Baking powder

50
120
70
70
0.5
1

50
120
70
70
0.5
1

50
120
70
70
0.5
1

50
120
70
70
0.5
1

50
120
70
70
0.5
1

1)Moisture content of rice bran dietary fiber=3.22%.
2)Moisture content of dark chocolate=0.4%.

부분 70% 이상의 올레인산, 리놀렌산과 같은 불포화지방산

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되고 있다(14). 또한,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외에 페놀화합물, 식물성스테롤 등 다양한 기능성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15). 이러한 이유로 

종래부터 미강에 대한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미강의 

생리활성 효과에 대한 연구로는 항산화 활성 및 미백 효과

(16,17), 혈중콜레스테롤 저하 효과(18), 항암효과(19), 혈

당조절 효과(20) 등이 보고되었고, 미강 식이섬유의 혈청 

지질농도 및 장 기능과 무기질 흡수에 미치는 영향(21) 등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미강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미강 첨가에 따른 밀가루 반죽 물성 및 제빵적

성(22), 파운드케이크(23), 쿠키(24), 요구르트(25), 생국수

(26), 볶음 미강과 탈지미강 가래떡(27,28)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미강에서 지방과 단백질을 제거하

여 제조한 현미 식이섬유를 3, 6, 9, 12% 비율로 초콜릿을 

대체한 브라우니를 제조하여 미강 브라우니의 품질 특성을 

이화학적 및 관능적으로 평가하여 미강의 최적 첨가량을 구

명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현미 식이섬유는 미강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제거하여 제

조한 베이다황CJ(Harbin, China) 제품을 실험에 사용하였

다. 브라우니 기본 재료로는 초콜릿(dark chocolate Noir, 

Cargill, Mouscron, Belgium), 밀가루(박력밀가루, CJ, 양

산, 한국), 설탕(백설하얀설탕, CJ, 인천, 한국), 소금(꽃소

금, 샘표식품 주식회사, 안산, 한국), 버터(롯데우유버터화

이트, 롯데, 천안, 한국), 베이킹파우더(전원식품, 김포, 한

국), 달걀을 구입하여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브라우니 제조방법

현미 식이섬유를 대체하여 제조한 브라우니의 배합과 비

율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브라우니는 변형 반죽법으로  

제조하였다. 현미 식이섬유는 초콜릿 중량의 3, 6, 9, 12% 

비율로 대체하였다. 제조 과정은 다크초콜릿과 버터를 볼에 

넣고 85°C로 중탕해서 준비하였다. 반죽기(N50, Hobart, 

Troy, AL, USA)를 이용하여 달걀에 소금을 넣고 speed 

2로 3분간 믹싱하고, 설탕을 첨가하여 speed 2로 7분 동안 

믹싱한 후 중탕해서 녹인 초콜릿과 버터를 휘핑해 놓은 달걀

에 넣어 혼합한 다음, 체에 친 박력분과 베이킹파우더를 

speed 1에서 2분간 혼합하였다. 완성된 반죽을 지름 8.5 

cm, 높이 2 cm 원형틀에 반죽을 130 g씩 팬닝하여 윗불 

180°C, 아랫불 150°C로 예열된 오븐(Deck Oven, Shin 

Shin Machinery Co., Busan, Korea)에서 17분 동안 구웠

다. 완성된 브라우니는 실온(20°C)에서 1시간 식힌 후 실험

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반죽의 비중 측정

반죽의 비중(specific gravity)은 AACC(American As-

sociation of Cereal Chemistry) method 10-15(29)에 따

라 브라우니 제조 과정 중 최종 반죽의 무게를 측정해 아래

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였다.

비중＝
브라우니 반죽을 담은 용기의 무게－빈 용기의 무게

 물을 담은 용기의 무게－빈 용기의 무게

반죽의 점도 측정

반죽의 점도 측정은 Bing 등(30)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

하였다. 회전식 점도계(Visco star plus, FUNGILAB, Bar-

celona, Spain)를 이용하여 50 mL 비커에 브라우니 반죽 

60 g을 담은 후 spindle: L4, rpm: 3.0, toque: 99.0%, 50°C

의 조건하에서 spindle 회전이 시작하고 1분 뒤의 값을 측정

하였다.

