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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at the optimization and development of rice snack by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The effect of rice soaking 
time and additional ratio of soybean milk on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sensory evaluation of dried rice flour for non-fried snack 
was studied. After soaking for 0 to 12 days, Baekjinju rice was milled and then air-dried. A quadratic model was selected for weight, 
volume, hardness, taste and appearance. Two-factor interaction model was selected for expansibility, color and overall preference. A 
linear model was selected for yellowness and flavor. Weight, hardness and appearance were increased and decreased thereafter as rice 
soaking time increased, but the volume was reversed. Expansibility, color, taste and flavor were decreased as rice soaking time 
increased, but yellowness was reversed. Weight and overall preference decreased as additional ratio of soybean milk increased, but 
volume, expansibility and yellowness were reversed. Hardness, taste and appearance were increased after initial decrease as additional 
ratio of soybean milk increased, color and flavor were not changed by additional ratio of soybean milk. The optimum conditions of each 
factor were set to where the rice soaking time and additional ratio of soybean milk were at their minimum. Weight, volume, 
expansibility, yellowness, hardness, color, taste, flavor, appearance and overall preference were established at maximum level where the 
objective of the optimum was in level. Our data indicated the statistically predicted values of the highest desirability was 1.24 day of rice 
soaking time and 15.80% of additional ratio of soybean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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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의 식생활은 간편하면서 영양과 맛이 우수하고, 건

강지향적인 식품을 요구하는 경향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식사대용품, 간식용 식품들은 건강적인 측

면에서 주재료, 첨가재료 뿐만 아니라 조리방법 등을 고

려하여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Park CK와 Maeng 

YS 1992, Park G 등 2005, Jang EY 등 2006, We GJ 등 

2010). 

가공식품 중 간식으로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는 스낵

류는 비교적 무게가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여 지역과 연

령에 관계없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식품이다(Kang KT 

등 2007, Jin T 등 2012). 스낵 제조 시 사용되는 주재료

는 곡류, 서류, 두류, 전분류, 견과류 등으로 그 가운데 가

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는 밀가루와 옥수수가루이다(Jin T 

등 2012). 그러나 밀가루에 포함되어 있는 gluten이 영유

아의 아토피, 알레르기 및 셀리악병 등을 유발한다고 알

려져 gluten-free 제품의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는 gluten이 없는 쌀을 이용한 스낵류를 

개발하여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Sim YJ 등 

2001, Gujral HS 등 2003).

우리나라 전통식품 중 하나인 유과는 한과류의 한 종

류로서 외국의 쌀과자와 유사하며 곡류인 찹쌀을 이용하

여 제조한다. 유과 제조시 찹쌀을 일반적으로 7-14일 이

상 수침하고, 수침한 찹쌀을 분쇄한 후 콩, 청주 또는 막

걸리 등과 혼합, 증자한 후 반대기를 만들어서 기름에 팽

화시키는 공정으로 제조된다(Sohn KH 등 2001, Kang SH

와 Rhu GH 2002). 전통 쌀과자인 유과에 관한 연구는 찹

쌀 전분(Yu C 등 2006, Yu C 등 2007), 가루녹차(Park 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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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s Symbols
Coded levels

-2 -1 0 1 2

Rice soaking time (day) A 0 3 6 9 12

Soybean milk (%) B 0 10 20 30 40

No.

Code variables Real variables
Sugar

(g)
Soju
(g)

Water
(%)A B

Rice soaking
time (days)

Soybean
milk (%)

1 -1 -1 3 10 30 5 41

2 1 -1 9 10 30 5  41

3 1 1 9 30 30 5 35

4 -1 1 3 30 30 5 35

5 -2 0 0 20 30 5 36

6 2 0 12 20 30 5 38

7 0 -2 6 0 30 5 44

8 0 2 6 40 30 5 32

9 0 0 6 20 30 5 38

Table 1. Experimental range and value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central composite design for rice 

