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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침과 입자크기를 달리한 쌀가루와 쌀 만주제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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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ncrease rice consumption and substitute rice flour for wheat flour to make gluten-free bakery products, the 
physicochemical and pasting properties of rice flours prepared from raw and soaked rices passed through different size 
screens were investigated. The quality properties of manju dough and preparation of rice manju were also measured. 
Dry milled flour with soaked rice (DMFSR) were decreased in ash and crude lipid contents compared to dry milled flour 
with raw rice (DMFRR). Water binding capacity, damaged starch content, and L value of rice flour increased with 
decreasing particle size, but the b value decreased. Peak, cold, and breakdown viscosities of DMFSR were higher than 
those of DMFRR by RVA. Hardness of manju dough with DMFSR was lower than that with DMFRR, but that of manju 
shell exhibited a reverse trend. Sensory difference testing revealed the smoothness of surface, hardness, roughness, and 
overall qualit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he smoothness of the surface of manju with DMFRR-200 and all 
DMFSR were better than that of manju prepared with wheat flour. Hardness showed lower values in DMFRR-200, and 
all DMFSR as well as wheat flour and roughness decreased with decreasing particle size. Rice manju with wheat flour, 
DMFRR-200, DMFSR-120, and DMFSR-170 ranked above 5 points and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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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쌀은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세계 3  식량자원 중의 하나

이다. 취반용 쌀 품질의 고급화와 친환경 재배의 증가는 

국내 생산량 증가를 둔화시키고 있지만 수입쌀 물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1990년의 119.6 kg에서 2008년 75.8 kg
으로 감소된 1인당 연간 소비량(2009, 통계청)은 쌀 소비

에 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식생활의 서구화와 편의화는 밥 신 제과, 제빵에 

한 선호도를 증가시키므로 주원료로 사용되는 밀가루를 

쌀가루로 체하다면 밀가루 수입량의 30% 정도가 줄어

들고 식량자원으로 쌀을 활용할 수 있다. 밀은 글루텐에 

의해 나타나는 밀단백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최근 세계적으로 celiac disease 환자와 

잠재적인 소비자에게 글루텐이 없는 식품을 개발하여 제

공하려는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Song JY
와 Shin M 2007, Lazaridou A 등 2007, Pruska-Kedzoir 
A 등 2008, Renzetti S 등 2008).

전통적으로 쌀가루로 만든 떡이나 한과는 습식제분을 

사용하 으나 최근 여러 처리방법을 포함하여 건식, 반
습식과 습식제분으로 가루를 제조하고 있다. 가공용 쌀

가루는 쌀의 품종, 도정도, 수침시간(Kim MH 등 1993, 
Kim BK와 Bang JB 1996, Chiang PY와 Yeh AI 2002, 
Lee MK 등 2004), 수침 온도(Choi EJ와 Kim HS 1997), 
쌀가루의 입자 크기(Kum JS와 Lee HY 1999, Choi CR 
등 2001), 제분방법과 제분기의 종류(Park YK 등 1988, 
Kum JS 등 1993, Kim HY 등 1999) 등에 향을 받는

다고 보고되었다. 쌀을 수침하면 수침온도와 시간이 증가

함에 따라 일반 성분, 전분입자의 구조나 손상도 등이 달

라지며(Kim MH 등 1993, Kim BK와 Bang JB 1996), 쌀
가루의 입자 크기는 색도, 호화특성 등에 향을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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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져 있다(Kum JS 등 1993).
Shin MS 등(2001)은 멥쌀의 수침시간이 길어지고 입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멥쌀가루 입자와 전분입자의 수분 흡

수가 용이하다고 보고하 고 Kim K 등(1993)은 수침하여 
제조한 쌀가루의 팽윤력은 수침 4시간에는 변화가 없었

으나 12시간 후 증가하 고, 이 때 물 결합능력도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Kang MY 등(1997, 2000)의 연구에

서는 아밀로오스 함량이 높은 품종일수록 쌀가루 호화액

의 점성이 증가하고 쌀 빵의 비용적이 컸으며, 관능검사 

결과 부푼 정도와 질감, 전반적인 기호도가 좋았다고 하

다. 또한 Lee MK와 Shin MS(2006)는 습식 제분한 쌀

가루를 수분함량 30%와 호화온도 이하인 50℃로 처리한 

수분-열처리를 쌀가루가 호화개시온도가 높아지고 노화에 
안정성을 보여 쌀 빵의 가공용으로 적합하다고 하 다.

