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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루로 제조한 쌀 쿠키의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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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uthor made rice cookies using 100% rice and measured their density, spreadability, color, hardness, and fatty acid 
contents. The density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wheat cookies and the rice cookies made here; however, the 
density of dough tended to be higher in the rice cookies. Spreadability tended to be lower in rice cookies than wheat cookies. 
Regarding the color of rice cookies, L, indicating brightness, was found to be higher in rice cookies than in wheat cookies, 
and a, indicating redness, was found to be lower in rice cookies than in wheat cookies. B, indicating yellownes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wheat cookies and rice cookies, and hardness tended to be lower in rice cookies. Regarding 
fatty acid contents, saturated fatty acids such as myristic acids, palmitic acids, and stearic acids were found in rice cookies; 
However, the contents of saturated fatty acids tended to be lower in rice cookies than in wheat cookies. The monounsaturated 
fatty acids found in rice cookies were mainly oleic acids, and the polyunsaturated fatty acids found in them were linoleic 
acid, and these were found more in rice cookies than in wheat cookies. Concerning essential fatty acids such as linoleic 
acids, linolenic acids, or arachidonic acids, they were found more in cookies made of rice powder than in those made of 
wheat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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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쌀은 밀, 옥수수와 함께 세계 3대 곡물 중의 하나로 아시아

에서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밥을 지어 

섭취하여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Oh 등 2017).
오늘날 급속한 산업의 발전으로 농촌인구의 감소와 더

불어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면서 외식산업이 발달하고, 식습

관의 간편화로 쌀 소비가 줄어 쌀의 이용문제가 대두하였다

(Sim 등 2017). 국내 쌀 소비량은 식생활의 서구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증가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2011년 71.2 
kg에서 2017년 61.8 kg으로 매년 약 1~2 kg씩 감소하고 있

다(Sim 등 2017). 쌀 소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가공

제품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Han & Gouk 2014, 
Cornejo & Rosell 2015; Yoon 등 2016).

식품의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고, 그 가운데 간편하게 먹

을 수 있는 제과․제빵의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다. 쿠키는 달콤한 맛과 바삭한 조직감을 지니고 있고 수분함

량이 낮아 미생물 생육이 어렵기 때문에, 저장성이 우수한 간

식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Kim & Chung 2011). 건강지향성 

베이커리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쌀을 첨가한 베

이커리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흑미가루 첨

가 쌀 식빵(Im & Lee 2010), 돼지감자분말 첨가 쌀 스펀지케

이크(Kim 등 2014), 머루 분말 첨가 쌀 쉬폰케이크(Bing & 
Chun 2015), 흑미 쌀가루를 연질미와 배합한 쌀 식빵(Cho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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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ies (g) Rice cookies (g)
Wheat flour 120 -
Rice flour - 120

Egg 80 80
Butter 60 60
Suger 52 52
Salt 2 2

Baking powder 2 2

Table 1. Formula for rice and wheat cookies

2015), 해나루쌀 첨가 식빵(Ju & Lee 2016), 초석잠 쌀 영양바

(Joo & Choi 2017), 민들레복합분말 쌀 쿠키(Byeon 등 2017) 
등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쌀 함량 100%인 쌀 쿠키의 레시피를 개

발하였으며, 개발된 쌀 쿠키의 품질 특성을 측정하여 제과제

품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쌀가루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박력분(CJ, Seoul, Korea), 쌀가루(Haessal-

maroo, Seoul, Korea), 버터(Seoulmilk, Seoul, Korea), 베이킹파

우더(Ruf, Lebensmittelwerk, Quakenbruck, Germany), 설탕(CJ, 
Seoul, Korea), 달걀, 소금(Chungjungone, Seoul, Korea) 등을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였다.

