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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rice pie, a bakery item, to enhance use of rice flour and analyze quality 
characteristics of rice pie by adding roasted peanut flour and peanut sprout flour. Water content of rice pie adding roasted 
peanut flour or peanut sprout flour is lower than that of wheat pie. The pH of rice pie is lower than that of wheat pie, 
and pH becomes higher when roasted peanut flour or peanut sprout flour is added. Density of dough is lower in rice pie 
than in wheat pie, and when roasted peanut flour or peanut sprout flour is added, rice pie reveals higher density. Loss 
rate is higher in rice pie than in wheat pie, and when roasted peanut flour or peanut sprout flour is added, rice pie reveals 
lower loss rate. When roasted peanut flour or peanut sprout flour is added to rice pie, its brightness (L) and yellowness 
(b) decrease, while redness (a) increases. Hardness is higher in pie made of rice powder than in wheat pie, and when roasted 
peanut flour or peanut sprout flour is added, hardness becomes lower. Regarding composition of fatty acids in rice pie, 
saturated fatty acids observed are myristic acids, palmitic acids, and stearic acids. Monounsaturated fatty acids found are 
mainly oleic acids. Polyunsaturated fatty acids detected are linoleic acids, and are found more in pie made of rice powder, 
than in wheat 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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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쌀은 주곡으로 1인당 소비량은 2017년 60.4 kg/인으로 매

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또한 매년 쌀 소비량보다 공급량이 

높아 2017년 양곡 재고량은 1,887천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Kim 등 2017). 쌀 재고량은 보관에만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

되어 쌀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다양한 쌀 가공식

품의 개발을 통한 쌀의 수요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쌀가루는 쌀을 제분한 후 가루형태로 만들어서 편리 및 

다양화에 따라 떡류, 이유식, 식사대용 등의 가공 원료로써 

이용되며, 밀을 이용하는 식품을 쌀가루로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Gallaghera 등 2004; Fabiola 등 2015; 
Han 등 2011).

쌀가루에 관한 연구로는 주로 쌀가루를 이용한 제품개발



Vol. 31, No. 5(2018) 볶음땅콩가루, 새싹 땅콩가루를 첨가한 쌀파이의 품질 특성 767

Sample Wheat pie Rice pie Rice pie with roasted
peanut flour pie

Rice pie with peanut
sprout flour pie

Wheat flour 144 - - -

Rice flour - 144 144 144

Egg 75 75 75 75

Butter 105 105 105 105

Sugar powder 40 40 40 40

Oligosaccharides 20 20 20 20

Walnut 35 35 35 35

Water 5 5 5 5

Cinnamon powder 0.5 0.5 0.5 0.5

Almond powder 20 20 20 20

Sugar 20 20 20 20

Salt 1 1 1 1

Roasted peanut powder - - 20 -

Peanut sprout powder - - - 20

Table 1. Formulations of rice pie with roasted peanut and peanut sprout flour (unit: g)

(Kim HY 2007; Choi ID 2010; We 등 2010; Yoon 등 2016) 등
의 연구가 보고되었으며, 쌀가루 제조에 관한 연구로는 제분

조건(Kim EM 2010), 제분방법(Kum & Lee 1999; Lee 등 2015; 
Bourekoua 2016) 및 제분기의 종류(Chiang & Yeh 2002)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제품으로는 케이크(Macro & Rosell 2008; 
Moon & Park 2008; Mariotti 등 2009; Rothschild 등 2015; 
Joung 등 2017). 글루텐 프리 식빵(Kang 등 2014), 쿠키(Joung 
등 2017), 파스타(Jung & Yoon 2017) 등의 연구가 보고되었으

나, 수요에 비해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태이다.
땅콩(Arachis hypogaea L.)은 콩과에 속하는 작물로 간식

용으로 이용되거나, 조리용 기름, 제과, 제빵 및 아이스크림용 
부재료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Lee 등 2004). 새싹 땅콩은 기

존의 땅콩보다 vitamin C, niacinamide, thiamin, pyridoxine의 

함량이 높고, 항산화 물질인 resveratrol 성분이 약 9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010). 땅콩의 단백질은 25~34% 정도를 

함유하고 있는데, 주단백질인 α-arachin은 열에 안정적이어서 

볶았을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Meucere 
1969; Young & Hammons 1978; Park 등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쌀가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제과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중 쌀파이에 볶음

땅콩가루, 새싹땅콩가루를 첨가하여 품질 특성을 분석하

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시중에 유통되는 쌀가루는 덕산제품을 구입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달걀(Moguchon, Seoul, Korea), 버터(Seoulmilk, 
Yangju, Korea), 설탕(CheilJedang Corporation, Seoul, Korea), 
소금(Haepyo, Seoul, Korea) 등 파이에 필요한 재료들은 대형

마트에서 구입하였다.