밀가루 일부를 쌀가루로 체하거나 쌀가루에 글루텐

을 넣은 연구들(Bean MM 등 1983, Kang MY 등 1997, 
Kang MY 등 2000, Sivaramakrishnan HP 등 2004)에서 

첨가제 없이 100% 쌀가루만을 이용한 제품의 제빵성은 

밀가루를 이용한 제품보다 떨어진다고 보고되었다. 쌀가

루만으로 베이커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물망구조

를 이루는 글루텐 특성을 쌀 전분 호화과정에서 용출되

는 직선상의 아밀로오스 겔이나 난백의 거품구조를 이용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화과자는 “나라 헤이안” 시 에 중국의 불교문화와 함

께 전파되어 고기와 채소 신 앙금을 소로 사용한 일본

의 전통 과자로(박근성 2003) 우리나라에는 일본 강점기

에 보급되어 만주(饅頭: 만두), 센베(煎餠: 전병), 요깡(羊
羹: 양갱), 요코시(밥풀과자) 등이 주류를 이뤄 판매되고 

있다. 만주는 부풀어 오르는 성질보다는 가루 입자의 수

화능력과 반죽성, 구운 제품의 보수력 등이 중요하고 소

비자들에게 고급제품으로 알려져 있어 쌀가루로 만들었

을 때 가격 경쟁력을 갖는 제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

었다.
그러므로 쌀 소비를 촉진하고, 제과 적성에 적합한 쌀

가루의 특성을 검토하고자 쌀의 수침과 쌀가루 입자크

기가 만주 제조 적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생쌀

과 수침한 쌀을 건식 제분하고 일정 크기의 체를 통과하

여 입자크기가 다른 쌀가루를 제조, 이화학적 및 호화특

성을 측정하 고 이 쌀가루로 만주를 제조하여 품질 특

성을 비교하 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쌀은 전라남도 고흥군 죽암 농장에서 2007년 수확하여 
백미로 도정한 멥쌀인 동진 1호를 구입하여 사용하 다. 
쌀 만주의 제조에 사용된 부재료인 고운 앙금( 두식품), 

버터(서울우유), 설탕(삼양사), 물엿(삼양사), 베이킹파우

더(전원 식품)는 시중에서 구입하 다.

2. 쌀가루의 제조

생쌀과 8시간 수침(17±3℃)하여 건조(15±3℃)한 쌀을 

이유식제조기(풍진기계, 한국)로 건식 제분하여 표준망 

체인 120, 170, 200 mesh 체를 통과시켜 125 µm 이하, 90 
µm 이하, 75 µm 이하로 쌀가루 입자크기를 조절하 다. 
제조된 쌀가루는 입자크기가 다른 생쌀가루(dry milled 
flour with raw rice: DMFRR)와 수침처리쌀가루(dry milled 
flour with soaked rice: DMFSR)이었다.

3. 쌀가루의 일반특성 측정

쌀가루의 일반성분은 AACC(2000) 방법으로 분석하

다. 수분함량은 적외선 수분함량 측정기(Precisa 300 HA, 
Switzerland)로, 단백질은 미량 켈달법, 조지질은 에테르

를 용매로 속시렛법, 회분은 직접 회화법으로 측정하 다.
색도는 색차계(Chroma Meter CR-300, Minolt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Hunter의 L(lightness), ±a(redness/gree-
ness) 및 ±b(yellowness/blueness) 값을 반복 측정하 고 

L=96.54, a=0.07, b=1.90인 표준 백색판으로 보정하 다.