수분함량 및 수분활성도 측정

수분함량은 수분측정기(MB45, Ohaus, Greifensee,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시료 2 g을 넣어 3회 반복 측정한 

후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수분활성도는 시료 2 g

을 수분활성도 측정기(HP23-AW, Rotronic, Bassersdorf, 

Switzerland)에 넣어 측정하였다.

비용적 측정

비용적은 Kim과 Chun(31)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전자저울(Ohaus Corp, Melville, NY, USA)로 무게를 

측정하였고, 부피는 종자치환법을 사용하였다. 유채 씨를 이

용하여 volumeter로 측정한 후 비용적(mL/g)으로 나타내

었다.

pH 측정

pH는 시료 10 g을 증류수 100 mL에 넣어 혼합한 다음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을 취하여 

pH Meter(pH-200L, Istek, Seoul, Korea)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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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ific gravity and viscosity batter of brownies with rice bran dietary fiber
Substitution (%)

0 3 6  9  12
Specific gravity 
  (g/mL)
Viscosity (cP)

   111.73±1.70NS1) 

120,987.67±10,215.80c

  110.95±1.66 

86,695.44±6,152.76d

  109.34±1.57 

94,172.56±7,252.38d

   109.68±0.79 

135,815.11±6,395.12b

   111.76±1.94 

163,301.67±8,815.76a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6). 
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NS: not significant.

Table 3. Moisture content and water activity of brownies with rice bran dietary fiber
Substitution (%)

0 3 6 9 12
Moisture content (%)
Water activity (Aw)

15.33±0.55ab 
0.784±0.00b 

15.46±0.25ab 
0.787±0.00b 

15.60±0.26a 
0.791±0.01a 

15.28±0.19ab

0.787±0.00b
15.09±0.50b 
0.784±0.00b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9). 
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색도 측정

색도는 브라우니를 믹서에 갈아 1 g을 취하여 직경 2 cm, 

높이 1 cm의 cell에 넣고 색차계(Chroma Meter, CR-200 

b, Minolta, Japan)를 사용하여 L(명도), a(+적색도/-녹색

도), b(황색도) 값으로 나타내었다. 사용한 표준 백색판

(standard plate)은 L=96.88, a=-0.16, b=-0.29였으며 각 

실험은 9회 반복 측정한 후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조직감 측정

조직감은 브라우니를 실온에서 2시간 방랭한 후 원형 틀

에서 나온 형태 그대로 texture analyzer(TA-XT2i, Stable 

Micro Systems, Godalming, UK)에 100 mm compres-

sion plate를 장착하여 TPA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이때 

strain은 30%, pre-test speed 5.0 mm/s, test speed 5.0 

mm/s, post-test speed 5.0 mm/s, time은 3 s였다. 측정항

목은 경도(hardness), 부서짐성(fracturability), 탄력성

(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 검성(gumminess), 

씹힘성(chewiness)으로 나타내었다.

관능검사

관능검사 패널은 순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63명의 학생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비자 기호도 검사 평가항목은 색

(color), 향미(flavor), 부드러움(softness), 종합적인 기호

도(overall acceptability)로써 대단히 좋아한다 9점, 좋지

도 싫지도 않다 5점, 대단히 싫어한다 1점으로 나타내었고, 

특성 강도는 CATA(check-all-that-apply) 방법을 이용하

여 조사하였다. 설문지에 사용된 관능적 특성용어는 밀기울

냄새(bran flavor), 쓴맛(bitterness), 떫은맛(astringency), 

기름맛(oily), 달걀맛(eggy), 단맛(sweetness), 짠맛(salty), 

고소한(nutty), 텁텁함(unpleasant), 탄냄새(burn flavor), 

콩냄새(soybean flavor), 비린맛(fishy), 잔여물감(grainy), 

밀가루맛(flour taste), 버터맛(buttery), 초콜릿맛(choco-

late taste)으로 총 16가지 용어로 구성하였고, 소비자가 느

껴지는 특성 모두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시행하였으며, 결과들은 SPSS 

프로그램(IBM SPSS 22 for windows, SPSS Inc., Chica-

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하였고, 각 

측정 평균값 간의 유의성은 P<0.05 수준으로 Duncan의 다

중범위시험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다만 관능검사 중 주

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은 SAS® Soft-

ware 9.3(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반죽의 비중 및 점도 

현미 식이섬유의 대체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브라우니의 

비중과 점도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반죽의 비중은 대조

군과 3~12% 대체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P>0.05). 브라우니 반죽의 점도는 현미 식이섬유 3% 대