2. 쌀파이 제조

쌀파이 제조는 본 연구실에서 선행연구로 개발된 레시피

를 이용하였으며, 배합표는 Table 1과 같다. 볼에 쌀가루를 체

치고 실온에 둔 버터, 슈가파우더, 소금, 계란을 넣고 손으로 

반죽하여 비닐에 넣어 냉장고에서 1시간 휴지시킨다. 휴지시

킨 반죽을 꺼내어 바닥에 덧가루를 뿌리고 밀대로 밀어 직경

이 13 cm인 파이 틀에 맞추어 성형한다. 파이가 구워지며 부

푸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크로 바닥을 찍고 땅콩, 아몬

드, 호두를 잘게 다져 파이 위에 뿌린 다음 그 위에 파이 틀의 

80% 정도 충전물을 부어준다. 오븐용 철판에 겹치지 않게 4
개씩 놓고 180℃에 10분간 예열한 오븐에 넣어 35분간 구워

준다. 다 구워진 파이는 식힘 망에 옮겨 식히고 비닐에 담아 

냉장 보관하였다.

3. 수분함량 및 pH 측정

수분함량은 적외선 수분측정기(MB45 Moisture Analyzer, 
Ohaus Co., Zurich, Switzerland)로 측정하였다. pH는 시료별로 

각각 10 g을 취하여 10배의 증류수를 넣고 homogenizer(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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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oisture content (%) pH

Wheat pie 7.49±0.67a 6.71±0.01c

Rice pie 6.06±0.35b 6.29±0.00d

Rice pie with roasted
peanut flour pie 5.81±0.59bc 6.99±0.00a

Rice pie with peanut
sprout flour pie 4.70±0.80c 6.79±0.00b

Table 2. Moisture content and pH of rice pie with 
roasted peanut and peanut sprout flour

2100, Kinematica AG, Lucerne, Switzerland)로 3,000 rpm에서 

3분간 균질화한 다음 상등액을 Whatman No. 2(Whatman plc., 
Kent, UK)로 여과하여 얻은 여액으로 측정하였고, 모든 실험

은 3회 반복 측정한 후에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4. 반죽의 밀도와 손실률 측정

반죽의 밀도(density)는 메스실린더에 일정량의 증류수를 

넣고 파이 반죽 5 g을 넣은 후 증가한 부피로 계산하였다. 파
이의 굽기 손실률은 반죽 무게와 파이 무게를 3회 반복 측정

한 후 계산하였다(AACC 1995).

5. 색도 및 경도측정

쌀파이의 색도는 색차계(CR-300, Minolta Co., Osaka, Japan)
를 사용하여 시료별로 L값(lightness, 명도), a값(redness, 적색

도), b값(yellowness, 황색도)을 3회 반복하여 측정해 평균값

을 산출하였다. 쌀파이의 경도측정 texture analyzer(TA-XT2 
express, Stable Micro System Ltd., Haslemere, UK)를 사용하였

다. 이때에 측정 조건은 파이의 충전물을 제거하고, 25.0 × 
25.0 × 10.0 mm의 형태로 절단하여 pre-test speed는 3.0 mm/sec, 
test spee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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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aluminium 
cylinder probe type을 사용하여 시료별로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6. 지방산 분석

시료를 chloroform-methanol로 추출․여과하여 감압․농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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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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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통계처리

본 실험 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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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결과들은 3회 반복 측정한 평균값을 이용하여 일원배

치 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시료 간의 차이를 분석하

였고, 시료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가 있으면 Duncan’s 
multiple test를 통해 사후 검증하였다(p<0.05).