4. 이화학적 및 호화 특성 측정

겉보기 아밀로오스 함량은 Williams PC 등(1970) 방법, 
물 결합능력은 Medcalf F와 Gilles KA 방법(1965)에 따라 
실시하 다. 손상전분의 함량은 AACC Method 76-31(Evers 
AD와 Stevens DJ 1985)에 따라 Megazyme kit로 측정하

다.
쌀가루의 호화특성은 신속점도측정기(RVA, Rapid Vis-

cosity Analyzer, Model 3D, Newport Scientific Pty, Ltd, 
Narrabeen, Australia)로 시료 3 g(수분함량 12% 기준)에 

증류수 25 mL을 가하여 측정하 다. 0～1분간은 50℃, 
1.0～4.45분은 95℃까지 상승, 4.45～7.15분은 95℃로 유지, 
7.15～11.06분은 50℃까지 냉각, 11.06～12.30분은 50℃
를 유지하면서 점도를 측정하 다. Peak 점도(P), trough 
점도(T), 50℃에서 냉각점도(C)로 나타냈고, setback(C-T), 
breakdown(P-T) viscosity를 계산하 다.

5. 쌀 만주의 제조 및 특성 측정

만주는 밀가루로 제조하는 박근성 제조방법(2003)을 수

정하여 100% 쌀가루로만 사용하 다. 재료비율은 쌀가루 
110 g, 버터 12 g, 설탕 40 g, 달걀 55 g, 물엿 5 g, 베이

킹파우더 1 g의 기본 배합과 쌀가루의 물 결합능력을 고

려하여 입자크기에 따라 달걀 양을 다르게 첨가하 다. 
즉, 125 µm 이하 쌀가루에는 55 g, 90 µm 이하는 63 g, 
75 µm 이하는 66 g로 Fig. 1과 같이 제조하 다.



수침과 입자크기를 달리한 쌀가루와 쌀 만주제조 특성 429

Korean J. Food Cookery Sci. Vol. 25, No. 4 (2009)

Fig. 1. Flow diagram of making manju prepared from wheat 
flour and dry milled rice flours.

구워진 쌀 만주는 실온에서 3시간 냉각한 다음 디지털 
카메라로 만주의 장경을 기준으로 가운데 부분을 자른 

단면을 찍어 비교하 다.
쌀 만주 반죽의 텍스쳐는 반죽을 만들어 1시간 냉장고

에 저장한 뒤, 원형틀(φ 1×7 cm)로 잘라 측정하 고, 쌀 

만주 껍질의 텍스쳐는 냉장고에서 1시간 휴지시킨 반죽

을 0.8 cm 두께로 밀어 펴서 구운 뒤 1×1×2 cm3로 잘라 
레오메타(Sun Rheometer, Compac-100, Sun Sci. Co., Tokyo, 
Japan)로 압착시험을 실시하 다. 사용한 probe는 Mode 
21의 직경 1 cm이었으며 dough는 2 kg, shell은 10 kg의 

load cell로 50%를 변형하 다. 각 시료의 hardness를 10
회 반복 측정 한 후 평균값을 계산하 다.

6. 관능 평가

쌀 만주에 한 관능평가는 특성차이조사를 실시하 다. 
만주의 품질을 설명하고 훈련된 식품 양학과 학원생 

12명을 패널로 쌀 만주 전체와 단면을 자른 것을 제공하

여 평가한 다음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다음시료를 평가하

도록 하 다. 평가항목은 구수한 냄새, 색깔, 표면의 매끄

러움, 고소한 맛, 단맛, 부착성, 경도, 촉촉함, 씹은 후의 

거친 정도와 전체적인 품질이었다. 각 항목에 해 9점 

척도법(매우 강하다=9, 매우 약하다=1)으로 강도가 강할

수록 1점에서 9점으로 평가하 다.