2. 쌀 쿠키제조
쌀 쿠키 제조는 Lee & Jeong(2009)과 Choi HY(2009)의 방

법을 참고하여 본 연구실에서 선행연구로 개발된 레시피를 

이용하였다(Table 1). 중탕한 버터에 설탕, 달걀을 넣고 2분간 

혼합시켜 크림상태로 만들었다. 그 후 밀가루, 쌀가루, 베이

킹파우더를 체질하여 크림화한 재료와 섞고, 30초간 혼합한 

다음 반죽을 한 덩어리로 뭉쳐 냉장고에서 1시간 휴지시켰

다. 휴지가 끝난 반죽을 5 mm로 민 다음 둥근 모양틀(직경 

5 cm)로 찍어 윗불 190℃, 아랫불 150℃의 오븐(FDO 71-3, 
Daeyoung Co., Seoul, Korea)에서 13분간 구웠다. 완성된 쿠키

는 오븐에서 꺼내어 실온에서 2시간 방냉한 후 시료로 사용

하였다.

3. 반죽의 밀도 및 퍼짐성측정
반죽의 밀도(density)는 메스실린더에 일정량의 증류수를 

넣고, 쿠키 반죽 5 g을 넣은 후 증가한 부피를 구하여 계산하

였다. 쌀 쿠키의 퍼짐성(spread ratio)은 직경에 대한 두께의 

비로 나타낸 것으로 직경은 쿠키 6개를 나란히 수평으로 정

렬한 후 전체 길이를 측정하고, 각각의 쿠키를 90°로 회전시

킨 후 같은 방법으로 전체 길이를 측정하여 쿠키 한 개에 대

한 평균 직경을 구하였다. 쿠키의 두께는 위의 쿠키 6개를 수

직으로 쌓은 후 수직 높이를 측정하고, 다시 쿠키의 놓인 순

서를 바꾸어 높이를 측정하여 쿠키 한 개에 대한 평균 두께를 

구하였다. 쿠키 1개에 대한 평균 직경과 두께는 3회 반복 측

정한 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AACC 2000).

4. 색도 및 경도측정
쌀 쿠키의 색도는 색차계(CR-300, Minolra Co., Osaka, Japan)

를 사용하여 시료별로 L값(lightness, 명도), a값(redness, 적색

도), b값(yellowness, 황색도)을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Cho 등 2013). 경도측정은 Texture analyzer(TA-XT2 
express, Stable Micro System Ltd, Haslemere, UK)를 사용하였

다. 이때에 측정 조건은 pre-test speed는 3.0 mm/sec, test speed
는 1.0 mm/sec, post test speed 1.0 mm/sec, distance는 5.0 mm, 
time은 5.00 sec, trigger force는 5.0 g, 35 mm의 probe type을 

사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5. 지방산 분석
시료를 chloroform-methanol로 추출․여과하여 감압농축한 

시료를 100 mg을 가지형 플라스크에 취하고, 1 N-KOH․
ethanol 용액 4 mL를 섞어 유지방울이 없어질 때까지 교반시

킨 다음 14% BF3-Methanol 5 mL를 가한다. 환류냉각기를 부

착하여 5분간 80℃에서 가열하였고, 이 용액에 NaCl 포화용

액 3 mL를 가하고, 다시 hexane 1 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은 

후 시험관에 옮겨 정치하였고, 상층을 분취하여 무수 Na2SO4

를 넣어 수분을 제거하고, 0.5 mL를 vial에 채취한 후 GC로 

분석하였다(Folch 등 1957). 분석에 필요한 조건으로 column
은 SPTM－2,560 capillary column(100 m length × 0.25 mm I.d. 
× 0.25 μm film thickness)을 사용하고, oven temperature: 140℃
(10 min) → 4℃/min → 240℃(30 min) split ratio: 1; 80, Detector: 
flame ionization detector로 분석하였다.

6. 통계처리
본 실험 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 프로그램

(ver. 21.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 결과들은 3회 반복 측정한 평균값을 이용하여 시료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가 있으면 t-test를 통해 사후 검증

하였다(p<0.05).