결과 및 고찰

1. 쌀파이의 수분함량 및 pH 측정

쌀파이의 수분함량과 pH 측정결과는 Table 2와 같다. 밀파

이에 비해 쌀로 만든 파이에서 수분함량이 낮게 나타났으며, 
볶음땅콩가루나 새싹 땅콩가루를 첨가했을 때 수분함량이 

낮게 나타났다. 미강 분말(Jang 등 2010) 첨가 쿠키, 곡류가루 

첨가 par-baked 모닝빵의 연구(Kim 등 2014)에서 현미, 보리, 
귀리, 고아미 2호를 첨가한 모닝빵은 밀가루 모닝빵에 비해 

수분함량이 낮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율피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항산화 활성 및 품질 특성(Joo & 
Choi, 2012)에서 사용된 밀가루의 수분함량은 12% 정도인데, 
다류소재 식물류 중의 항산화 물질 함량 분석(Kim 등 1999)
에서 땅콩의 수분함량은 3~4% 정도로 밀가루와 큰 수분함

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볶음땅콩이나 새싹 땅콩가

루가 첨가된 파이의 수분함량이 낮게 측정되는 이유는 상대

적으로 수분함량이 낮은 땅콩이 첨가되었기 때문이라 생각

된다.
쌀파이의 pH 측정결과는 Table 2와 같다. pH는 밀파이에 

비해 쌀로 만든 파이에서 pH가 낮게 나타났으며, 볶음땅콩가

루나 새싹 땅콩가루를 첨가하였을 때 pH가 높게 나타났다. 
감국 분말 첨가 쿠키는 감국 분말을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
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Bae 등 2009), 흑임

자 분말을 첨가한 쿠키는 흑임자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Lim 
& Lee 2015). 선행 연구의 결과에 따라 쿠키에 첨가되는 부재

료에 의하여 pH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반죽의 밀도 및 쌀파이의 손실율

반죽의 밀도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밀 파이에 비해 

쌀로 만든 파이에서 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볶음땅콩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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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Density (g/mL) Loss rate(%)
Wheat pie 1.16±0.01d 4.03±0.01c

Rice pie 1.24±0.01c 4.17±0.01a

Rice pie with roasted
peanut flour pie 1.34±0.01b 4.11±0.02b

Rice pie with peanut
sprout flour pie 1.37±0.01a 4.13±0.01b

Table 3. Density and loss rate of rice pie with roasted 
peanut and peanut sprout flour

Sample L a b Hardness (g)

Wheat pie 78.58±0.83a －4.51±0.31c 17.00±0.63c 2,012.87±96.61b

Rice pie 69.91±0.46b 1.64±0.45b 25.75±0.97a 2,648.97±50.42a

Rice pie with roasted peanut flour pie 60.05±0.91c 3.90±0.63a 20.29±0.44b 1,272.68±64.85c

Rice pie with peanut sprout flour pie 56.97±0.64d 3.53±0.70a 19.82±0.32b 1,309.23±110.68c

Table 4. Color and hardness of rice pie with roasted peanut and peanut sprout flour

나 새싹 땅콩가루를 첨가했을 때 쌀파이보다는 밀도가 유의

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쌀 분말

(Lee & Lim 2013), 기능성 쌀 분말(Kim 등 2002a)을 첨가한 

쿠키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밀도는 반죽의 팽창 정도

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반죽의 혼합방법, 시간, 굽는 온도, 지
방의 종류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밀도가 낮으면 쿠키가 

작아지고 딱딱해지는 반면, 밀도가 높으면 쉽게 부서지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im 등 2013). 쌀파이의 손

실률은 Table 3과 같다. 굽기 손실률은 반죽을 구울 때 발생

하는 수분손실에 의해 발생되며, 낮을수록 좋다고 알려져 있

다(An 등 2010). 밀파이에 비해 쌀로 만든 파이에서 손실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볶음땅콩가루나 새싹 땅콩가루를 첨가했을 

때 쌀파이보다는 손실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흑

미 미강 분말을 첨가한 쿠키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Joo & Choi 2012). Jeong & Yoo(2010)의 검은콩 분말을 이