체군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현미 식이섬유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이와 같은 

결과는 미강을 요구르트에 첨가한 경우 미강 첨가량이 증가

함에 따라 점도가 높아진다는 연구와 유사하였다(25). 반죽 

제조 시 반죽 내 공기 이동이 지연되면 반죽의 안정성에 도

움(32)을 주기 때문에 반죽의 점도가 높은 것이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수분함량 및 수분활성도

현미 식이섬유의 대체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브라우니의 

수분함량과 수분활성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수분함량은 6% 대체군이 15.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 대체군이 15.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분활성도 

또한 6% 대체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조군과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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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pecific volume of brownies with rice bran dietary fiber
Substitution (%)

0 3 6  9  12
Volume (cm3)
Weight (g)
Specific volume (cm3/g)

115.00±5.77a

117.22±0.28b

  0.98±0.05a

102.50±5.00b

118.16±0.95ab

  0.87±0.04b

 96.25±4.79bc

118.79±0.89a

  0.81±0.04c

 91.25±2.50c

119.08±0.55a

  0.77±0.02c

 90.00±0.00c

113.87±1.16c

  0.79±0.01c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9). 
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5. pH of brownies with rice bran dietary fiber
Substitution (%)

0 3 6 9 12
pH 6.80±0.03a  6.69±0.02b  6.68±0.03bc  6.64±0.01c  6.57±0.01d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6. Color values of brownies with rice bran dietary fiber

Hunter value
Substitution (%)

0 3 6 9 12

L
a
b

23.12±0.20c 
 7.59±0.19d 
 2.70±0.50d 

22.25±0.23e

 9.30±0.15a 
 6.93±0.28c 

25.31±0.31d 
 8.31±0.12c 
 6.84±0.15c

23.50±0.20b

 8.72±0.14b 
 7.27±0.10b

22.77±0.08d 
 9.37±0.04a 
 8.59±0.06a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9). 
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2% 대체군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미강의 첨

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쿠키의 수분함량 측정 결과에서도 

미강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 감소하였다는 연구

(24)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현미 식이섬유를 대체한 브라우

니는 현미 식이섬유 6% 대체에서 수분함량과 수분활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용적

현미 식이섬유의 대체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브라우니의 

부피, 무게, 비용적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브라우니의 

부피는 대조군이 115.00 cm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미 

식이섬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P<0.05). 무게는 9% 대체군이 119.08 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6% 대체군과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P>0.05), 12% 대체군이 113.87 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비용적은 대조군이 0.98 cm3/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3% 대체군 0.87 cm3/g, 6% 대체군 0.81 cm3/g, 9% 

대체군 0.77 cm3/g, 12% 대체군 0.79 cm3/g으로 현미 식이

섬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졌다(P<0.05). Kim과 Shin 

(33)은 식빵 제조 시 현미의 종류와 관계없이 현미가루 첨가 

시 식빵의 비용적이 밀가루 식빵보다 약 4~7%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는 밀가루 외의 혼합한 분말로 빵을 

제조할 경우 해당하는 글루텐 감소에 따른 부피 감소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브라우니는 동일한 밀가루 

양에서 초콜릿의 감소와 현미 식이섬유의 증가가 영향을 끼

쳐 현미 식이섬유 대체량의 증가에 따라 부피와 비용적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pH

현미 식이섬유의 대체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브라우니의 

pH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조군이 6.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미 식이섬유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이는 미강 첨가에 따른 제

빵 적성의 연구(22)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이는 현미 

식이섬유에 함유된 유리아미노산의 영향으로 pH 값이 감소

하여 산성화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 사료된다.