7. 통계처리

본 실험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냈고 SAS pac-
kage를 이용하여 ANOVA에 의해 분산분석을 실시하

으며,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

의차를 검정하 다.

III. 결과 및 고찰

1. 쌀가루의 일반 성분

생쌀과 수침한 쌀로 최  입자크기를 달리하여 제조한 
쌀가루의 일반성분은 Table 1과 같다. 쌀가루의 수분함

량은 생쌀가루(DMFRR)와 수침 쌀가루(DMFSR)이 각각 

12.29～13.17%와 11.51～12.10%로 차이를 보 다. 조단

백질, 회분과 조지방 함량은 모두 p<0.05 수준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 다. 생쌀가루에 비해 수침쌀가루의 조단백

질 함량이 적은 값을 보 으며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조 
단백질 함량이 많았다. 회분과 조지방질 함량은 생쌀가루

와 수침쌀가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입자크기

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회분함량은 0.69～
0.98%로 수침과정에서 0.23～0.33%로 감소하 고 조지방 
함량은 1.04～1.22%가 0.35～0.41%로 감소하여 모두 63～
71% 정도 감소하 다.

Lee MK 등(2004)은 회분함량이 수침시간에 따라 감소

하여 유의적 차이를 보 다고 하여 수침에 의해 회분이 

감소하는 본 연구 결과와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즉 쌀알

이 수침과정을 거치면서 물이 침투해 팽윤되어 세포 내

부에 함유된 전분 입자의 움직임이나 내부 수용성 성분

들의 용출이 쉬워지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Table 1. Compositional analysis (%) of DMFRR and DMFSR 
with different particle sizes

Rice flours Moisture Crude protein Ash Crude lipid
DMFRR1)-1202) 13.17±0.24d3) 9.27±0.08ab 0.69±0.06b 1.04±0.10a

DMFRR-170 12.29±0.06bc 8.36±0.17a 0.71±0.08b 1.04±0.12a

DMFRR-200 12.58±0.34c 8.23±0.14ab 0.98±0.01a 1.22±0.14a

DMFSR-120 12.10±0.10bc 8.31±0.06ab 0.23±0.02c 0.39±0.13b

DMFSR-170 12.01±0.28b 8.03±0.18bc 0.33±0.04c 0.41±0.05b

DMFSR-200 11.51±0.43a 7.69±0.14c 0.30±0.01c 0.35±0.05b

Mean±S.D.
1) DMFRR and DMFSR mean dry milled flour using raw rice and 

dry milled flour using soaked rice, respectively.
2) Number means screen mesh sizes. 120, 170, and 200 mesh exhi-

bited maximum particle sizes under 125, 90, and 75 µm, res-
pectively after passing through each screen.

3)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in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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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ater binding capacity, damage starch and color values of rice flour with different particle sizes

Rice flours Water binding capacity (%) Damage starch (%)
Color values

L a b
DMFRR1)-1202) 129.81±6.53cd3) 11.04±0.19cd 94.37±0.04e -0.96±0.01a 4.51±0.01a

DMFRR-170 137.65±1.11c 12.36±0.59bc 94.57±0.01d -0.98±0.37ab 4.07±0.01b

DMFRR-200 149.52±2.87b 15.25±1.37a 94.99±0.02b -0.96±0.01a 3.61±0.01d

DMFSR-120 133.35±6.16cd 9.20±0.37d 94.13±0.01f -0.99±0.02c 4.00±0.01c

DMFSR-170 151.91±3.45b 14.35±1.02ab 94.87±0.01c -0.97±0.02abc 3.29±0.01e

DMFSR-200 160.26±4.39a 15.85±2.59a 95.45±0.01a -0.99±0.02bc 2.99±0.01f

See the legends of Table 1.