용한 스펀지케이크의 품질 특성 연구에서 반죽이 팽창하면

서 반죽 안의 수분이 기체로 증발되며, 이러한 원인이 굽기 

손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어 쌀보다 수분함량이 

낮은 땅콩재료의 첨가가 낮은 손실률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

된다. 수분함량이 높은 밀가루에서 가장 낮은 손실률을 보이

는데, 곡류가루 첨가 par-baked 모닝빵의 연구(Kim 등 2014)
에 따르면 밀가루빵이 글루텐의 망상구조에 수분을 함유하

고 있어 손실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쌀파이의 색도 및 경도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밀파이보다는 쌀가루파이에서 감소하였으며, 볶음땅콩가루

와 새싹땅콩가루를 첨가한 파이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

났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볶음땅콩가루와 새싹땅콩가

루에서 높게 나타났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밀파이보다

는 쌀가루로 만든 파이에서 황색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볶음

땅콩가루와 새싹 땅콩가루를 첨가한 파이에서 낮게 나타났

다. 쌀로 제조한 파이에서 볶음땅콩가루와 새싹땅콩가루를 

첨가했을때 명도(L)와 황색도(b)는 감소하고, 적색도(a)는 증

가한 경향을 보였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땅콩요구르트 제조

에 관한 연구(Bang 등 2004)에서 색도는 땅콩박의 함량이 증

가할수록 명도는 감소하고 적색도는 증가하며, 황색도는 증

가하였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땅콩분말을 첨가

한 죽의 품질 특성(Park 등 2015)의 연구에서도 땅콩분말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는 낮아지고 적색도와 황색도는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본 실험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

다. 차전자피 첨가 스펀지케이크의 단면 색도는 전반적으로 

명도가 감소하고, 적색도는 증가하며, 황색도는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Beikzadeh 등 2016), 본 연

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브로콜리 분말 첨가 식빵 연구

(Lee SH 2015)에서 브로콜리 첨가량에 따라 식빵의 L값은 감

소하고, a값과 b값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우엉 분말

(Kim 등 2017), 연근 분말(Kim 등 2002b), 감잎 분말(Lim & 
Lee 2016)을 첨가한 쿠키에서 명도는 감소한 경향을 보였

으며, 노니 분말(Kim & Lee 2015), 야콘가루(Lee JA 2014) 첨
가 쿠키에서는 부재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황색도가 감소

하였고, 알로에 베라(Yu HH 2014) 첨가 쿠키에서는 황색도

가 증가하여 첨가 물질에 따라 각기 다른 색도 특성을 나타

내었다.
파이의 경도는 밀파이보다는 쌀가루로 만든 파이에서 경

도가 증가하였으며, 볶음땅콩가루, 새싹땅콩가루를 첨가하였

을 때 경도는 낮아졌다. 밤 분말(Joo SY 2013) 첨가 쿠키 연구

에서는 각각의 부재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감소하

여 본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볶은 콩가루

(Lee & Lim 2013)를 첨가한 쿠키에서는 부재료 첨가량 증가

에 따라 경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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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Fatty acids Wheat pie Rice pie Rice pie with roasted 