snack using dried Baekjinju rice flour and soybean milk

등 2008), 구기자 분말(Park BH 등 2012) 등을 첨가한 연

구, 콩물 첨가 농도(Cho MN과 Jeon HJ 2001, Sohn KH 

등 2001)에 관한 연구 그리고 extruder와 진공팽화기를 이

용한 유과 제조(Lee SY 등 2007, Eun JB 등 2009, Yu JH

와 Ryu KH 2010)에 관한 연구로 대부분 첨가재료의 종

류 및 함량, 가공공정에 관한 것이고, 쌀을 이용한 과자

류 연구는 즉석팽화 또는 압출성형을 이용한 제조조건

(Lee SH와 Kim CK 1994, Jung BM 등 2000, Jin T 등 

2012), 흑미 쌀과자 저장(Lee JC 등 1999), 쌀가루와 옥수

수가루를 이용한 생선스낵(Sim YJ 등 2001), 영유아 팽화

스낵(We GJ 등 2010) 그리고 시판 쌀과자의 관능적 품질 

특성(Lee SJ 등 2013)으로 쌀 또는 찹쌀 종류에 따른 연

구는 미흡하다. 찹쌀보다 amylopectin 함량이 낮은 품종

으로 중간 찰벼인 백진주 품종은 amlylopectin 함량이 약 

90%로 혼합 밥류, 떡류, 과자류, 주류 및 음료 등 다양한 

식품재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Choi HC 

2002), 과자류에 백진주 품종을 이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형편으로 백진주 품종의 다양한 활용방법

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유과는 기름에서 팽화되는 과정에서 찹쌀의 

amylopectin과 콩물, 소주 등의 첨가재료에 의하여 아삭

하면서 밀도가 낮은 다공성 구조를 형성하여 독특한 식

감을 주는 반면(Sohn KH 등 2001), 유통과정과 저장 중 

산패가 쉽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공성 구조로 쉽게 부

서지는 특성이 있어 제품의 형태 유지를 위하여 포장이 

과대해지는 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pop corn과 같이 전자레인지로 쉽게 팽화할 수 

있으며 유과의 산패, 물성 및 저장성 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과자류 개발과 전보(Choi OJ 등 2013)의 습식 제

분한 백진주 쌀가루와 콩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비유탕 

쌀과자의 연구에 이어 원재료 유통의 편리성이 있는 풍

건 처리 쌀가루를 이용하였을 때 비유탕 쌀과자의 품질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다양한 쌀 품종의 이용

도를 높이기 위하여 멥쌀보다 amylose 함량이 낮은 백진

주 품종을 이용한 쌀과자 제조시 적정 수준의 수침시간

과 콩물을 첨가하였을 때 적정 첨가 수준을 분석하여 쌀

과자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

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백진주 품종 쌀(2010년산)은 전남 나

주에서 수확한 것을 사용하였고, 대두(백태, 광복농산, 충

남), 소주(참이슬, 진로, 서울), 설탕(백설탕, CJ제일제당, 

서울)은 대형마트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2. 쌀가루 제조

쌀과자 제조에 사용한 대조구 쌀가루에서 수침 0일자

는 기류식 초미분쇄기(Dream Mill DM-150S, Furukawa 

Co.,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분쇄 후 100 mesh로 

하여 사용하였다. 수침 쌀가루는 쌀을 증류수로 2회 수세

한 후 쌀과 증류수의 비율을 1:3(w/v)으로 하여 상온에서 

3, 6, 9 및 12일 동안 수침하였다. 수침한 쌀을 증류수로 

2회 세척 후 1시간 동안 체에 밭쳐 물기를 제거하여 분쇄

기(HMF-100, Hanil Electric Co. Ltd., Seoul, Korea)로 분

쇄한 후 50°C에서 24시간 풍건한 후 100 mesh로 하여 사

용하였다. 수침하지 않은 대조구 쌀가루의 수분함량은 

10%이고, 3-12일 동안 수침한 후 풍건한 쌀가루의 수분

함량은 8%이었다.

3. 실험계획

쌀과자 제조조건은 중심합성계획법을 사용하여 실험을 

설계하였고, 쌀과자 제조조건의 최적화를 위하여 반응표

면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중심합성계획에서 독립변수로 쌀 

수침시간(0~12일, A) 및 콩물 농도(0~40%, B)를 Table 1

과 같이 -2, -1, 0, +1, +2의 5단계로 부호화하였다. 쌀과

자 제조의 품질 특성에 관련된 종속변수로는 무게, 부피, 

밀도, 부피팽창율, 색도, 경도 및 관능검사로 하였고, 측

정된 값으로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최적조건의 예측은 

Design Export 8.0(Design-Expert V8 Software f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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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xperiment, Stat-Ease, Inc., Minneapolis, MN,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쌀과자 제조