2. 쌀가루의 특성

동진1호 쌀가루로부터 분리한 전분의 아밀로오스 함

량은 18.60%이었으며 DMFRR와 DMFSR의 물 결합능력, 
손상전분함량 및 색도는 Table 2와 같았다.
생쌀가루와 수침쌀가루의 물 결합능력은 차이를 보여 

수침에 의해 증가하 는데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입자크

기가 작아지면 증가하 다. DMFRR-200과 DMFSR-200
을 비교하 을 때 149.5와 160.3%로 수침 처리를 한 시

료의 물 결합능력이 더 컸다. 물 결합능력은 무정형부분

에 흡수된 수분 양으로 쌀 내부에 전분입자의 결합력이 

수침으로 약해진 구조가 제분과정을 거치면서 작은 입자

크기로 잘라지고 표면적이 넓어져서 수분흡수와 수용성 

성분 용출 및 손상전분 양이 증가하며 이와 관련이 높다

고(Lee MK 등 2004) 보고하 다. 손상 전분 함량은 Table 
2와 같이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 손상전분함량은 증가하

는 양상을 보 으며 같은 입자크기에서 수침에 의한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수침시간이 길어질수록 전분의 무정

형에 수분 침투가 쉽고 쌀가루 입자내 전분의 손상도가 

높아져, 멥쌀가루의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물과 접촉

할 수 있는 표면적이 증가하여 입자의 크기가 작은 멥쌀

가루의 물 결합능력이 더 높아진다는 보고와 같은 경향

을 보 다(Shin MS 등 2001). Kim K 등(1993)은 수침시

간이 증가할수록 쌀의 호화 및 조직 특성과 관계있는 열

수 불용성 아밀로오스 함량은 감소하고 손상전분의 양과 
관계 깊은 열수 가용성 아밀로오스 함량은 증가한다고 보

고하 다.
쌀가루의 색도에서 명도, 적색도, 황색도 모두 유의한 차

이를 보 는데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DMFRR과 DMFSR 
모두 입자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증가하 고 황색도(+b)
는 DMFRR보다 DMFSR이 더 낮은 값을 보 다. 입자크

기가 작고 수침처리 한 쌀가루인 DMFSR-200이 가장 밝

고 황색도가 낮아 흰색에 가까웠다.
Kim K 등(1993)은 장시간의 수침은 쌀 조직을 연화시

켜 제분 시 동일한 크기의 기계적인 힘이 가해지더라도 

미세한 입자의 가루가 더 많아진다고 하 다. 수침 쌀가

루는 생 쌀가루보다 L 값은 크고 b값은 작았고 입자 크

기가 작아질수록 L 값은 증가하고 b값은 감소하여 색깔

이 더 밝고 더 하얗게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Park YK 
등(1988)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다.

3. 신속점도 측정기에 의한 호화 특성

생쌀가루와 수침쌀가루의 RVA를 이용한 호화특성은 

Table 3과 같았다. 초기 호화개시온도는 72.8-74.3℃이었

으며 수침쌀가루의 최고점도(P), 냉각점도(C), breakdown 
점도는 생쌀가루에 비해 더 컸으며 입자가 미세해질수록 
점도가 감소하 다. 수침쌀가루 최고점도의 증가는 쌀가

루 가공제품을 제조할 때 구조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Kim BK와 Bang JB(1996)는 수침에 의해 쌀의 아밀

로그래프 최고 점도가 증가하는 것은 수침 중 일반성분 

손실로 상 적인 전분농도의 증가와 지방질의 손실에 의

한 향 등에 기인된다고 하 으며, Kum JS와 Lee HY 
(1999)는 호화개시온도와 달리 최고점도는 입자크기가 작

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하 으나 본 

연구결과 다른 경향을 보 는데 쌀의 특성이나 쌀가루 

제조 방법 등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Shin MS

Table 3. Pasting characteristics of DMFRR and DMFSR with 
different particle sizes by Rapid Visco Analyzer

Rice flours
Initial 
pasting 

temp.(℃)

Viscosity (RVU)
Peak
(P)

Trough 
(T)

Cold
(C)