peanut flour pie 
Rice pie with peanut 

sprout flour pie

Butyric acid (C4:0) 2.10 1.56 1.93 1.80

Caproic acid (C6:0) 1.19 0.94 1.18 0.86

Caprylic acid (C8:0) 1.26 0.93 1.17 1.03

Capric acid (C10:0) 2.91 2.26 2.80 2.45

Luric acid (C12:0) 4.17 2.99 3.72 3.17

Myristic acid (C14:0) 10.00 7.27 8.56 8.21

Pentadecanoic acid (C15:0) 0.62 0.52 0.68 0.58

Palmitic acid (C16:0) 25.74 21.02 23.06 25.77

Heptadecanoic acid (C17:0) 7.39 4.95 4.57 3.51

Stearic acid (C18:0) 12.02 9.27 10.58 10.74

Arachidic acid (C20:0) 0.38 0.79 0.90 0.78

Heneicosanoic acid (C21:0) 0.31 0.20 0.35 0.00

Behenic acid (C22:0) 0.14 1.01 1.13 0.94

Tricosanoic acid (C23:0) 0.39 0.23 0.49 0.21

Lignoceric acid (C24:0) 0.00 4.38 0.50 0.45

Saturated 68.62 58.32 61.68 60.50

Myristoleic acid (C14:1) 0.77 0.61 0.83 0.62

Palmitoleic acid (C16:1) 1.63 1.12 1.54 1.13

Elaidic acid (C18:1n9t) 0.32 0.08 0.10 0.08

Oleic acid (C18:1n9c) 20.16 25.42 22.69 24.50

cis-11-Eicosenoic acid (C20:1) 0.10 0.36 0.47 0.34

Monounsaturated 22.98 27.60 25.63 26.67

Linolelaidic acid (C18:2n6t) 1.23 0.80 0.68 0.36

Linoleic acid (C18:2n6c) 6.49 12.49 11.10 12.02

Linolenic aicd (C18:3n3) 0.67 0.61 0.66 0.45

cis-8,11,14-Eicosatrienoic aicd (C20:3n6) 0.00 0.10 0.16 0.00

cis-5,8,11,14,17-Eicosapentaenoi c acid  (C20:5n3) 0.00 0.08 0.09 0.00

Polyunsaturated 8.40 14.08 12.69 12.83

Table 5. Fatty acid composition of rice pie with roasted peanut and peanut sprout flour

4. 쌀파이의 지방산 분석

쌀파이의 지방산 조성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

었다. 포화 지방산은 myristic acid, palmitic acid, stearic acid 
로 나타났다. 밀가루로 제조한 파이에 비해 쌀가루로 제조한 

파이에서 포화지방산함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단일불

포화지방산은 주로 oleic acid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밀에 비해서 쌀가루로 제조한 파이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새싹땅콩가루를 첨가하였을 때 함량이 높게 나

타났다. Oleic acid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다가불포화지방산의 조성은 linoleic acid로 구성된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밀에 비해서 쌀가루로 제조한 파이에

서 높게 나타났다. 필수지방산인 linoleic acid, linolenic acid, 
arachidonic acid의 경우, 밀로 제조한 것보다는 쌀가루로 만든 

파이에서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볶음땅콩가루, 새싹땅콩

가루첨가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요약 및 결론

쌀가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과 품목 중에 쌀파이

를 제조하였고, 쌀파이에 볶음땅콩가루, 새싹땅콩가루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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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쌀파이의 품질 특성을 분석하였다.
수분함량은 밀 파이에 비해 쌀파이가 낮았고, 볶음땅콩가

루, 새싹 땅콩가루 등 부재료를 첨가했을 때 수분함량이 낮게 

나타났다. pH는 밀파이에 비해 쌀로 만든 파이에서 pH가 낮

게 나타났으며, 볶음땅콩가루나 새싹 땅콩가루를 첨가하였을 

때 pH가 높게 나타났다. 반죽의 밀도는 밀파이에 비해 쌀로 

만든 파이에서 밀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볶음땅콩가루나 새

싹 땅콩가루를 첨가했을 때 쌀파이보다는 밀도가 높게 나타

났다. 손실률은 밀파이에 비해 쌀로 만든 파이에서 높게 나타

났으며, 볶음땅콩가루나 새싹 땅콩가루를 첨가했을 때 쌀파

이보다는 손실률이 낮게 나타났다. 쌀로 제조한 파이에서 볶

음땅콩가루와 새싹땅콩가루를 첨가했을 때 명도(L)와 황색

도(b)는 감소하고, 적색도(a)는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쌀파이

의 경도는 밀파이보다는 쌀가루로 만든 파이에서 경도가 증

가하였으며, 볶음땅콩가루, 새싹땅콩가루를 첨가할수록 경도

는 낮아졌다.
쌀파이의 지방산 조성은 포화 지방산은 myristic acid, pal-

mitic acid, stearic acid로 나타났다. 단일불포화지방산은 주로 

oleic acid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가불포화지방산의 

조성은 linoleic acid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밀에 비

해서 쌀가루로 제조한 파이에서 높게 나타났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과제번호: PJ012841022018)
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References

AACC. 1995. Approved Methods of the AACC. 8th ed. American 
Association of Cereal Chemists

An HK, Hong GJ, Lee EJ. 2010. Properties of sponge cake with 
added saltwort (Salicornia herbacea L.). J Korean Soc Food 
Cult 25:47-53

Bae HJ, Lee HY, Paik JE. 2009.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ugar-snap cookies prepared with Chrysanthemum indicum 
Linne powder. Korean J Food Nut 22:570-576

