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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품종이 쿠키 가공적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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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rice variety on the processability for preparing rice cook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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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the influence of different rice varieties (Palbangmi, Saegoami, Mimyeon,
Dasan-1, Hanarm, Boramchan, and Baegjinju) on the preparation process of rice cookies. Rice grains were pulverized by
dry milling and subsequently screened using a 100-mesh sieve. Dasan-1, Hanarm, and Palbangmi flours showed low water
absorption index (WAI) compared to other rice flours. The spread ratios of the cookies prepared with Dasan-1, Hanarm,
and Palbangmi flours reached higher values than those obtained with other rice varieties. As a result, the hardness of the
cookies prepared with Dasan-1, Hanarm, and Palbangmi flours was relatively low. On the contrary, cookies prepared with
Saegoami, Boramchan, and Baegjinju flours showed inadequate qualities because they contained relatively high levels of
damaged starch, which increased water absorption in the cookie dough. The WAI value of rice flour could be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to determine the quality of rice cook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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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벼(Oryza sativa)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작

물 중 하나로 주로 곡류 자체 형태를 가공하여 이용해 왔다. 최

근 이를 제분한 형태인 쌀가루는 소화율이 높고, 백색이며, 조리

시 부드러운 식감 등을 보여, 제빵과 제과 제품 생산에 적용성이

높은 주원료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1). 그러나, 쌀알은 다각형의 치밀한 녹말 구조로 인해

높은 경도를 나타내 제분이 용이하지 않고, 미세하게 제분 시 손

상녹말 함량이 높아져 최종 제품의 품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

치게 된다(2). 또한, 쌀가루 내 단백질은 밀가루를 반죽할 때 형

성되는 글루텐 망상구조를 형성할 수 없어, 적합하지 않은 가공

적성을 나타내왔다(3).

품종이 다른 쌀가루는 각각 다른 물리화학 특성을 나타내게 되

고, 이러한 쌀가루의 특성은 최종 제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

다. 일반적으로 쌀 품종은 아밀로스 함량에 따라 구분되는데, 녹

말 내 아밀로스 함량은 제과와 제빵 과정에서 반죽의 물성과 제

품의 탄력에 영향을 미치며(4), 제면 과정에서는 조리손실률, 국

수의 구조 형성 및 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그러나, 아밀로스 함량만으로는 최종 제품의 품질을 예상하는 지

표로 사용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쿠키는 간편함과 오래 저장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전세

계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대표적인 곡류가공 식품이다. 일반적으

로 쿠키 제조에는 주원료인 밀가루와 함께 많은 양의 유지와 설

탕을 포함하는 한편, 수분함량은 매우 낮아 반죽 내 구조 형성과

최종 제품의 품질에 글루텐이 주는 영향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

다(6,7). 따라서 다른 밀가루를 이용한 가공품들에 비하여 쌀가루

의 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다양한 품종의 쌀가루를 이용하여 쌀

쿠키를 제조하고, 쌀가루의 특성과 쿠키의 품질 특성 분석을 통

하여 쌀 쿠키의 품질 결정에 영향을 주는 쌀가루의 주요 품질인

자를 조사하는 것이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쌀 품종은 팔방미, 새고아미, 미면, 다산-1호,

한아름, 보람찬, 백진주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쌀 품종은 Juliano

의 비색 정량 법에 따라 아밀로스 함량을 분석하였으며, 팔방

미, 새고아미, 미면은 25% 이상의 고 아밀로스 품종, 다산-1호,

한아름, 보람찬은 약 20% 수준의 중간 아밀로스 품종, 백진주의

경우 10% 이하의 저 아밀로스 품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8).

각각의 쌀 품종은 기류식 제분기(ACM185, Hankook Crusher

Co., Incheon, Korea)를 이용하여 건식 제분하였으며, 100메시 체

를 통과한 쌀가루를 사용하였다. 쿠키 제조에 필요한 재료인 소

금(Daesang Co., Ltd., Muan, Korea), 설탕(Samyang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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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Korea), 버터(Seoul Dairy Cooperative, Ansan, Korea), 베

이킹파우더(Cho Ya Foods Co., Cheonan, Korea), 계란은 시중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쌀가루의 물리화학 특성 분석

쌀가루 내 손상녹말 함량 측정은 녹말손상분석 키트(Megazyme

International Ireland, Wicklow, Ire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쌀

가루의 수분흡수지수(water absorption index)는 쌀가루를 물과 혼

합한 후 원심 분리한 다음수분을 보유하고 있는 침전된 쌀가루

의 무게와 이를 건조한 후의 중량비로 산출되었으며, 아래의 식

을 통해 계산하였다(9).