쌀과자의 반죽은 쌀가루 200 g과 설탕 30 g에 콩물을 

쌀가루의 0~40%(w/w)를 첨가하였고, 예비실험을 통하여 

쌀과자 반죽의 최적조건인 최종 수분함량을 45%로 조절

하기 위하여 물을 쌀가루에 32~44%(w/v)을 첨가하여 제

조하였다. 쌀과자 반죽에 사용한 콩물은 대두와 물을 1:3

의 비율로 25°C에서 8시간 침지한 후 껍질을 제거하고 

물을 제거한 후 믹서기(HR-2860, Philips, Eindhoven, 

Netherlands)를 사용하여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제조한 각각의 반죽을 찜기에서 15분간 증자한 후 반죽

기(KM-800, Kenwood, Co. Ltd., Havant, U.K)에 넣고 소

주 5 g을 첨가한 후 80회/min.의 조건에서 3분간 반죽하

였다. 반죽은 압출성형기(MS-2006-I, Dongaoscar Co., 

Busan, Korea)에서 폭 1.0 cm, 두께 0.5 cm로 일정하게 

성형하여 50°C에서 6시간 건조시킨 후 길이 1.0 cm로 절

단한 후 50°C에서 24시간 더 건조하였다. 건조된 쌀과자

를 microwave oven(MW209QB, LG Electronics, Seoul, 

Korea)에 넣고 700W에서 40초간 팽화시켜 쌀과자를 제

조하였다.

5. 무게, 부피, 밀도 및 부피팽창률 측정

무게는 팽화시킨 시료를 측정하였고, 부피는 팽화 전과 

후 시료의 부피를 각각 종자치환법(Campbell AM 등 

1979)으로 측정하였다. 밀도는 팽화된 시료의 무게를 부

피비로 나타내었고, 부피팽창률은 팽화 전과 후의 부피비

로 나타내었다. 

6. 색도 측정

색도는 겉면을 색차계(JC 801S, Color Techno System, 

Tokyo, Japan)를 사용하여 백색도, 적색도, 황색도 값을 

측정하였다.

7. 경도 측정

경도는 texture analyzer(TA-XT2i, Stable Micro System 

Co., Surrey, UK)를 사용하여 measure force compression 

조건에서 측정 속도는 1.0 mm/sec이었고, 35.0 mm의 

cylinder를 이용하여 시료 70%를 압착하는 조건으로 측정

하였다.

8. 관능검사

쌀과자에 대한 관능검사는 조리과학과 대학(원)생 19명을 

대상으로 색(color), 맛(taste), 향미(flavor), 외형(appearance), 

질감(texture) 및 전체적인 선호도(overall preference)를 15 

cm 선척도로 측정하였고,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기

할 수 있도록 하여 1점은 ‘매우 좋지 않다’, 15점은 ‘매우 

좋다’로 평가하였다. 관능검사 쌀과자는 개인용 용기에 

담아 제공하였고, 각 시료의 용기에는 난수표를 이용하여 

추출된 숫자를 기입하였으며, 제시 순서는 무작위로 하였

다. 평가 시 입을 헹굴 수 있도록 정수된 물과 뱉는 컵을 

함께 제공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쌀과자의 무게, 부피, 밀도 및 부피팽창률

Table 1과 같은 조건에서 제조한 쌀과자의 무게, 부피, 

밀도 및 부피팽창률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쌀 수

침시간과 콩물 첨가량이 쌀과자 제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정된 반응별로 모델링화를 하였고, 분

석은 모델에 대한 F-test를 통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으

며, 선택된 모델은 반응표면분석을 이용하여 가식화하여 

나타냈다. 각각의 조건에서 제조한 쌀과자의 무게는 2.37  

~3.25 g, 부피는 13.17~30.00 mL, 밀도는 0.10~0.25 g/mL 

그리고 부피팽창률은 299.46~918.56%로 나타났다(Table 

2). 무게 측정 결과의 회귀곡선에 대한 결정계수(R2)는 

0.7416(p<0.001), 부피의 R2은 0.4074(p<0.05), 밀도의 R2

은 0.2463(p>0.05) 그리고 부피팽창률의 R2은 0.2877(p<  

0.05)으로 밀도를 제외한 무게, 부피 및 부피팽창률은 모

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무게와 부피는 독립변수간의 

교호작용하는 quadratic model이 선택되었고, 부피팽창율

은 독립변수간의 상호작용하는 2FI(two-factor interaction) 

model이 선택되었다(Table 3). 쌀과자의 무게, 부피, 밀도 

및 부피팽창률의 변화는 Fig. 1과 같다. 쌀과자의 무게는 

쌀 수침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쌀 수침시간이 2.01~8.14일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쌀과자의 부피는 쌀 수침시간이 길어질수록 감