Bang BH, Seo JS, Jeong EJ, Kim KP. 2004. Studies on the man-
ufacture of peanut yogurt. Korean J Food Nutr 17:53-59

Beikzadeh S, Peighambardoust SH, Beikzadeh M, Asghari 
Javar-Abadi M, Homayouni-Rad A. 2016. Effect of psy-
llium husk on physical, nutritional, sensory and staling pro-
perties of dietary prebiotic sponge cake. Czech J Food Sci 
34:534-540

Bourekoua H, Benatallah L, Zidoune MN, Rosell CM. 2016 
Developing gluten free bakery improvers by hydrothermal 
treatment of rice and corn flours. LWT-Food Science 
Technol 73:342-350

Chiang PY, Yeh AI. 2002. Effect of soaking on wet-milling of 
rice. J Cereal Sci 35:85-94

Choi ID. 2010. Substitution of rice flour on bread-making 
properties. Korean J Food Preserv 17:667-673

Cornejo F, Cristina MR. 2015.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long rice grain varieties in relation to gluten free bread 
quality. LWT-Food Science Technol 62:1203-1210

Folch J, Lees M, Stanley GHS. 1975. A simple method for the 
isolation and purification of total lipids from animal tissues. 
J Biol Chem 226:497-509

Gallaghera E, Gormleya TR, Arendt EK. 2004. Recent advances 
in the formulation of gluten-free cereal-based products. 
Trends Food Sci Tech 15:143-152

Han HM, Cho JH, Kang HW, Koh BK. 2011. Rice varieties in 
relation to rice bread quality. J Sci Food Agric 92:1462- 
1467

Jang KH, Kwak EJ, Kang WW. 2010. Effect of rice bran powder 
on th quality characteristics of cookie. Korean J Food 
Preserv 17:631-636

Jeong HC, Yoo SS. 2010. Quality characteristics of sponge cake 
by black soybean powder of different ratios.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20:909-915

Joo SY, Choi HY. 2012. Antioxidant activity and quality charac-
teristics of black rice bran cookies. J Korean Soc Food Sci 
Nutr 41:182-191

Joo SY, Choi HY. 2012. Antioxidant activity and quality charac-
teristics of cookies with chestnut inner shell.  Korean J 
Food Nut 25:224-232

Joo SY. 2013. Antioxidant activity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chestnut cookies. J Korean Soc Food Cult 28:70-77

Joung KY, Song KY, OH, Zang Y, Shin SY, Kim YS. 2017. 
Effect of various gluten-free flours on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cookies. Korean J Food Cook 
Sci 33:127-136

Jung JH, Yoon HH. 2017. Textural properties of gluten-free rice 
pasta prepared employing various starches. Korean J Food 
Cook Sci 33:28-36

Kang TY, Choi E, Jo HY, Yoon MR, Lee JS, Ko S. 2014. 
Effects of rice flour particle size on quality of gluten-free 
rice bread. Food Eng Prog 18:319-324



박지원 김민영 김미옥 이혜림 이진주 김수경 정헌상 이연리 한국식품영양학회지772

Kim EM. 2010. The properties of rice flours prepared by dry 
and wet milling method. Korean J Food Cook Sci 26: 
727-736

Kim HA, Song CR, Kim YS. 2014.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par-baked morning buns made with cereals powder. 
Korean J Cul Res 20:102-114

Kim HY, Kim KH, Yook HS. 2017. Quality characteristics of 
cookie with burdock (Arctium lappa L.) powder. Korean J 
Food Cook Sci 33:325-332

Kim HY, Lee IS, Kang JY, Kim GY. 2002a. Quality character-
istics of cookies with various levels of functional rice flour. 
Korean J Food Sci Technol 34:642-646

Kim HY. 2007. Quality characteristics and of green tea dasik 
processing with varied levels of rice grain particle size and 
green tea powder. J Korean Soc Food Cul 22:609-614

Kim JY, Lee KT, Lee JH. 2013. Quality characteristics of bakery 
products with whole green wheat powder. Korean J Food 
Cook Sci 29:137-146

Kim MH, Kim MC, Park JS, Park EJ, Lee JO. 1999. Deter-
mination of antioxidants contents in various plants used as 
tea materials.  Korean J Food Sci Technol  31:273-279