Breakdown
(P-T)

Setback
(C-T)

DMFRR-120 72.8 249.1 136.8 245.7 112.3 108.9
DMFRR-170 73.7 225.8 126.8 224.9 99.0 98.1
DMFRR-200 74.3 220.3 125.9 235.6 94.4 109.7
DMFSR-120 73.6 293.8 161.7 266.8 132.1 105.1
DMSFR-170 73.2 282.8 140.8 248.0 142.0 107.2
DMFSR-200 73.8 259.5 147.7 243.0 111.8 95.3

 

DMRRF and DMSRF mean dry milled raw rice flour and from 
soaked rice flour,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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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hole shape and cross section of rice manju prepared from dry milled flour with raw rice(DMFRR) and dry milled flour
with soaked rice (DMFSR) with different particle sizes (120, 170, and 200 mesh).

등(2001)은 수침시간이 증가할수록 멥쌀가루의 냉각점도

와 setback 점도가 낮아지는 것은 쌀가루에 함유된 전분

이 가열 중에 용출되는 아밀로오스 함량의 변화에 기인

된다고 하 다. Kim SM 등(1986)은 쌀 전분을 탈지했을 
때 아밀로그래프의 최고점도가 100 BU가 증가한다고 보

고하여 호화특성의 변화는 수침에 따른 지방질의 손실과 

입자 내부 구조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4. 쌀 만주의 형태적 특성

쌀 만주의 형태를 비교하기 위해 전체적인 모양과 단

면을 관찰한 결과 Fig. 2와 같았다.
수침쌀가루로 만든 만주의 표면은 매끄러운 상태를 보

이나, 생쌀가루로 만든 만주의 표면은 거칠고 파인 흔적

들이 보 다. 특히 수침쌀가루 중에서는 입자가 작은 경

우 표면이 더 매끄럽게 보 다. DMFSR-200으로 제조한 

만주 표면이 가장 매끄럽고 황금색을 띠었으며 입자 크

기가 큰 쌀가루로 만든 DMFRR-120 만주의 표면은 같

은 처리군에서 가장 거친 표면 상태를 보 다. 만주 표면

특성은 쌀가루가 반죽할 때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에 

향을 주어 구워진 만주의 표면은 쌀가루의 물 결합능력

이 큰 DMFSR-200에서 가장 매끄러운 상태를 가졌을 것

으로 생각되었다.
만주의 껍질과 소의 모양은 단면을 잘라 비교하 는

데 수침쌀가루로 만든 만주의 단면이 좌우 칭적이었다. 
생쌀가루로 만든 만주인 DMFRR-120은 기공이 균일하지 

않고 단면을 자를 때 부스러짐이 컸다. 밀가루로 만든 

만주는 쌀가루로 만든 만주에 비해 부피와 기공이 컸지

만 균일하지 않았다. 수침쌀가루로 만든 만주는 밀가루

로 만든 만주에 비해 부피는 작았으나 표면의 매끄러움

이나 기공의 균일성은 더 좋았다.

5. 쌀 만주껍질의 경도

쌀 만주 반죽과 구워진 만주 껍질의 경도(hardness)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만주반죽과 만주껍질 모

두 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특히 만주반죽은 

수침쌀가루가 입자 크기와 관계없이 319.6～420.0 g인 생

쌀가루 반죽 경도보다 낮은 경도(264.8～272.6 g)를 나타

냈는데 구운 후 만주 껍질의 경도는 수침쌀가루로 제조한 
경우 모두 높은 경도를 나타냈다. 쌀가루의 수화정도가 

만주 반죽으로 앙금을 포앙할 때 반죽의 신장성에 향

을 주어 완제품의 품질 특성에도 향을 주었다. 쌀가루

로 만주반죽을 하 을 때 경도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만

주를 포앙할 수 있었으며 구운 후 만주껍질의 경도가 단

단해져 만주의 구운 직후의 만주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

었다. 수침쌀가루로 제조한 만주의 표면이 생쌀가루로 제

조한 만주의 표면보다 더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것도 반

죽의 특성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완성된 만

주껍질의 경도는 DMFSR로 제조하 을 때 더 높은 경

도를 보 는데 이는 반죽이 서로 응집성을 가지고 있어 

신장성에 향을 주고 구운 후 껍질은 생쌀가루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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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nsory evaluation data of rice manjus prepared from DMFRR and DMFSR with different particle sizes adding different
egg contents

