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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장분말 첨가 발아현미 쿠키의 품질특성 및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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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recipe for a nutritional cookie containing chungkukjang powder that had a

composition of ingredients and a texture that resulted in a high preference by all age groups. Wheat flour was partially

substituted with chungkukjang powder to reduce its content.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was then used to analyze the

measured results, which showed 16 experimental points including 2 replicates for chungkukjang powder, butter and sugar.

The compositional and functional properties were then measured, after which these values were applied to a mathematical

model. A canonical form and perturbation plot revealed the influence of each ingredient on the final mixture. The results

of the sensory evaluation showed significant values with respect to color (p<0.01), texture (p<0.05) and overall quality

(p<0.05). Taken toge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optimal ratio was 26.57 g of chungkukjang powder, and

82.08 g of butter for every 52.36 g of sugar. The physical and chemical sensory measurements were then evaluated by a

t-test, and th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lavor of the optimized cookie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co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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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청국장은 단백질 및 각종 비타민, 유기산 함량이 높은 우

수한 영양식품이며 식이섬유, 이소플라본, 사포닌, 올리고

당, 레시틴, γ-glutamyltranspeptidase 등과 같은 원료 콩

에서 유래되었거나 발효과정 중에 생성된 기능성 성분이 다

량 함유되어 있다(In 등 2004). 또한 청국장은 청국장균에

의한 정장효과를 비롯하여 배변 및 혈당 개선효과, 골다공

증 억제효과, 면역 활성화 능력, 항산화 활성, 항균력, 항고

혈압 활성,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효과, 골다공증 예방효과

등 여러 가지 생리활성을 갖는 건강식품이다(Cho 등 2000,

Youn 등 2001, Lee 등 2005).

또한 발아현미는 현미를 발아시킨 것으로 식이섬유, 칼슘,

철,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보강할 수 있고, 혈압강하, 뇌기

능개선, 면역력증강 등의 기능성이 입증된 γ-aminobutyric

acid(GABA)와 γ-oryzanol, inositol 등의 생리활성 성분

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Han 등 2004), 현미발아시의 전

분분해효소 작용에 의해 생성된 포도당 등의 유리당과 올리

고당에 의한 식미개선 뿐만 아니라 기능성, 기호성, 편의성

등이 현미에 비해 크게 증진되어 향후 우리 국민의 식생활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을 갖는 건강기능식품의 하나

로 주목받고 있다(Chio 등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웰빙 시대에 적합한 기능성 식품개

발을 위해 저장성이 우수하며(빵 과자 백과사전 1992), 모

든 연령층에서 기호도가 높은 쿠키제형에 청국장과 발아현

미를 접목시켜 아미노산 성분을 보강하고 여러 생리활성 기

능을 갖는 기능성 식품개발의 일환으로 청국장분말을 첨가

한 발아현미 쿠키를 제조하였으며 최근 식품공업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반응표면분석법을 통해 관능적 최적점을 갖

는 레시피를 확립하여 기능성 쿠키로서의 상품가능성을 평

가해보고자 하였다.

II.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청국장분말을 이용한 발아현미 쿠키를 제조하기 위하여 박

력분((주)CJ), 백설탕((주)CJ), 무염버터(서울우유), 소금(해

표), 베이킹 파우더(초야식품), 발아현미분말(열매누리),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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걀(하나로 마트)을 사용하였으며, 청국장분말은 영월농업협

동조합을 통해 구입하였고 건조분말 형태로 혼합 중 반죽에

첨가하였다.

2. 실험방법

(1) 실험설계법

최적점을 산출하기 위한 실험설계는 design expert 7

(Stat-Easy Co., Minneapolis, MN, USA)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고 반응표면실험계획법의 중심합성계획에 따라 실험

을 설계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밀가루의 일부 대체 재료로 첨

가되는 청국장분말(A)과 버터(B), 설탕(C)의 함량을 요인으

로 설정하였고 예비 실험을 거쳐 각 요인의 최소 최대 범위

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설정된 범위를 입력하여 16개의

실험점이 형성되었으며 반복 설정을 통해 2개의 반복점이

선택되었다.

(2) 성분분석

일반성분 조성은 AOAC(AOAC 1996) 표준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수분은 105oC 상압가열건조법에 의하여 드라이

오븐(ON-12GW, JEIO TECH, Seoul, Korea)을 이용하였

으며, 조단백질은 자동질소증류장치(Kjeltec Analyzer

2300, FOSS. Co., Hillerod, Denmark)를 이용한 Kiedahl

법, 조지방은 자동 조지방 추출기(Soxtec Avanti 2050,

FOSS Co., Slangerupgade, Hillerod, Denmark)를 이용

하였다. 조회분은 550oC 직접회화법, 조섬유는 Henneberg-

Stohmann 개량법에 의하여 분석하였고(AOAC 1996), 탄

수화물은 100에서 조지방, 조단백, 조회분, 조섬유 등을 뺀

값으로 하였다.