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콩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부피도 증가하였는데 쌀 수침시간이 1.24일 

이하이고 콩물 첨가량이 31.27% 이상일 때 가장 부피가 높

은 구간으로 나타났다. Chinnaswamy S와 Hanna MA(1988)

은 팽화 스낵의 부피는 첨가재료의 단백질과 지방 함량

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지만 전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

하고, 전분의 함량과 아밀로오스 및 아밀로펙틴 비율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Table 3의 회귀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콩물 첨가량은 부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콩물 첨가량 증가에 따른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증가에 의한 영향보다 백진주 쌀가루의 전

분과 아밀로오스 및 아밀로펙틴 비율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밀도는 쌀 수침시간이 길어지고 콩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피팽창률은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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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de
variable Weight

(g)
Volume

(mL)
Density
(g/mL)

Expansibility
(%)

L a b
Hardness

(kg)
Color Taste Flavor

Appea
-rance

Texture
Overall

preference
A B

1 -1 -1 3.25 24.07 0.10 622.49 82.88 -2.27 6.97 10.99 11.46 10.82 9.49 11.01 9.35 11.06

2 1 -1 2.84 24.17 0.12 630.23 79.25 -1.79 9.74 9.64 11.14 6.68 5.90 10.55 10.01 11.47

3 1 1 2.89 30.00 0.10 918.56 80.54 -2.90 7.47 6.66 12.70 8.70 10.23 11.04 11.29 11.95

4 -1 1 2.76 21.83 0.13 554.67 80.87 -2.02 11.61 8.77 8.37 7.66 6.23 9.16 10.20 8.77

5 -2 0 2.37 19.17 0.17 426.01 82.93 -1.67 9.62 10.80 11.13 10.16 8.98 10.26 10.39 11.50

6 2 0 2.61 24.83 0.17 463.40 82.02 -2.68 11.08 6.48 7.27 8.36 5.63 7.92 9.30 6.75

7 0 -2 3.23 13.17 0.25 299.46 84.13 -2.46 9.38 14.97 8.50 5.30 7.15 8.42 8.81 8.67

8 0 2 2.89 18.83 0.15 463.29 82.39 -1.41 9.95 8.33 9.78 9.65 7.61 9.63 9.30 7.21

9 0 0 3.17 19.00 0.11 631.52 81.33 -4.91 10.10 13.43 10.89 9.69 7.95 10.98 10.20 9.33

All values are mean. 
1)A: Rice soaking time (days), B: Soybean milk (%).

Table 2. The central composite experimental design with the observed reponses of rice snack using dried Baekjinju rice flour and

soybean milk

Responses Model R-square1) F value p-value Polynomial equation2)

Weight Quadratic 0.7416 12.05 0.0001*** 3.17-0.12B-0.30A2

Volume Quadratic 0.4074 2.89 0.0388* 19.00+3.00A2

Density Quadratic 0.2463 1.37 0.2744 0.11+0.005A-0.016B+0.002A2+0.029B2

Expansibility 2FI 0.2877 3.10 0.0468* 556.63-92.91AB

L 2FI 0.2595 2.69 0.0702 81.82-0.58A-0.40B+0.99AB

a Quadratic 0.2218 1.20 0.3445 -4.91-0.008A+0.080B+0.100AB+1.32A2+1.44B2

b Linear 0.4473 9.71 0.0008*** 9.55+1.12A

Hardness Quadratic 0.7942 16.20 0.0001*** 13.43-0.67A-1.82B+0.86AB-2.68A2-1.17B2

Color 2FI 0.2736 20.97 0.0001*** 10.14-1.26A-1.00AB

Taste Quadratic 0.2454 10.73 0.0001*** 9.69-0.97A+0.63A+0.77AB-1.08B2

Flavor Linear 0.2302 25.12 0.0001*** 7.68-1.54A

Appearance Quadratic 0.1386 5.31 0.0001*** 10.98-0.71A-0.60A2-0.63B2

Texture Linear 0.0412 3.61 0.0291* 9.70+0.48B

Overall Preference 2FI 0.2524 18.80 0.0001*** 9.63-1.19A-0.48B-0.89AB
1)0 < R2 < 1, close to 1 means more significant.
2)A: Rice soaking time (days), B: Soybean milk (%).
*p<0.05, ***p<0.001.