실험결과 및 고찰

1. 반죽의 밀도 및 쿠키의 퍼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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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L a b Hardness
Cookies 57.80±6.52*** 8.28±2.77*** 24.23±1.47 1,690.95±64.88***

Rice cookies 79.18±2.61 0.08±1.44 23.79±0.77 832.68±31.04
1) Al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2) * p<0.05, ** p<0.01 and *** p<0.001; paired t-test comparison of two different cookies.

Table 3. Color parameters values and hardness of rice and wheat cookies

Sample Density (g/mL) Spreadability
Cookies 1.16±0.01*1)2) 5.25±0.03***

Rice cookies 1.24±0.02 4.97±0.02
1) Al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

minations.
2) * p<0.05, ** p<0.01 and *** p<0.001; paired t-test comparison 

of two different cookies.

Table 2. Density, spreadability of rice and wheat cookies

반죽의 밀도 및 쿠키의 퍼짐성 측정결과는 Table 2와 같다. 
반죽의 밀도는 쿠키 품질을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로 반죽의 

혼합방법, 시간, 굽는 온도, 지방의 종류 등에 따라 영향을 받

는데, 밀도가 낮으면 쿠키가 작아지고 딱딱해지는 반면, 밀도

가 높으면 쉽게 부서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Kim 등 2013). 또한, 밀도는 완성된 쿠키의 향과 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HadiNezhad & Butler 2009). 반죽

의 밀도는 밀쿠키와 쌀 쿠키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쌀 쿠키에서 반죽의 밀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퍼짐성 지수는 평균직경에 대한 두께의 비로 나타내며, 

쿠키용 밀가루의 품질지표로서 사용되며, 퍼짐성이 높은 

쿠키일수록 품질이 좋다고 보고되고 있다(Lee 등 2008). 쿠키

의 퍼짐성은 반죽이 오븐 열에 의해 가열되기 시작하면 중

력적인 유동성에 의해 팽창하기를 시작하여 반죽 내 단백

질인 글루텐의 유리전이로 연속적 상태가 되어 반죽 유동

이 중단될 때까지 일어나는데, 중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반

죽의 점성에 의해 퍼짐성이 조절된다(Cho 등 2006). 쿠키의 

퍼짐성은 반죽 중 버터와 설탕의 함량, 수분 함량 및 점도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었으며, 특히 수분의 함량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반죽 내 수분이 자유수로 존재할 경우, 
퍼짐성 지수는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다(Jin 등 2006). 식이섬

유소가 함유되어 있는 재료는 쿠키의 제조과정에서 글루텐

의 망상조직을 형성하여 퍼짐성이 감소한다고 보고되어 있

다(Gorczy & Zabik 1979). 본 연구에서는 밀쿠키보다 쌀 쿠키

에서 퍼짐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 쌀 쿠키의 색도 및 경도측정
쿠키의 색은 주로 당에 의한 영향이 크고, 환원당에 의한 

비효소적 갈변과 열에 불안정한 당 반응에 의해 가장 큰 영

향을 받아 오븐 내에서 표면색이 크게 변한다고 보고되고 있

다(Park 등 2002). 쌀 쿠키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밀쿠키보다 쌀 쿠키에서 명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밀쿠키보다 쌀 쿠

키에서 낮은 값을 나타냈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밀쿠

키와 쌀 쿠키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초석잠 분말을 첨가

한 쌀 쿠키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 명도(L) 값은 60.08~78.91, 
적색도(a) 값은 －1.58~5.25, 황색도(b) 값은 24.09~28.89의 범

위를 나타냈다((Joo & Choi 2017). 쿠키의 경도는 여러 인자

의 영향을 받는데, 부재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부

재료의 수분 함량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등 2002). 쌀 쿠키의 경도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쌀 쿠키에서 경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밀가루의 일부를 다른 소재로 대체하면 제과제품의 구조 형

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Kim YA 2011), 본 연구에서도 반

죽 내 글루텐 형성이 감소되어 압력을 가했을 때 조직이 쉽게 

부서져 경도가 낮게 측정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도라지 분말 첨가 쿠키(Jeong 등 2013), 부추 분말 