Attributes
 Sample

Wheat flour DMFRR1)-1202) DMFRR-170 DMFRR-200 DMFSR-120 DMFSR-170 DMFSR-200
Roasted flavor 5.54±1.67 4.92±1.85 5.00±1.58 4.15±1.52 6.07±1.26 5.00±1.15 5.54±1.33

Color 5.38±2.18 4.15±1.34 4.31±0.85 4.31±1.32 5.23±1.09 4.85±0.99 4.69±1.32
Smoothness of surface 4.69±1.75c3) 4.62±1.66c 3.15±1.46d 6.92±1.66a 6.23±1.59ab 5.31±1.03bc 6.23±1.74ab

Delicate taste 5.77±1.48 4.62±1.66 4.46±1.56 4.92±1.66 5.08±1.19 4.62±1.50 4.23±1.42
Sweetness 5.08±1.12 4.31±1.25 4.38±1.33 4.92±1.50 4.85±0.80 4.31±1.03 4.31±1.03
Adhesion 4.62±1.56 5.08±1.50 5.69±1.65 3.92±1.04 4.77±1.01 5.08±1.32 5.08±1.26
Hardness 4.08±1.26c 5.46±1.33a 5.77±1.17a 4.69±1.93b 5.00±0.91ab 4.92±1.55ab 4.85±1.07ab

Moistness 4.69±1.80 4.15±1.28 4.38±1.71 4.00±1.41 3.92±1.44 4.38±1.04 4.46±1.05
Roughness 3.38±1.12c 6.08±1.44a 6.00±1.53a 5.08±1.71b 5.92±1.32a 5.00±1.29ab 5.69±1.38ab

Overall quality 5.92±1.80a 4.15±1.14bc 3.92±1.55c 5.15±1.28ab 5.38±1.12a 5.08±1.19ab 4.77±1.17abc

Mean±SD
1) DMFRR and DMFSR mean dry milled flour using raw rice and dry milled flour using soaked rice, respectively.
2) Number means screen mesh sizes. 120, 170, and 200 mesh exhibited maximum particle sizes under 125, 90, and 75 μm, respectively 

after passing through each screen.
3)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in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Textural properties of dough and finished products for 
rice manju from DMFRR and DMFSR with different 
particle sizes

Rice flours
Hardness (g)

Manju dough Manju shell 
DMFRR1)-1202) 420.02±33.48a3) 5276.45±473.83c

DMFRR-170 319.63±32.46c 4309.39±504.32cd

DMFRR-200 405.83±67.93b 4861.07±464.41d

DMFSR-120 272.59±26.47d 7632.06±1043.14a

DMFSR-170 264.75±34.28d 5378.28±640.36bc

DMFSR-200 270.88±33.58d 5962.56±845.49b

See the legends of Table 1.

한 경우에 부서짐으로 인해 경도가 낮으므로 반죽 간에 

강한 결합을 갖는 껍질인 경도가 높은 것이 더 양호하

다. 만주는 껍질로 앙금을 싸서 형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구워진 후의 만주껍질이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6. 쌀 만주의 관능적 특성