Table 3. Polynomial equations calculated by RSM program for rice snack using dried Baekjinju rice flour and soybean milk

수침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였고, 콩물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높아졌는데 쌀 수침시간이 1.83일 이하이고, 콩물 

첨가량이 34.21% 이상일 때 부피팽창이 가장 높은 구간

으로 나타났다. Jung BM 등(2001)의 옥수수가루, 탈지 콩

가루 및 오징어를 이용한 스낵제품의 연구에서도 탈지 

콩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팽화율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Kang SH와 

Ryu GH(2002)의 전통 유과 가공공정에서 수침 및 꽈리

치기 공정에 대한 분석에서는 수침시간이 증가할수록 팽

화도는 증가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수침시간과 콩물 첨가량에 

따른 분석으로 두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생

각되며, 같은 조건에 제조한 유과 반대기를 열전달 방법

과 온도 등을 달리하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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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 of rice soaking time (A), and soybean milk (B) on weight, volume, expansibility, density,

Hunter's color value and hardness of rice snack using dried Baekjinju rice flour and soybean milk

있어(Lim KR 등 2003) 팽화방법에 의한 차이가 큰 것으

로 보인다. 

2. 쌀과자의 색도

스낵과 같은 팽화제품의 색도는 전분의 가수분해, 단당

류의 증가, 첨가물의 색소, 팽화에 의한 변색, carameli-  

zation, maillard reaction, 단백질과 지방 함량에 따른 산화

분해물의 생성 정도 등(Chen J 등 1991, Kim MJ와 Jang 

MS 2005, Kim KM 등 2010) 팽화에 의한 작용뿐만 아니

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KM 등 2010). 수침 후 풍건 처리한 쌀가루와 

콩물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쌀과자의 색도 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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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도는 79.25~84.13, 적색도는 -4.91~-1.41 그리고 황색

도는 6.97~11.61의 결과를 보였다(Table 2). 백색도 측정 

결과 값의 회귀곡선에 대한 R2은 0.2595(p>0.05), 적색도

의 R2은 0.2218(p>0.05) 그리고 황색도의 R2은 0.4473(p<  

0.001)으로 황색도에서만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황색도는 독립변수인 쌀 수침시간과 콩물 첨가량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linear model이 선택되었다(Table 3). 

Fig. 1의 반응표면 그래프에 의하면 쌀 수침시간이 길어

지고 콩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황색도는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Lee YH 등(2001)의 연구에서 유과 반죽의 

수분 함량을 50% 수준으로 조정하고 불린 콩을 찹쌀 중

량의 3% 정도 첨가한 후 제조한 유과 반대기의 백색도, 

적색도 및 황색도 측정값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

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침시간과 콩물 첨가량에 

따른 백색도와 적색도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황색도

는 Table 3의 회귀식에서 볼 수 있듯이 쌀 수침시간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쌀 수침시간, 반대기의 

수분함량, 콩물 첨가 등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가 더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쌀과자의 경도

수침 후 풍건 처리한 쌀가루와 콩물 첨가량을 달리하

여 제조한 쌀과자의 경도는 6.48~14.97 kg 범위의 결과를 

보였다(Table 2). 경도 측정 결과에 대한 회귀곡선의 R2은 

0.7942(p<0.001)로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고, 독립변수

간의 교호작용하는 quadratic model이 선택되었다(Table 

3). Fig. 1의 반응표면분석에 의하면 쌀 수침시간이 길어

질수록 쌀과자의 경도는 증가 후 감소하였고, 콩물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경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쌀 수