Water absorption index (WAI) =
 wet sediment weight

                            dry sample weight

쌀 쿠키 제조

쌀 쿠키는 쌀가루 300 g, 버터 180 g, 설탕 150 g, 소금 1.8 g,

베이킹파우더 3 g, 계란 48 g의 배합비로 제조하였다. 버터, 설탕,

소금, 베이킹파우더를 키친에이드(Kitchen-Aid Professional mixer,

St Joseph, MI, USA)를 이용하여 3분간 혼합하고 계란을 넣어 2

분간 혼합하여 크림화하였다. 크림화한 반죽에 쌀가루를 넣고 2

분간 혼합하여 쿠키 반죽을 제조하였다. 반죽은 두께 10 mm로

펴고, 지름 60 mm의 쿠키틀을 이용하여 성형하였다. 성형된 반

죽은 190oC로 미리 예열된 오븐(Daeyoung Co., Ansan, Korea)에

서 13분간 구워 쿠키를 완성하였다. 제조된 쿠키는 상온에서 1시

간 방냉한 후 품질 특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쌀 쿠키의 퍼짐성 측정

쌀 쿠키의 퍼짐성(spread ratio)은 쿠키의 높이와 직경의 비를

통해 나타냈다. 쿠키의 직경은 6개의 쿠키를 가로로 정렬해 측정

한 후, 쿠키를 90o로 회전하여 다시 측정하여 얻은 값을 각각 6

으로 나누어 평균값으로 나타냈다. 쿠키의 높이는 6개의 쿠키를

세로로 쌓아 측정한 후 순서를 바꿔 다시 쌓아 올려 반복 측정

하여 6으로 나눠 평균값으로 나타냈다(6).

쌀 쿠키의 경도

쌀 쿠키의 경도 측정은 텍스처분석기(TMS-Pro, Food Technol-

ogy Co., Sterling, VA, USA)를 통해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3

point banding test이며, 25 N 로드셀(load cell)에 프로브(알루미늄,

너비 0.5 cm, 길이 2 cm)를 부착하고, 프로브를 이동속도 50 mm/

min 조건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텍스처분석기의 운영 소프트웨어

상에서 나타난 그래프의 최고점을 쿠키의 경도(hardness)로 나타

냈으며, 각 시료당 10회 반복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냈다.

쌀 쿠키의 표면 색도

쌀 쿠키의 표면 색도는 제조된 쿠키의 중앙 부분을 색차계를

이용하여 나타냈으며,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 값으로 나

타냈다. 각 시료 당 6회 반복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냈으며,

색차계의 표준값은 L=98.07, a=0.18, b=1.57이다.

통계분석

모든 분석은 3회 이상 반복하여 실시 하였고, 연구 결과는 SAS

(version 9.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통계 프로그램

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냈다.

결과 및 고찰

쌀가루의 물리화학 특성

본 연구에 사용한 쌀가루의 물리화학 특성 중 손상녹말 함량

과 수분흡수지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쌀가루의 손

상녹말 함량은 다산-1호의 경우 5.27%로 가장 낮았으며, 보람찬

품종의 경우 10.18%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쌀가루의 손상

녹말의 함량은 빵이나 쿠키 품질에 관여하는 주요 인자로 쌀알

의 경도, 제분 공정 등에 따라 달라진다(10). 쌀가루의 수분흡수

지수(WAI)는 쌀가루의 손상녹말 함량, 입자크기, 도정도 등에 따

라 달라지게 되는데, 낮은 손상녹말 함량을 갖는 다산-1호 쌀가

루의 경우 낮은 수분흡수지수를 나타낸 반면, 높은 손상녹말 함

량을 갖는 보람찬 쌀가루는 높은 값을 나타냈다. 쿠키 반죽 제조

시 쌀가루의 낮은 수분흡수지수는 반죽 내에 결합하지 않는 자

유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이는 반죽을 연화시켜 점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쿠키 제조 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쌀 쿠키의 퍼짐성

