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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physicochemical and sensory effects of glutinous rice flour substitution in Yakgwa. Methods: 

The glutinous rice flour was added to Yakgwa dough as ratio to ranging from 0, 20, 40, 60%. Dehydration, oil absorption, color, texture 

and preference properties of Yakgwa were then investigated. Results: Glutinous rice flour caused a decrease in dehydration and oil 

absorption during frying. For color determination, L-value increased while b-value decreased as the addition of glutinous rice flour 

increased. In the instrumental texture analysis, hardness and chewiness increased with increasing glutinous rice flour content. Yakgwa 

with 20 or 40% glutinous rice flour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overall acceptability than others. Conclusion: It can be concluded that 

20 or 40% glutinous rice flour substitution is appropriate for preparing Yakgwa, based on the sensory evalu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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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약과는 밀가루에 참기름, 꿀 등을 넣고 반죽하여 일정

한 모양으로 빚어 기름에 튀겨 집청한 유밀과의 한 종류

인 대표적인 전통 과자이다. 약과는 밀가루가 귀했던 통

일신라시대부터 숭불사상과 함께 성행하여 고려시대, 조

선시대에는 제례, 대소연회, 명절 등에 의례음식으로 애

용되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음식이다(Hong JS 1998, Park 

JS 등 2016). 약과는 주로 명절에 이용되어 왔지만 1900

년대 후반에 설탕이 수입되고 서양과자가 유입되면서 소

비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근래에는 소득수준 향상, 외

래 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식습관 변화, 가정의례의 간소

화 등으로 소비는 더 위축되고 있고 있다(Lee JH & Kim 

JS 2014). 최근 우리 고유의 음식과 식문화에 대한 내외

국인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고부가

가치 약과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으

로 약과는 밀가루를 주재료로 사용해 왔으나 밀가루 약

과 뿐 아니라 마분말 첨가 약과(Lee JH & Kim JS 2014), 

녹차분말 첨가 약과(Yun GY & Kim M 2005, Yeo G 등 

2013), 대두단백분말 첨가 약과(Lee KA & Brennand CP 

2005), 마늘즙 첨가 약과(Moon SI 2003), 쌀가루 첨가 약

과(Lee KA 2006, Kim HA 등 2013, Park JS 등 2016), 인

삼 및 홍삼(박) 첨가 약과(Hyun JS & Kim MA 2005, Lee 

KS 등 2013, Yeo G 등 2013, Zang OH 등 2014), 주박첨

가 약과(Cho EJ 등 2007), 채소분말 첨가 약과(Kim JY 

등 2011), 여러 종류의 허브 첨가 약과(Gwon SY & 

Moon BK 2007) 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으나 쌀가

루와 같은 곡류가루를 이용한 약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쌀은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주식으로 애용되어 왔으

나 식생활의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밀의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밀가루

의 글루텐 단백질은 셀리악병으로 알려진 알레르기 질환

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밀을 주식으로 하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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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
Sample

1)

GF0 GF20 GF40 GF60

Flour 100 80 40 60

Glutinous rice flour  0 20 60 40

Salt  2  2  2  2

Sesame oil 24 24 24 24

Rice wine 29 29 29 29

Honey 30 30 30 30
1) 

GF0: 100% wheat flour.

  GF20: 80% wheat flour with 20% glutinous rice flour.

  GF40: 60% wheat flour with 40% glutinous rice flour.

  GF60: 40% wheat flour with 60% glutinous rice flour.

Table 1. Formula ingredients of Yakgwa with glutinous rice flour

인구의 10% 정도가 이 질환의 잠재적 환자이다. 이를 위

해 글루텐 프리 식품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으며 글루텐 프리 식품 소재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은 쌀이다. 쌀에는 글루텐 형성 단백질이 없을 뿐 아니라 

GABA, γ-오리자놀, ferulic acid, IP6, 피틴산, 폴리페놀, 

PEP저해제 등 다양한 건강기능성분이 함유되어 있다(Lee 

BD & Eun JB 2008, Keum JS 2010). 근래에 쌀의 소비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쌀을 밀가루와 같이 분말

화한 쌀가루를 이용한 가공 제품 개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Ji Y 등 2007, Kim JM & Shin M 2014, Ju HW & 