침시간이 2.14~6.52일이고, 콩물 첨가량이 13.13%일 때 

가장 경도가 단단한 구간으로 나타났다. 쌀 수침시간이 

3.80일 이하일 때에는 콩물 첨가량이 28.81% 이상이면 

경도가 낮은 범위에 속하고, 쌀 수침시간이 8.64일 이상

일 때에는 콩물 첨가량이 21.72% 이상이면 쌀과자의 경

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uknark K 등(1997)은 

타피오카, 옥수수 및 high amylose 옥수수 전분에 반탈지 

땅콩가루를 0~40% 첨가하고 수분함량은 18~22%로 조절

하여 압출 성형한 스낵의 전단력 실험 결과, 수분함량이 

낮을 때 스낵의 전단력은 낮게 나타났고, 반탈지 땅콩가

루를 15~30% 정도 전분을 대신하여 첨가하였을 때 전단

력은 감소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스낵이 팽화하는데 

땅콩가루에 함유된 지방이 스낵 겉면 조직을 얇게 만들

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콩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쌀과자의 경도가 낮아졌는데, 이는 Suknark 

K 등(1997)의 연구에서 땅콩가루에 함유된 지방과 같이 

콩물에 함유된 지방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겉면 조직이 얇

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4. 쌀과자의 관능검사

수침 후 풍건 처리한 쌀가루와 콩물 첨가량을 달리하

여 제조한 쌀과자의 관능검사 결과에서 색에 대한 선호

도는 7.27~12.70, 맛에 대한 선호도는 5.30~10.82, 향미에 

대한 선호도는 5.63~10.23, 외형에 대한 선호도는 7.92~  

11.04, 질감에 대한 선호도는 8.81~11.29, 그리고 전체적

인 선호도는 6.75~11.95로 나타났다(Table 2). 회귀곡선 

분석결과, 색에 대한 선호도의 R2은 0.2736(p<0.001), 맛

에 대한 선호도의 R2은 0.2454(p<0.001), 향미에 대한 선

호도의 R2은 0.2302(p<0.001), 외형에 대한 선호도의 R2은 

0.1386(p<0.001), 질감에 대한 선호도의 R2은 0.0412(p<  

0.05) 그리고 전체적인 선호도의 R2은 0.2524(p<0.001)로 

관능검사 모든 항목에서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색

과 전체적인 선호도는 독립변수간의 상호작용하는 2FI 

model이 선택되었고, 맛과 외형은 독립변수간의 교호작

용하는 quadratic model이 선택되었으며, 향미와 질감은 

쌀 수침시간과 콩물 첨가량의 독립변수가 각각 독립적으

로 작용하는 linear model이 선택되었다(Table 3). Fig. 2의 

반응표면 그래프에 의하면 색에 대한 선호도는 쌀 수침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호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콩물 첨가량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쌀 수침시간이 1.12일 이하이고 콩물 첨가량이 31.69% 

이상일 때 가장 선호도가 높은 구간으로 나타났다. 맛에 

대한 선호도는 쌀 수침시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졌고, 콩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다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쌀 수침시간이 4.18일 이하이고 콩물 첨가량이 

5.44~31.81%일 때 맛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미에 대한 선호도는 쌀 수침시간이 길어질수

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Table 3의 회귀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콩물 첨가량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에 대한 선호도는 쌀 수침시간이 길어질수

록 낮아지고, 콩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쌀 수침시간은 5.87일 이하이

고 콩물 첨가량은 11.99~36.55%일 때 외형에 대한 선호

도가 가장 높은 구간으로 나타났다. 질감에 대한 선호도

는 Table 3의 회귀선에서와 같이 쌀 수침시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콩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질감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콩물 

첨가량이 32% 이상일 때 쌀과자 질감에 대한 선호도는 

높게 나타났다. 쌀과자의 경도에 대한 기계적 검사에서는 

콩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나 패녈들은 단단하지 않은 쌀과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선호도는 쌀 수침시간이 길어지고 콩

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Fig. 3의 반응표면 그래프를 살펴보면 쌀 수침시간이 0.69

일 이하일 때에는 콩물 첨가량이 28.81% 이상일 때 전체

적인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구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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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 of rice soaking time (A), and soybean milk (B) on sensory evaluation of rice snack using

dried Baekjinju rice flour and soybean milk

5. 쌀과자의 제조 최적조건
쌀과자 제조 최적 제조조건 선정은 쌀 수침시간과 콩

물 첨가량인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는데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반응변수인 밀도, 백색도 및 적색도는 최적조건 설