쿠키의 퍼짐성은 쿠키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로,

높은 퍼짐성을 갖는 쿠키가 적합한 쿠키 품질로 여겨지며, 쿠키

의 퍼짐성은 쿠키 반죽의 물성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나타낸

다(11). 제조된 쿠키의 퍼짐성 지수는 다산-1호 품종으로 제조된

쌀 쿠키의 경우 5.46으로 가장 높았고, 새고아미 품종으로 제조

된 쌀 쿠키의 경우 4.25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Fig. 1). 이

러한 차이는 쿠키 반죽의 점성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쌀

가루 내 상대적으로 높은 손상녹말 함량을 갖는 쌀 품종인 새고

아미(손상녹말 9.68±0.23, WAI 2.00±0.17), 보람찬(손상녹말 10.18±

0.0.16, WAI 1.92±0.06), 백진주(손상녹말 8.91±0.14, WAI 2.13±

0.06) 품종의 경우(Table 1), 높은 수분흡수지수를 나타내게 된다.

손상녹말은 쿠키 반죽 내 수분과 결합하여 쿠키 반죽의 경도를

높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낮은 퍼짐성을 갖는 쌀 쿠키가 제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낮은 손상녹말 함량과 수분흡수지수를 갖

는 쌀 품종인 다산-1호(손상녹말 5.27±0.08, WAI 0.70±0.10), 한

아름(손상녹말 6.74±0.15, WAI 0.65±0.21), 팔방미(손상전분 6.87±

0.10, WAI 0.20±0.00) 쌀가루로 제조된 쿠키 반죽은 상대적으로

높은 자유수 함량으로 인해 반죽 내 설탕 등의 부재료를 잘 녹

이게 되고, 이는 쿠키 반죽의 점성을 낮춰 높은 퍼짐성을 갖는

쌀 쿠키가 제조된 것으로 판단된다(2).

Table 1. Damaged starch content and water absorption index

(WAI) of different rice varieties

Rice variety
Approximate amy-
lose content in the 
starch portion (%)

Damaged starch 
content (%)

Water
absorption 

index (WAI)

Palbangmi
High-amylose

(> 25)

6.87±0.10d 1.20±0.00c

Saegoami 9.68±0.23b 2.00±0.17a

Mimyeon 6.38±0.21e 1.50±0.10b

Dasan-1
Medium-amylose 

(~20)

5.27±0.08f 0.70±0.10d

Hanarm 6.74±0.15d 0.65±0.21d

Boramchan 10.18±0.16a 1.92±0.06a

Baegjinju Low-amylose (<10) 8.91±0.14c 2.13±0.06a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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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쿠키의 경도 및/와 퍼짐성

쿠키의 경도는 식감을 결정하며, 쿠키의 품질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12). 제조된 쿠키의 경도는 백진주 품종으로 제조한 쿠

키가 20.3 N으로 가장 높았고, 다산-1호 품종으로 제조한 쿠키가

8.22 N으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Fig. 2). 아밀로스 함량은 쌀가

루로 빵이나 국수를 제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이다. 그러나, 쿠키의 경우 설탕과 유지의 함량은 높은 반면, 수

분함량은 비교적 낮아 녹말의 호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13).

본 실험에서 또한 아밀로스 함량이 유사한 품종 간 쿠키의 경도

또한 큰 차이를 보여, 아밀로스 함량은 쿠키의 품질에 영향을 미

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높은 아밀로스 함량을 갖는 팔

방미, 새고아미, 미면 품종을 이용하여 쿠키를 제조할 시 아밀로

스 체인의 빠른 응집으로 인해 저장 과정 중에 경도가 높아질 가

능성이 있어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12).

퍼짐성이 낮은 쿠키의 경우 결과적으로 치밀한 구조의 쿠키 크

럼(crumb)을 형성하여 높은 경도의 쿠키를 나타내게 된다(14). 낮

은 퍼짐성을 나타내는 쌀 품종인 새고아미, 보람찬 품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경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손

상녹말 함량 등에 의한 높은 수분흡수지수로 인해 나타난 것으

로 판단된다. 쌀가루의 높은 수분흡수지수는 쿠키의 퍼짐성을 낮

아지게 하고, 경도를 높여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낮은 수분흡수지수를 갖는 다산-1호, 한아름, 팔방미, 미면 품종

의 경우 낮은 경도를 나타내 쿠키 제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백진주 품종의 경우 반찰벼로 다른 품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