첨가 쿠키(Lim 등 2009), 청국장 분말 첨가쿠키(Bang 등 

2011) 등이 부재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감소되었

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비파잎 분말 첨가 쿠키(Cho & Kim 2014), 더덕분말 첨가 쿠

키(Song & Lee 2014), 당귀 분말 첨가 쿠키(Choi SH 2009), 
대나무잎 분말 첨가 쿠키(Lee 등 2006)는 부재료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경도는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상

이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3. 쌀 쿠키의 지방산 분석
쌀 쿠키의 지방산 조성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

었다. 포화 지방산은 myristic acid, palmitic acid, stearic acid 
로 나타났다. 밀쿠키에 비해 쌀 쿠키에서 포화지방산 함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단일불포화지방산은 주로 oleic acid
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가불포화지방산의 조성은 

linoleic acid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밀쿠키보다는 쌀

쿠키에서 높게 나타났다. 필수지방산인 linoleic acid, linolenic 
acid, arachidonic acid의 경우, 밀로 제조한 것보다는 쌀가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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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ies Rice 
cookies

Butyric acid (C4:0) 2.63 2.07
Caproic acid (C6:0) 1.38 1.21

Caprylic acid (C8:0) 1.48 1.27
Capric acid (C10:0) 3.50 2.94
Luric acid (C12:0) 4.54 4.03
Myristic acid (C14:0) 10.51 9.56
Pentadecanoic acid (C15:0) 0.70 0.60
Palmitic acid (C16:0) 25.74 23.86

Heptadecanoic acid (C17:0) 7.23 10.24
Stearic acid (C18:0) 11.23 10.91
Arachidic acid (C20:0) 0.32 0.35
Heneicosanoic acid (C21:0) 0.24 0.20
Tricosanoic acid (C23:0) 0.21 0.36

Saturated 69.70 67.60

Myristoleic acid (C14:1) 0.49 0.69
Palmitoleic acid (C16:1) 1.37 1.29
Elaidic acid (C18:1n9t) 0.10 0.08
Oleic acid (C18:1n9c) 19.27 16.80
cis-11-Eicosenoic acid (C20:1) 0.19 0.44

Monounsaturated 21.42 19.29

Linolelaidic acid (C18:2n6t) 1.32 2.25
Linoleic acid (C18:2n6c) 6.33 8.44
cis-11,14-Eicosadienoic acid (C20:2) 0.00 0.15
Linolenic aicd (C18:3n3) 1.12 1.96
cis-8,11,14 -Eicosatrienoic aicd (C20:3n6) 0.11 0.13
cis-5,8,11,14,17-Eicosapentaenoic 
acid(C20:5n3) 0.00 0.18

Polyunsaturated 8.88 13.11

Table 4. Fatty acid content of rice and wheat cookies

만든 쿠키에서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결과 및 고찰

쌀 함량 100%인 쌀 쿠키를 제조하여 밀도, 퍼짐성, 색도, 
경도, 지방산 함량을 측정하였다. 밀도는 밀쿠키와 쌀 쿠키에

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쌀 쿠키에서 반죽의 밀

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퍼짐성의 결과는 밀쿠키보다 쌀 

쿠키에서 퍼짐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쌀 쿠키의 색도

는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밀쿠키보다 쌀 쿠키에서 명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밀쿠키보다 쌀 쿠

키에서 낮은 값을 나타냈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밀쿠

키와 쌀 쿠키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쌀 쿠키에서 경도

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쌀 쿠키의 지방산 함량은 포화 

지방산은 myristic acid, palmitic acid, stearic acid로 나타났다. 
밀쿠키에 비해 쌀 쿠키에서 포화지방산함량이 낮아지는 경

향을 보였다. 단일불포화지방산은 주로 oleic acid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가불포화지방산의 조성은 linoleic acid
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밀쿠키보다는 쌀 쿠키에서 

높게 나타났다. 필수지방산인 linoleic acid, linolenic acid, 
arachidonic acid의 경우, 밀로 제조한 것보다는 쌀 가루로 만

든 쿠키에서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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