색도

현미 식이섬유의 대체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브라우니의 

색도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명도는 6% 대체군이 25.31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 대체군이 22.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적색도는 대조군이 7.59였고 현미 식이섬유 대체

군들은 8.31~9.37이었으며, 대조군보다 대체군들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황색도는 현미 식이섬유 12% 대체군이 8.59

로 가장 높았고 대조군이 2.7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현미 식이섬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다(P<0.05). 이러한 색도의 변화는 미강을 첨가한 파운드케

이크(23)에서 미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와 적색도

는 증가하고 황색도는 감소하였으며, 탈지미강을 첨가한 가

래떡(28)에서는 탈지미강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명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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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extural properties of brownies with rice bran dietary fiber
Substitution (%)

0 3 6 9 12
Hardness (g)
Fracturability (g)
Springiness (%)
Cohesiveness
Gumminess
Chewiness
Resilience (%)

155.40±3.84e

  1.18±0.16ab

  0.76±0.04b

  0.64±0.05NS1)

109.87±4.83e

 76.23±4.02e

  0.27±0.03NS

230.68±5.43d

  1.13±0.19b

  0.78±0.04ab

  0.64±0.05
137.72±4.95d

109.89±4.69d

  0.27±0.03

259.58±3.93c

  1.29±0.11ab

  0.80±0.04a

  0.64±0.06
181.03±6.00c

146.60±6.25c

  0.28±0.03

350.98±6.12b

  1.55±0.87a

  0.82±0.04a

  0.65±0.06
208.81±4.02b

188.14±3.97b

  0.29±0.03

421.35±5.81a

  1.38±0.24ab

  0.80±0.04a

  0.65±0.05
239.91±5.60a

237.06±6.86a

  0.28±0.03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12). 
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NS: not significant.

Table 8. Sensory evaluation of brownies with rice bran dietary fiber
Substitution (%)

0 3 6 9 12
Color
Flavor
Softness
Overall acceptability

6.83±1.24NS1)

6.71±1.37a

6.46±1.40a

6.75±1.36a

6.54±1.42
6.25±1.63ab

6.27±1.78a

6.32±1.52ab

6.44±1.37
6.08±1.48bc

5.86±1.59ab

5.97±1.50b

6.51±1.44
6.06±1.51bc

5.57±1.85bc

5.76±1.60bc

6.40±1.49
5.54±1.50c

5.05±1.86c

5.37±1.73c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63). 
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NS: not significant.

Table 9. Frequency of selected sensory attributes by CATA analysis

Substi-
tution

(%)

Attributes
Bran

Flavor
Bitter-
ness

Astrin-
gency Oily Egg Sweet-

ness Salty Nutty Unpleas-
ant

Burnt 
flavor

Soybean 
flavor Fishy Grainy Flour 

taste Buttery Chocolate 
taste

0
3
6
9
12

 8
 5
 8
12
12

26
14
12
13
15

10
15
 7
14
15

9
12
13
17
18

12
18
22
15
14

52
43
43
47
38

7
9
5
5
6

 5
13
14
15
10

26
33
36
32
46

14
 9
 7
14
20

1
3
6
4
7

2
1
4
2
4

17
11
14
18
20

18
22
17
22
24

25
19
21
22
20

55
52
50
53
49

적색도는 감소하였고 황색도는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색, 첨가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감 측정

현미 식이섬유의 대체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브라우니의 

조직감은 Table 7에 나타내었다. 경도는 대조군이 155.40 

g으로 가장 낮았고, 현미 식이섬유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230.68~421.35 g으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이

와 같은 결과는 미강을 첨가한 쿠키(24), 미강을 첨가한 머

핀(34)의 경도 측정 결과와 유사하였다. 부서짐성은 대조군

과 6%, 12% 대체군이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P>0.05), 

9% 대체군이 1.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탄력성은 대조군이 

0.76으로 가장 낮았고, 6~12% 대체군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응집성은 대조군과 대체군 간에 유

의적인 차이가 없었고(P>0.05), 검성은 109.87로 대조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현미 식이섬유 대체군들은 137.72~ 

239.91로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씹힘성은 12% 대체군이 237.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미 식이섬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다(P<0.05). 복원성은 대조군과 현미 식이섬유 대체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소비자 기호도 검사

현미 식이섬유의 대체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브라우니의 

소비자 기호도는 Table 8에 나타내었다. 색상은 대조군이 

6.83이었고 현미 식이섬유 대체군들은 6.40~6.54였으며, 

대조군과 대체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05). 향

미는 대조군이 6.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미 식이섬유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브

라우니에 첨가된 현미 식이섬유 냄새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부드러움은 대조군과 3% 대체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P>0.05), 12% 대체군이 5.05로 가장 낮았다. 