Lee KS 2016). 약과의 지방함량은 재료의 종류와 배합비

율, 제조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20-30% 정도인 

고지방 식품으로 대부분 튀기는 과정 중 흡수되며 약과

를 통한 높은 열량 섭취는 비만, 당뇨와 같은 대사증후군

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저장 중 산패의 주 원인이 된

다. 기름에 튀길 때, 밀가루에 비해 쌀가루는 기름 흡수

량이 감소하므로 약과와 같이 밀가루를 주재료로 하는 

튀김 음식에서 쌀가루는 산패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건강에 대한 영향을 낮출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찹쌀가루 배합비율이 다른 약과를 제

조하여 약과의 이화학적 특성및 관능적 특성을 밀가루로 

만든 약과와 비교 분석하여 찹쌀가루를 사용한 약과 제

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찹쌀가루는 올라이스(광주, 한국)에서 구입하여 실험재

료로 사용하였다. 이 외의 재료로 밀가루(중력분, CJ제일

제당(주), 양산, 한국), 참기름(새싹종합식품(주), 인천, 한

국), 꿀((주)가보팜스, 나주, 한국), 소금(청정원, 무안, 한

국), 청주(경주법주, 경주, 한국), 조청(오뚜기, 안양, 한국)

을 대학 인근의 마트에서 구입하였으며 튀김용 기름으로

는 대두유(CJ제일제당(주), 인천, 한국)를 사용하였다. 

2. 방법

1) 약과 시료의 준비

밀가루의 0%, 20%, 40% 그리고 60%를 찹쌀가루로 

대체한 약과 시료를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Table 1). 먼

저 밀가루, 찹쌀가루, 소금을 섞은 후 체에 내렸다. 참기

름을 넣어 잘 비벼서 다시 체에 내리고 꿀, 청주를 넣어 

반죽한 후 밀대로 밀어서 0.8×3×3 cm로 잘라서 튀김기

(STG-120KP, Shinil Industrial Co., Ltd., Hwaseong, Korea)

에 넣고 튀겼다. 튀김유로는 대두유를 사용하였으며 

110°C에서 8분, 150°C에서 8분간 튀긴 후 24시간 기름을 

빼고 조청에 2시간 집청하여 약과 시료로 사용하였다. 밀

가루만 사용한 대조군 약과의 재료 배합비는 밀가루 100 

g, 소금 2 g, 청주 29 g, 참기름 24 g, 꿀 30 g이었다.

2) 탈수율 및 흡유율 측정

약과 반죽과 약과의 수분함량, 조지방함량을 이용하

여 탈수율과 흡유율을 측정하였다. 탈수율(%)은 탈지물

을 기준으로 약과 반죽과 약과의 수분함량(%)의 차이로 

산출하였으며, 흡유율(%)은 건물을 기준으로 약과와 약

과반죽의 조지방함량의 차이로 산출하였다(Lee KA & 

Brennand CP 2005). 반죽과 약과의 수분함량과 조지방

함량은 각각 상압가열건조법, Soxhlet 추출법으로 분석

하였다.

3) 색도 측정

약과 반죽과 약과(표면, 내부)의 색도는 colorimeter 

(JX777, C.T.S.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L값(명도), 

a값(+적색도/-녹색도), b값(+황색도/-청색도)을 측정하였

다. 표준색판은 L값 93.26, a값 0.58, b값1.03이었다.

4) 텍스처 측정

약과 반죽과 약과의 텍스처는 rheometer(Compac-100II, 

Sun Scientific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으며 측정조건은 plunger diameter, 15 mm; penetration 

depth, 15 mm; test speed 60 mm/sec; load cell, 5 kg이

었다.

5) 약과의 관능검사

약과의 외관, 맛, 향, 텍스처,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하

여 식품영양학과 재학생 43명을 대상으로 관능검사를 실

시하였으며 기호도 조사는 7점척도법(1점; 매우 나쁘다, 

4점; 보통이다. 7점; 매우 좋다)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시료는 흰색의 용기에 담아 동시에 제공하였으며 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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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1)

GF0 GF20 GF40 GF60

Moisture content (%, defatted basis)

Dough
2)

19.37±0.03
a2)

19.47±0.02
a

19.35±0.05
a

19.59±0.03
a

Yakgwa 08.44±0.02
d

09.26±0.03
c

10.29±0.03
b

11.63±0.04
a

Dehydration (%) 10.93±0.02
a

10.21±0.02
b

09.06±0.03
c

07.96±0.03
d

Crude lipid content (%, dry basis)

Dough 13.41±0.05
a

13.60±0.04
a

13.32±0.05
a

13.75±0.04
a

Yakgwa 29.66±0.02
a

28.32±0.04
b

25.67±0.03
c

24.38±0.03
d

Oil absorption (%) 16.25±0.02
a

14.72±0.03
b

12.32±0.03
c

10.63±0.03
d

1) 
GF0: 100% wheat flour.