밀로펙틴의 함량이 높다. 아밀로펙틴의 가지 구조는 열린 구조

(open structure)를 형성하여 쉽게 물을 흡수할 수 있는데, 이로 인

해 높은 수분흡수지수를 나타내게 된다(15). 이는 결과적으로 반

죽이 굽기 공정에서 퍼지지 못하고 치밀한 구조를 나타내 높은

경도를 나타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낮은 아밀로

스 함량을 갖는 반찰벼 품종인 백진주의 경우 쿠키 제조에 적합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낮은 손상녹말 함량과 수분흡수지수

를 갖는 쌀가루가 쿠키를 제조했을 때 높은 퍼짐성과 낮은 경도

를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쌀 쿠키 표면 색도 분석

쌀 쿠키의 표면 색도는 굽기 공정 중 환원당과 단백질 간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메일라드 반응에 의해 주로 나타난다(16). 국

립식량과학원에 따르면 미면, 다산-1호, 한아름 품종의 단백질 함

량은 각각 8.4, 7.6, 8.2%로 단백질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 품

종으로 제조한 쌀 쿠키의 표면 색도는 다른 품종을 이용한 쌀 쿠

키 표면 색도에 비해 낮은 명도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조군으로 사용한 밀가루 쿠키의 표면 색도 값은

Fig. 2 Hardness of the rice cookies prepared with different rice
flours (Palbangmi, PBM; Saegoami, SGAM; Mimyeon, MM;

Dasan-1, DS; Hanarm, HAR; Boramchan, BRC; Baegjinju,

BJJ). Bar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Fig. 1 Spread ratio of the rice cookies prepared with different
rice flours (Palbangmi, PBM; Saegoami, SGAM; Mimyeon,

MM; Dasan-1, DS; Hanarm, HAR; Boramchan, BRC;

Baegjinju, BJJ). Bar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Table 2. Mean particle size of rice flours prepared with different

rice varieties

Rice variety Size (µm)

Palbangmi 99.25±1.17b

Saegoami 79.51±0.78e

Mimyeon 98.25±0.83b

Dasan-1 109.79±0.24a

Hanarm 87.92±0.64c

Boramchan 58.69±0.15f

Baegjinju 83.77±0.61d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Table 3. Surface color of the rice cookies prepared with different
rice flours

Rice variety Lightness (L*) Redness (a*) Yellowness (b*)

Wheat flour
(control)

67.14±1.56 6.28±0.48 32.64±0.92

Palbangmi 80.42±0.23b 0.70±0.14a 23.09±0.11a

Saegoami 82.26±0.09a -1.58±0.05d 20.22±0.09cd

Mimyeon 79.25±0.19c -0.62±0.09c 20.02±0.27cd

Dasan-1 79.26±0.53c -0.80±0.19c 22.13±0.24b

Hanarm 79.58±0.33c 0.06±0.13b 23.17±0.60a

Boramchan 81.86±0.58a -1.83±0.13d 19.56±0.62c

Baegjinju 81.96±0.43a -2.09±0.46d 20.76±1.25d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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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7.14, a*=6.28, b*=32.64로 쌀 쿠키의 표면 색도에 비해 낮

은 명도값과 높은 적색도와 황색도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쌀 쿠키 표면 색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Table 3).

요 약

본 연구의 목표는 7가지 쌀 품종(팔방미, 새고아미, 미면, 다산

-1호, 한아름, 보람찬, 백진주)을 이용한 쌀가루의 물리화학적 특

성 분석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쌀 쿠키의 품질 특성을 조

사하는 것이다. 7가지 쌀가루를 이용하여 제조한 쿠키의 품질 특

성 분석 결과 다산-1호, 한아름, 팔방미 품종을 이용하여 제조한

쿠키가 큰 퍼짐성과 낮은 경도를 나타내 적합한 특성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산-1호, 한아름, 팔방미 쌀가루가 낮은 수

분흡수지수(WAI)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낮

은 아밀로스 함량을 갖는 백진주 품종은 녹말 구조에 따른 높은

수분흡수지수 때문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

밀로스 함량이 20% 수준인 중간 아밀로스 품종과 낮은 수분흡

수지수를 갖는 쌀가루가 쌀 쿠키 제조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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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verall appearances of the rice cookies prepared with (A) Dasan-1, (B) Hanarm, (C) Boramchan, and (D) Baegjinju rice flou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