정에서 제외하였고, 관능검사에서 질감의 R2은 0.0412로 

다른 반응변수들과 비교하여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된 반응변수 

중 쌀과자의 품질특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물리

적 특성인 무게, 부피, 부피팽창률, 황색도, 경도와 관능

검사에서는 색, 맛, 향미, 외형 및 전체적인 선호도의 최

적 조건이 최대 범위에 있을 때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

인 쌀 수침시간과 콩물 첨가량은 설정한 범위 내에서 최

소로 하였을 때를 최적조건을 설정하였다. 주어진 실험조

건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으로 한 반응식

에서 수치 최적화와 모형 최적화를 통해 만족하는 구간

을 선정하였고, 각각의 반응변수에 대한 개별적인 등고선

을 겹쳐보는 방법으로 중첩 등고선도(overlaid contour 

plot) 방법을 이용하여 중첩되는 구간을 구하였다. 얻어진 

각 반응변수의 예측 범위는 Fig. 3와 같이 무게 3.040 g, 

부피 20.246 mL, 부피팽창율 559.319%, 황색도 8.572, 경

도 12.800 kg, 색에 대한 선호도 10.964, 맛에 대한 선호

도 10.285, 향미에 대한 선호도 8.900, 외형에 대한 선호

도 11.070 그리고 전체적인 선호도 10.527이었다. 이들의 

예측 범위에서 비유탕 쌀과자 제조에 가장 바람직한 최

적 값은 쌀 수침시간 1.24일, 콩물 첨가량은 15.80%로 나

타났다. 전보(Choi OJ 등 2013)에서는 쌀 수침시간 0.69, 

콩물 첨가량이 26.67%로 나타나 차이가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는 습식 제분한 쌀가루를 풍건 처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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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verlay plot the optimal mixture by desirability

백진주 쌀가루의 처리 조건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Chun HS 등(2002)은 신선찰벼를 이용한 유과의 제조에 

관한 연구에서는 최적 수침조건은 25°C에서 9일 이상이

라고 하였고, Kim HR 등(2009)은 백운찰벼를 이용하여 

제조한 강정의 최적 수침조건은 31.5°C에서 9일간 수침

이라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다소 상이한 결과나 나타났

는데, 이는 중간 찰벼인 백진주 품종 사용, 수침 온도, 제

조방법, 팽화방법 등의 차이로 생각된다. 위의 Chun HS 

등(2002)과 Kim HR 등(2009)에 비교하여 최적 수침시간

은 약 8일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나 백진주 품종의 쌀을 

수침 후 풍건하여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팽화하는 쌀과

자를 제조할 경우 시간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

일한 팽화방법으로 연구한 비풍건 백진주 쌀가루를 이용

한 쌀과자(Choi OJ 등 2013) 제조보다는 최적 콩물 첨가

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0~12일 동안 수침하여 습식 제분 후 풍건한 

쌀가루와 콩물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쌀과자의 최적 

제조조건 알아보기 위하여 9가지 조건에서 제조한 쌀과

자의 품질특성을 분석하였다. 회귀곡선에서 model의 적

합성이 인정된 종속변수에서 무게, 부피, 경도, 맛 및 외

형은 quadratic model이 선택되었고, 부피팽창률, 색 및 

전체적인 선호도는 2FI model이 선택되었으며, 황색도 및 

향미는 linear model이 선택되었다. 쌀 수침시간이 길어질

수록 무게, 경도 및 외형은 증가하다가 감소하였고, 부피

는 감소하다가 증가하였고, 부피팽창률, 색, 맛 및 향미는 

감소하였으며, 황색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콩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무게 및 전체적인 선호도는 감소하

였고, 부피, 부피팽창률, 황색도는 증가하였고, 경도, 맛 

및 외형은 증가하다가 감소하였고, 색 및 향미는 크게 변

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쌀 수침시간과 콩물 첨가량은 최소로 하였고, 

종속변수인 무게, 부피, 부피팽창률, 황색도, 경도, 색, 맛, 

향미, 외형 및 전체적인 선호도는 최대로 하였을 때 쌀과

자의 최적 조건을 쌀을 1.24일 수침 후 풍건한 쌀가루와 

콩물 첨가량은 15.8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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