  GF20: 80% wheat flour with 20% glutinous rice flour.

  GF40: 60% wheat flour with 40% glutinous rice flour.

  GF60: 40% wheat flour with 60% glutinous rice flour.
2) 

Mean±SD an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Dehydration and oil absorption of Yakgwa with glutinous rice flour

료에는 난수표를 이용하여 추출된 세자리 숫자를 표기하

였다.

6) 통계분석

기호도 검사를 제외한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험하였

다. 실험 결과는 SPSS Statistics(ver. 19.0, SPSS Institute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시료 간 유의성 검정을 위해 유의수준 5%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탈수율과 흡유율

반죽과 약과의 수분함량과 지방함량은 Table 2에 나타

내었다. 반죽의 수분함량은 19.35-19.59%(탈지물 기준)이

었으며 시료 간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약과의 수분

함량은 8.44-11.63%(탈지물 기준)로 시료 간 유의차를 나

타내었다(p<0.05). 약과의 수분함량은 쌀가루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높아졌으며 밀가루의 60%를 찹쌀가루로 대

체한 약과의 수분함량이 가장 높았다. 탈수율은 밀가루만 

사용한 약과에 비해 찹쌀가루를 사용한 약과가 더 낮았

으며 찹쌀가루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더 낮아졌다. Dogan 

SF 등(2005)은 치킨 너겟을 튀길 때 쌀가루로 만든 배터

(batter)를 사용한 것이 밀가루로 만든 배터를 사용한 것

보다 탈수율이 낮았으며 이는 쌀가루의 높은 수분결합력 

때문이라고 하였다. Lee KA(2006)는 흑미가루의 수분결

합력은 밀가루의 2.5배 정도 된다고 보고하여, 찹쌀가루

를 사용한 약과의 탈수율이 밀가루만 사용한 약과에 비

해 낮은 것은 찹쌀가루의 높은 수분결합력 때문으로 생

각되었다. 한편 약과 반죽의 지방함량은 건물을 기준으로 

13.32-13.75%였으며 시료 간 유의차는 없었으며 약과의 

지방함량은 24.38-29.66%로 시료 간 유의차를 보였다

(p<0.05). 흡유율은 밀가루로 만든 약과에 비해 찹쌀가루

를 사용한 약과가 낮았으며 찹쌀가루 함량이 높아질수록 

흡유율은 더 낮아졌다. Nakamura S & Ohtsubo K(2010)

는 밀가루의 일부를 쌀가루로 대체하여 만든 배터를 이

용한 텐푸라가 밀가루로 만든 배터를 이용한 텐푸라에 

비해 지방 흡수가 더 낮았다고 하였다. 쌀가루 배터의 지

방 흡수는 쌀의 품종,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 함량, 단

백질 함량, 쌀 전분의 호화 특성 등의 영향을 받는다(Shih 

F & Daigle K 1999, Nakamura S & Ohtsubo K 2010). 

Lee KA & Brennand CP(2005)는 분리대두단백의 배합 

비율이 증가할수록 약과의 탈수율과 지방 흡수율이 낮아

졌으며 이는 분리대두단백의 높은 단백질 함량과 수분결

합력 때문이라고 하였다. 튀기는 동안 내부의 수분이 계

속 표면으로 이동하여 수증기 형태로 제거되므로 표면이 

다공질로 변하여 지방 흡수가 많아지므로 수분 손실이 

많을수록 더 많은 지방이 흡수된다. 또한 높은 온도에

서 튀길수록 많은 양의 수증기가 발생하여 제거되므로 

상대적으로 큰 pore를 형성하여 지방 흡수가 많아지므로

(Mellema M 2003), 탈수율은 흡유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

다. 따라서 찹쌀가루 배합비율이 높아질수록 탈수율이 낮

아져 흡유율이 감소하였으며 탈수율은 흡유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각되었다.