(3) 청국장분말 첨가 발아현미쿠키 제조

발아현미쿠키 제조에 사용된 쿠키반죽의 배합은 일반쿠키

레시피 문헌조사와(Laensky 등 1999, Gisslen 2001) 쌀 및

현미를 이용한 쿠키관련 연구(Kim 2002; Ko 등 2005; Joo

등 2008)를 기반으로 예비실험을 거친 후 일부 수정하여 발

아현미 쿠키의 배합을 결정하였으며 배합비는 <Table 1>과

같다. 청국장분말 첨가 발아현미쿠키는 AACC method (10

52)의 방법을 참고하여 생산 공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크림법(Creaming Method)으로 제조하였다(AACC

1995).

(4) 청국장 분말 첨가 발아현미 쿠키 품질특성

1) 이화학적 특성

반죽의 pH는 비이커에 반죽 5 g과 증류수 45 mL를 넣고

교반한 후 20oC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pH meter(model

34, Beckman Instrument Inc., Fullerton, CA, USA)로

3회 반복 측정하였다.

반죽의 밀도는 50 mL 메스실린더에 증류수 30 mL를 넣

은 후 5 g의 반죽을 넣었을 때 증가한 높이로 부피와 반죽

의 무게로 구하였다.

굽기 손실률은 쿠키의 소성 전과 후의 중량을 3회 반복

측정한 후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굽기 손실률(%)=A-B/A×100

A=굽기 전 반죽 무게(g), B=구운 후 쿠키 무게(g)

쿠키의 퍼짐성은 직경에 대한 두께의 비로 AACC method

1052의 방법으로 지수를 구하였다. 쿠키의 직경은 쿠키 6

개를 수평으로 정렬한 후 전체 길이를 측정하고, 각각의 쿠

키를 90o로 회전시킨 후 같은 방법으로 전체 길이를 측정하

여 쿠키 한 개의 평균을 구하였다. 쿠키의 두께는 위의 쿠

키 6개를 수직으로 쌓은 후 수직 높이를 측정하고, 다시 쿠

키의 놓인 순서를 바꾸어 높이를 측정하여 쿠키 한 개의 평

균을 구하였다. 쿠키 1개에 대한 평균 직경과 두께는 3회 반

복 측정 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쿠키의 비중은 Ko(2005)와 Hamed(1994)의 방법에 따라

종자치환법에 의해 부피(mL)와 무게(g)를 3회 반복 측정하

여 이들의 비(g/mL)로 나타냈다.

2) 기계적 특성

쿠키의 표면색은 색도계(Colormeter CR-200, Minolta,

Co., Osaka, Japan)를 사용하여 L(명도), a(적색도), b(황

색도)의 색채 값을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이때 사용한 표

준 백판의 L 값은 97.26, a는 -0.07, b는 +1.86이었다.

경도는 식품물성측정기(Texture Analyzer, TA.XT Express

v2.1, London, England)를 사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

다. 쿠키는 침이 침투한 후에 쉽게 깨지고 복원력이 없는 시

료이므로 one cycl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이때 침은

SMS P/2를 사용하였고 시험 속도는 0.5 mm/s로 하였다.

3) 관능적 특성

관능검사는 실험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정밀도를 증가시키

기 위하여 균형 불완전 블록 계획을 사용하여 랜덤화, 블록

화 하였다. 따라서 32명의 관능요원이 16가지의 시료 중 6

<Table 1> Standard formula of the brown rice cookie prepared with

chungkukjang

Ingredient Weight (g)
Wheat Flour 50-80
Brown rice powder 10
Chungkukjang powder 10-40
Butter 50-90
Sugar 30-70
Whole egg 20
Baking powder 0.7
Salt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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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여 한 시료 당 12번의 반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시료는 4자리의 난수표로 표시하였으

며 평가 내용은 색, 향, 맛, 조직감,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

한 기호도 특성이었으며 7점 점수법으로 평가하였다.