종합적인 기호도는 현미 식이섬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

의적으로 감소하였고(P<0.05), 현미 식이섬유 대체군들 중

에서는 3% 대체군이 6.32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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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for sensory attribute 
and brownies with rice bran dietary fiber.

CATA 기법과 주성분 분석 결과

현미 식이섬유의 대체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브라우니의 

특성빈도 분석과 주성분 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9와 Fig. 

1에 제시하였다. CATA를 이용한 각 특성의 빈도 분석결과

는 Table 9와 같다. 시료 중 대조군에서 초콜릿맛(55회), 

단맛(52회), 쓴맛(26회), 버터맛(25회)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기름맛(9회), 고소한맛(5회), 콩냄새(1회)가 가

장 낮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현미 식이섬유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밀기울냄새, 기름맛, 텁텁함, 콩냄새, 밀가루맛의 빈도

수는 증가하였고, 쓴맛, 단맛, 초콜릿맛의 빈도수는 감소하

였다. 주성분 분석을 한 결과(Fig. 1) 제1주성분과 제2주성

분이 총 분산의 약 82.91%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총 분산 중 53.46%를 설명한 제1주성분은 양의 방향

으로 텁텁함, 기름맛, 콩냄새 등의 특성이 감지되었고, 그 

특성이 강하게 발현된 시료는 현미 식이섬유 12% 대체군으

로 분석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대조군은 앞서 설명한 특성이 

약하게 발현됐지만 단맛과 쓴맛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2주성분은 29.46%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양의 방향으로

는 탄향, 잔여물감 등이 감지되었고 이러한 특성은 현미 식

이섬유 12% 대체군이 다른 시료보다는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6% 대체군은 다른 시료들보다 달걀맛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텁텁함이 강하게 발현하는 경우 밀가루맛

이나 콩냄새, 밀기울냄새 등 또한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에 탄냄새의 특성이 강해질수록 달걀맛이 감소하

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초콜릿을 현미 식이섬유로 대체한 브라우니

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현미 식이섬유를 3, 6, 9, 12%로 대

체한 브라우니의 이화학적 및 관능적 품질 특성을 조사하였

다. 반죽의 비중은 대조군과 대체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점도는 3% 대체군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

으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수분함량과 수분활성도는 6% 대체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비용적은 대조군이 0.98 mL/g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P<0.05), 6~12% 대체군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pH는 대조군이 가장 높

게 나타났고, 현미 식이섬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P<0.05). 명도는 6% 대체군이 2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적색도와 황색도는 현미 식이섬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브라우니의 

경도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P< 

0.05), 부서짐성은 대조군과 6, 12% 대체군이 유의적인 차

이가 없었다(P>0.05). 씹힘성은 12% 대체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복원성은 대조군과 대체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P>0.05). 소비자 기호도 검사 결과 색상은 대조군과 대체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향미는 대조군이 6.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미 식이섬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부드러움은 12% 대체군

이 가장 낮았으며, 종합적인 기호도는 대조군이 가장 높았

고, 현미 식이섬유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CATA를 실시한 결과 빈도분석에서

는 현미 식이섬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밀기울냄새, 기름맛, 

텁텁함, 콩냄새, 밀가루맛의 빈도수는 증가하였고, 쓴맛, 단

맛, 초콜릿맛의 빈도수는 감소하였다. 주성분 분석결과 12% 

첨가군에서 텁텁함, 기름맛, 콩 냄새의 특성이 강하게 발현

되었고, 이와 반대로 대조군은 단맛과 쓴맛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현미 식이섬유를 대체한 브라

우니 제조 시 3~6%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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