2. 약과 반죽의 색도와 텍스처 특성

약과 반죽의 L, a, b값을 측정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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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1)

GF0 GF20 GF40 GF60

Color value
2)

L 062.82±0.03
d3)

064.75±0.05
c

066.89±0.02
b

068.23±0.03
a

a 001.58±0.01
a

001.01±0.02
b

000.76±0.01
c

000.35±0.02
d

b 024.32±0.02
a

023.14±0.01
b

021.81±0.03
c

019.76±0.02
d

Texture

Hardness (kg/cm
2
) 004.32±0.04

d
005.76±0.05

c
006.40±0.07

b
007.63±0.08

a

Springiness 048.14±0.43
a

046.34±0.32
a

041.50±0.53
a

043.28±0.47
a

Cohesiveness 031.25±0.23
a

026.64±0.21
b

022.27±0.19
c

022.28±0.15
c

Chewiness 184.41±12.59
c

221.24±13.56
b

210.83±11.89
b

340.52±25.13
a

1) 
GF0: 100% wheat flour.

  GF20: 80% wheat flour with 20% glutinous rice flour.

  GF40: 60% wheat flour with 40% glutinous rice flour.

  GF60: 40% wheat flour with 60% glutinous rice flour.
2) 

L: Lightness; a: redness (+)/blueness (-); b: yellowness (+)/greenness (-).
3) 

Mean±SD an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Color values and textural properties of Yakgwa dough with glutinous rice flour

다. 약과 반죽의 L값은 찹쌀가루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높

아져 밀가루의 60%를 찹쌀가루로 대체한 반죽이 가장 높

은 L값을 보였으며 찹쌀가루 사용 약과 반죽의 L값은 

64.53-68.23이었다. 반죽의 a값과 b값은 찹쌀가루의 비율

이 증가할수록 낮아져 밀가루의 60%를 찹쌀가루로 대체

한 반죽의 a값과 b값이 가장 낮았으며 찹쌀가루 사용 약

과의 a값과 b값은 각각 0.35-1.58, 19.76-24.52이었다. 따

라서 찹쌀가루 사용 약과의 색은 밀가루만 사용한 약과

에 비해 더 밝았으며 더 연한 붉은색, 더 연한 노란색을 

띠었다. 약과 반죽의 텍스처 특성은 Table 3에 나타낸 것

과 같이 밀가루만 사용한 약과 반죽에 비해 찹쌀가루 사

용 약과 반죽의 경도가 높았으며 찹쌀가루 비율이 증가

할수록 경도가 더 증가하였으므로 찹쌀가루 사용 약과 

반죽은 더 단단해졌다. Lee KA & Brennand CP(2005)는 

분리대두단백을 첨가한 약과 반죽의 경도가 높아진 것은 

분리대두단백의 높은 수분결합력에 의한 것으로 반죽의 

경도는 약과의 흡유율 및 탈수율과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경도가 높을수록 탈수율과 흡유율이 낮아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Table 2 와 같이 찹쌀가루 배합비율이 증가할수록 

흡수율과 흡유율이 낮아진 것은 약과 반죽의 경도 증가

와 관련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약과 반죽의 응집성은 

찹쌀가루 사용 시 낮아졌으며 찹쌀가루 배합 비율이 높

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40% 찹쌀가루 약과 

반죽과 60% 찹쌀가루 약과 반죽 사이에는 유의차가 없었

다. 씹힘성은 찹쌀가루 약과 반죽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60% 찹쌀가루 약과 반죽은 20%, 40% 찹쌀가루 약과 반

죽에 비해 높았다.

3. 약과의 색도

약과의 내부 및 표면의 색도를 측정하여 Table 4에 나

타내었다. 약과 내부의 L값은 약과 시료 간 유의차가 없

었다. 내부의 a값은 찹쌀가루 약과가 다소 높았으며 b값

은 40%, 60% 찹쌀가루 사용 약과는 다른 약과에 비해 

낮았고 60% 찹쌀가루 약과가 가장 낮은 b값을 나타내었

다. 약과 표면의 L값은 찹쌀가루 사용 약과가 밀가루만 

사용한 약과에 비해 높았으며 찹쌀가루 비율이 증가할수

록 높아져 찹쌀가루 배합비율이 많을수록 더 밝은 색을 

띠었다. 표면의 a값은 약과 시료 간 차이가 없었으며 b값

은 밀가루만 사용한 약과가 가장 높았고 찹쌀가루 비율

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40% 찹쌀가루 

약과와 60% 찹쌀가루 약과 사이에는 유의차가 없었다. 