배합비율을 동일하게 하 을 때 만주의 관능평가 결

과는(data not shown) 표면의 매끄러움, 부착성, 경도와 

촉촉함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 다. 수침쌀가루로 만든 

만주가 밀가루나 생쌀가루로 만든 것보다 매끄러움이 컸

고 경도와 촉촉함에서 쌀가루에 향을 받았는데 수침

쌀가루로 만든 만주는 촉촉함이 적었다. 즉 쌀가루에 따

라 첨가되는 수분 양을 조절해야함을 확인하 기 때문에 
기본 반죽배합비율에 수분 양을 달걀 양으로 조절하여 

만주를 제조하여 평가한 결과 Table 5와 같았다. 표면의 

매끄러움(smoothness of surface), 경도(hardness), 씹은 후

의 거칠음성(roughness), 전체적인 선호도(overall quality)
에서 p<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 다. 만주 표

면의 매끄러움은 모든 입자크기의 수침쌀가루와 DMFRR- 
200으로 만든 경우 밀가루제품보다 더 매끄러웠으며 경

도는 생쌀가루의 DMFRR-120과 DMRRF-170는 유사하게 
단단하 지만 밀가루와 DMFRR-200과 모든 수침쌀가루

로 만든 만주의 경우 p<0.05 수준에서 유의차이가 없었다.
만주껍질이 입에 닿을 때 느껴지는 거칠음성은 밀가

루가 가장 낮았으며 DMFRR-200, DMFSR-170, DMFSR- 
200이 낮아 수침과 입자크기 모두 향을 준다고 생각하

으며 입자크기가 작은 쌀가루가 더 좋은 경향을 보

다. 전체적인 선호도에서 밀가루는 5.92로 가장 높은 값

을 보 으며 DMFSR-120과 DMFSR-170, DMFRR-200이 

5점 이상의 점수를 주어 좋은 선호도를 보 다. 특히 촉

촉함의 정도는 쌀가루의 입자크기에 따라 달걀 양을 조

정함으로서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밀가루로 만든 만

주를 쌀가루로 체할 때에는 생쌀가루는 200 mesh 통
과한 쌀가루가 유사한 품질을 보 으며 수침쌀가루의 

경우 120과 170 mesh를 통과한 경우 바람직한 품질의 만

주 제조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IV. 요약 및 결론

쌀 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밀가루를 쌀가루로 체하여 
글루텐이 없는 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침을 병행하여 
쌀가루를 제조하고 일정한 크기의 체(120, 170, 200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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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통과한 쌀가루의 이화학적 및 호화특성을 측정하

다. 이 쌀가루로 만주를 제조하 으며 만주의 품질 특

성을 밀가루로 만든 만주와 비교하 다. 생쌀가루(DMFRR)
보다 수침쌀가루(DMFSR)의 회분과 조지방의 함량이 크

게 감소하 다. 쌀가루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L값은 증

가한 반면 b값은 감소하 으며 입자크기가 작은 경우 

물 결합능력과 손상전분이 증가하 다. 수침쌀가루는 최

고점도(P), 냉각점도(C), breakdown 점도가 증가하 다. 
쌀가루에 따라 적합한 수분 양을 조절하여 만든 만주는 

수침쌀가루의 만주 반죽 경도가 낮아 앙금 싸기가 수월

하 다. 밀가루와 쌀가루로 만든 만주는 표면의 매끄러

움, 경도, 씹은 후의 거칠음성과 전체적인 선호도가 p<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 다. 표면의 매끄러움은 

DMFSR 모두와 DMFRR-200으로 만든 경우 밀가루제품

보다 더 좋았으며 경도는 밀가루와 DMFRR-200, DMFSR 
모두 낮은 값을 보 으며 거칠음성은 밀가루 만주가 가

장 낮고 DMFRR-200과 DMFSR-170과 DMFSR200이 낮

아 입자크기가 작은 것이 바람직하 다. 전체적인 선호

도에서 밀가루와 DMFSR-120, DMFRR-200와 DMFSR- 
170으로 만든 것이 5.0 이상의 점수를 얻고 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으로부터 쌀가루로 만주를 만들 때 

생쌀가루는 200 mesh를 통과한 쌀가루로 수침쌀가루는 

120～170 mesh를 통과한 쌀가루로 체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며 밀가루 체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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