Kim SH, Lee MH. 2015. Quality characteristics of cookies made 
with Morinda citrifolia powder. Korean J Cul Res 21: 
130-138

Kim YS, Chun SS, Tae JS, Kim RY. 2002b. Effect of lotus root 
powder on the quality of dough. Korean J Soc Food Cook 
Sci 18:573-578

Kum JS, Lee HY. 1999. The effect of the varieties and particle 
size n the properties of rice flour. Korean J Food Sci 
Technol 31:1542-1548

Lee JA 2014. Quality characteristics of rice cookies prepared 
with yacon (Smallanthus sonchifolius) powder. Korean J 
Cul Res 20:100-112

Lee JK, Lim JK. 2013. Effects of pregelatinized rice flour on 
the textural properties of gluten-free rice cookies. J Korean 
Soc Food Sci Nutr 42:1277-1282

Lee SH 2015. Quality and antioxidant properties of white breads 
enhanced with broccoli (Brassica oleracea L.) powder. 
Korean J Food Cook Sci 31:614-622

Lee MG, Son SH, Choung MG, Kim ST, Ko JM, Han WY, 
Yoon WB. 2015. Effect of milling methods and particle size 
on rice cake (Baeksulgi) characteristics. Food Eng Prog 
19:1-7

Lee SE, Park CH, Bang JK, Seong NS, Chung TY. 2004. 

Comparison on antioxidant potential of several peanut 
varieties.  J Korean Soc Food Sci Nutr 33:941-945

Lim JA, Lee JH. 2015. Quality and antioxidant properties of 
cookies supplemented with black sesame powder.  J Korean 
Soc Food Sci Nutr 44:1058-1063

Lim JA, Lee JH. 2016.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properties of cookies supplemented with persimmon leaf 
powder. Korean J Food Sci Technol 48:159-164

Marco C, Rosell CM. 2008. Breadmaking performance of protein 
enriched, gluten-free breads. Eur Food Res Technol 227: 
1205-1213

Mariotti M, Lucisano M, Pagani MA, Ng PKW. 2009. The role 
of corn starch, amaranth flour, pea isolate, and Psyllium 
flour on the rheological properties and the ultrastructure of 
gluten-free doughs. Food Res Int 42:963-975

Meucere NJ. 1969. Isolation of a-arachin, the major protein 
globulin. Anal Biochem 27:15-24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010. 
Production by Year. pp.56-62

Moon SW, Park SH. 2008. Quality characteristics of white pan 
bread with chungkukjang powder. J Korean Soc Food Sci 
Nutr 37:633-639

Park BH, Kim SH, Park KJ, Cho HS. 2015. Quality character-
istics of Jook prepared with peanut (Arachis hypogaea L.) 
powder. Korean J Food Preserv 22:660-665

Park BH, Lee JH, Kim SH, Cho HS. 2017. Oxidative stability 
of peanut (Arachis hypogaea L.) oil and quality character-
istics of the roasted peanuts. J Korean Soc Food Cul 32: 
128-134

Rothschild J, Rosentrater KA, Onwulata C, Singh M, Menutti L, 
Jambazian P, Omary MB. 2015. Influence of quinoa roasting 
on sensory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allergen-free, 
gluten-free cakes. Int J Food Sci Technol 50:1873-1881

We GJ, Lee IA, Cho YS, Yoon MR, Shin MS, Ko SH. 2010. 
Development of rice flour-based puffing snack for early 
childhood. Food Eng Prog 14:322-327

Yoon MR, Lee JS, Kwak JE, Ko S, Lee JH, Chun JB, Lee 
CK, Kim BK, Kim WH. 2016. Comparative analysis on 
quality and bread-making properties by particle size of dry- 
milled rice flours of rice varieties. J Korean Soc Int Agric 
28:58-64

Young CT, Hammons RO. 1978. The amino acid content of U.S. 
commercial peanut varieties. Proc Am Peanut Res Educ 
Assoc 10:75-77



Vol. 31, No. 5(2018) 볶음땅콩가루, 새싹 땅콩가루를 첨가한 쌀파이의 품질 특성 773

Yu HH. 2014.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cookies added with aloe vera powder. Korean J Hum Ecol 
23:929-940

Received 20 August, 2018
Revised 27 September, 2018

Accepted 04 October,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