약과 표면은 색은 찹쌀가루 사용에 의해 더 밝고 더 연한 

노란색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찹쌀가루 사용 시 약과의 

갈색색소 형성에 관여하는 아미노-카보닐 반응이 밀가루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났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찹쌀 백미의 단백질 함량은 7.4%이고(Lee KA 등 2017) 

본 실험에 사용한 중력분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은 9%이

었다. 약과의 색은 집청액의 종류, 단백질 함량, 첨가 재

료의 특성, 튀기는 온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Lee KA 

2006, Gwon SY & Moon BK 2007, Kim HA & Lee KH 

2012, Lee JH & Kim JS 2014, Zang OH 등 2014). Lee 

KA(2006)는 흑미가루 사용 약과는 밀가루만 사용한 약과

에 비해 L값은 낮아지고 b값은 높아졌는데 이는 흑미에 

첨가된 안토시아닌 색소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였다. 

Gwon SY & Moon BK(2007)에 의하면 허브의 종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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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value
2)

Sample
1)

GF0 GF20 GF40 GF60

Internal

L
3)

48.37±0.06
a3)

48.52±0.05
a

48.41±0.06
a

47.98±0.06
a

a 05.08±0.03
b

05.57±0.04
a

05.60±0.02
a

05.62±0.04
a

b 30.06±0.06
a

30.08±0.02
a

28.71±0.05
b

27.34±0.03
c

External

L 33.96±0.03
d

35.69±0.02
c

37.82±0.02
b

37.09±0.05
a

a 15.20±0.02
a

15.38±0.04
a

15.71±0.05
a

15.28±0.03
a

b 35.72±0.04
a

30.95±0.03
b

29.17±0.03
c

28.82±0.06
c

1) 
GF0: 100% wheat flour.

  GF20: 80% wheat flour with 20% glutinous rice flour.

  GF40: 60% wheat flour with 40% glutinous rice flour.

  GF60: 40% wheat flour with 60% glutinous rice flour.
2) 

L: Lightness; a: redness (+)/blueness (-); b: yellowness (+)/greenness (-).
3) 

Mean±SD an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Internal and external color values of Yakgwa with glutinous rice flour

라 L, a, b값이 증가 또는 감소하였으며 Kim HA & Lee 

KH(2012)는 밀가루만 사용한 약과에 비해 고아미가루 사

용 약과의 L값은 고아미가루의 비율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였으며 a값과 b값은 낮아졌다고 하였다. Lee JH & 

Kim JS(2014)는 마분말 첨가 약과는 밀가루만 사용한 약

과에 비해 표면의 L값, a값, b값이 증가했다고 하였다. 따

라서 약과의 색도는 첨가재료의 종류와 특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Lee SY 등(2003)은 쌀가루를 첨

가한 크림수프는 밀가루를 사용한 수프에 비해 L값이 높

아 더 밝은 색을 띠었다고 하였으므로 쌀가루의 특성이 

제품의 색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4. 약과의 기계적 텍스처 특성

약과의 텍스처 특성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

었다. 밀가루만 사용한 약과의 경도는 15.47 kg/cm
2
였으

며 찹쌀가루 사용 시 약과의 경도는 이보다 높아졌으며 

찹쌀가루를 사용한 약과 간에는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Yun GY & Kim M(2005)는 밀가루의 6%, 8%의 녹차분

말을 첨가한 약과는 밀가루만 사용한 약과에 비해 팽화

율이 낮았으며 경도도 높았다고 하였으며 Hyun JS & 

Kim MA(2005)는 홍삼분말이 수분을 흡수하여 홍삼분

말 첨가 약과의 경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Lee KA 

(2006)에 의하면 흑미가루를 첨가한 약과는 글루텐 형성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아 밀가루만 사용한 약과에 비해 

잘 부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단단하였다. 따라서 찹쌀가

루에는 글루텐 형성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아 찹쌀가루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반죽할 때 글루텐이 충분히 형성되

지 않아 팽화율이 낮아질 뿐 아니라 찹쌀가루가 밀가루

에 비해 수분결합력이 높아 찹쌀가루 양이 증가할수록 

약과의 경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찹쌀가루 약

과는 밀가루만 사용한 약과에 비해 탄력성은 더 높았으

나 찹쌀가루를 사용한 약과 간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응집성은 찹쌀가루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낮아졌

으며 찹쌀가루를 60% 사용한 약과의 응집성이 가장 낮았

다. 씹힘성은 찹쌀가루를 사용한 약과가 밀가루만 사용한 

약과에 비해 더 높았고 찹쌀가루 비율이 증가할수록 더 

높아져 찹쌀가루를 60% 사용한 약과의 씹힘성이 가장 높

아 경도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5. 약과의 관능적 특성

찹쌀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약과의 외관, 맛, 냄새, 텍

스처에 대한 기호도와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약과의 외관에 대한 기호

도는 밀가루만 사용한 약과와 찹쌀가루를 20%, 40% 첨

가한 약과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찹쌀가루를 

60% 사용한 약과는 다른 약과에 비해 외관에 대한 기호

도가 낮았다. 약과의 맛은 약과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므로 찹쌀가루 사용이 약과의 맛에 대한 기

호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약과의 냄새는 찹쌀가루 

20%, 40%를 사용한 약과가 다른 약과에 비해 높았고 밀

가루만 사용한 약과와 찹쌀가루 60%를 사용한 약과 간에

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약과의 텍스처에 대한 

기호도는 20%, 40%의 찹쌀가루를 사용한 약과가 가장 

높았으며 60% 찹쌀가루를 사용한 약과의 텍스처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낮았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찹쌀가루를 

20%, 40% 사용한 약과가 밀가루만 사용한 약과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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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1)

GF0 GF20 GF40 GF60

Hardness (kg/cm
2
)  15.47±0.02

b2)
 22.07±0.25

a
,  21.65±0.34

a
,  21.23±0.38

a

Springiness  62.00±0.24
b

 74.86±0.34
a

,  77.02±0.49
a

,  79.18±0.54
a

Cohesiveness  38.48±0.14
a

 34.88±0.16
b

,  30.97±0.25
c

,  27.05±0.31
d

Chewiness 709.81±17.3
d

858.43±25.94
c

1,009.70±41.65
b

1,161.03±51.92
a

1) 
GF0: 100% wheat flour.

  GF20: 80% wheat flour with 20% glutinous rice flour.

  GF40: 60% wheat flour with 40% glutinous rice flour.

  GF60: 40% wheat flour with 60% glutinous rice flour.
2) 

Mean±SD an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Mechanical properties of Yakgwa with glutinous rice flour

Sample
1)

GF0 GF20 GF40 GF60

Appearance 5.32±0.91
a2)

5.17±0.72
a

5.26±0.78
a

3.68±0.69
a

Taste 5.19±0.38
a

5.71±0.47
a

5.53±0.33
a

5.35±0.39
a

Odor 4.32±0.67
b

5.52±0.42
a

5.75±0.35
a

4.18±0.23
b

Texture 4.78±0.58
b

6.21±0.27
a

5.89±0.36
a

3.50±0.27
a

Overall acceptability 4.53±0.36
b

5.92±0.43
b

5.73±0.31
a

3.63±0.14
c

1) 
GF0: 100% wheat flour.

  GF20: 80% wheat flour with 20% glutinous rice flour.

  GF40: 60% wheat flour with 40% glutinous rice flour.

  GF60: 40% wheat flour with 60% glutinous rice flour.
2) 

Mean±SD an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Sensory properties of Yakgwa with glutinous rice flour

높았는데 이는 다른 약과에 비해 냄새와 텍스처에 대한 

기호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60%의 찹쌀

가루를 사용한 약과는 밀가루만 사용한 약과보다 낮은 

전반적인 기호도를 보여 네 종류의 약과 중 가장 낮은 전

반적인 기호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외관, 텍스처에 대한 

기호도가 다른 세 종류의 약과에 비해 낮았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전반적인 기호도를 고려할 때 밀가루의 

20-40%를 찹쌀가루로 대체한 찹쌀가루 약과의 제조가 가

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Ⅳ. 요약 및 결론

찹쌀가루를 0, 20, 40, 60%의 비율로 배합하여 약과를 

제조하여 탈수율, 흡유율, 색도, 텍스처 특성, 관능적 특

성을 분석하였다. 찹쌀가루를 사용한 약과는 밀가루만 사

용한 약과에 비해 탈수율과 흡유율이 낮았다. 찹쌀가루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약과 표면의 L값은 높아지고 b값은 

감소하였으며 기계적 경도와 씹힘성이 증가하였다. 관능

검사 결과, 찹쌀가루를 20%, 40% 사용한 약과가 다른 약

과에 비해 높은 전반적인 기호도를 보였다. 따라서 전반

적인 기호도를 고려할 때 밀가루의 20%, 40%를 찹쌀가

루로 배합한 약과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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