(5) 최적 비율로 제조된 청국장분말 첨가 발아현미 쿠키

품질특성

중심합성계획법을 이용하여 산출된 최적 비율로 제조된 청

국장분말 첨가 발아현미 쿠키(이하 첨가구)와 청국장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발아현미 쿠키(이하 대조구)의 품질 특성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1) 성분분석

첨가구와 대조구의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및 조회분의

정량은 “청국장 분말 첨가 발아현미쿠키의 품질특성”과 동

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구성아미노산 분석은 시료 0.05 mg을 전처리 후 아미노

산자동분석기(S433, Sykam gmbh, Eresing, Germny)로

분석하였다.

유리아미노산의 분석은 시료 2 g을 칭량하여 전처리 후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 110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California, USA)에 주입

하였다. columm은 amino quant(2.1 mm×200 mm)를 사

용하였으며 유속은 0.45 mL/min, 파장은 UV-DAD 338

nm, 262 nm로 하였고, 이동상 A는 20 mM sodium acetate,

0.018% TEA pH, 0.3% THF, 이동상 B는 100 mM

sodium acetate pH 7.2, acetonitrile, MeOH(1/2/2)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이화학적 특성, 기계적 특성, 관능적 특성

첨가구와 대조구의 이화학적 특성, 기계적 특성, 관능적

특성은 “(4) 청국장 분말 첨가 발아현미쿠키의 품질특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3. 통계 분석

청국장분말 첨가 발아현미 쿠키의 품질특성 및 성분들 간

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design expert 7 프로그램

의 ANOVA 테스트 및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모델의 적

합성 여부는 F-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청국장 분말

첨가 발아현미 쿠키의 최적화는 canonical 모형의 수치 최

적화와 모형적 최적화를 통해 청국장분말, 버터, 설탕의 양

을 선정하였고, 그 때의 지점을 지점 예측을 통해 최적점으

로 선정하였다.

첨가구와 대조구의 품질특성 결과는 SAS ver 9.1,을 사

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t-test를 통하여 5% 수준에서

각 시료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성분분석

본 실험에 사용된 청국장분말과 발아현미 분말의 수분, 조

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

에 제시하였다. 청국장분말의 분석 결과는 수분 6.66%, 조

단백 43.41%, 조지방 21.73%, 조섬유 6.27%, 조회분

5.07%, 탄수화물 16.86%로 이루어져 있고, 발아현미 분말

은 수분 12.09%, 조단백 8.09%, 조지방 2.33%, 조섬유

0.68%, 조회분 1.01%, 탄수화물 75.80%로 이루어져 있었다.

2. 청국장분말 첨가 발아현미 쿠키 품질특성

(1) 이화학적 특성

청국장분말을 첨가한 발아현미 쿠키의 반죽 pH, 반죽 밀

도, 굽기 손실률, 퍼짐성, 비중을 측정한 결과의 회귀식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또한, 각 실험에 대한 perturbation

그래프는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쿠키반죽의 pH는 청국장분말, 버터, 설탕이 서로 상호작

용을 하는 quadratic 모델이 선정되었다. <Figure 1>의 쿠

키반죽의 pH에 대한 perturbation 그래프를 살펴본 결과

청국장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가 낮아지고 버터와

설탕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pH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그러나 반죽의 비중은 mean 모델로 설정되어 전체적으

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굽기 손실률의 분석결과 linear 모델이 선택되었으며 모

델의 p-value가 0.0001로 1%의 범위 내에서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고 세 요소 중 버터가 굽기 손실률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굽기 손실률에 대한

perturbation 그래프를 살펴본 결과 청국장분말은 증가할

수록 굽기 손실률이 감소한 반면 버터와 설탕이 증가할수록

굽기 손실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국장

분말을 첨가한 롤빵(Jung 등 2006)의 굽기 손실률 측정에

서 청국장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대조구에 비해 손실

률이 감소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the chungkukjang powder and

germinated brown rice

Composition
Content (%, w/w)

Chungkukjang
powder

Germinated
brown rice

Moisture 6.66 12.09
Crude protein 43.41 8.09
Crude Fat 21.73 2.33
Crude fiber 6.27 0.68
Crude ash 5.07 1.01
Carbohydrate1) 16.86 75.80

1)The percentage of carbohydrate calculated by 100%-sub total (%).



324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24, No. 3 (2009)

퍼짐성의 분석결과는 청국장분말, 버터와 설탕이 서로 상

호작용하는 quadratic 모델이 결정되었으며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다(p<0.0001). 회귀식을 살펴본 결과 세 요소 중 버

터와 설탕이 청국장분말에 비해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퍼짐성에 대한 perturbation 그래프를 살

펴본 결과 청국장분말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이 줄어든 반면

버터와 설탕은 증가할수록 퍼짐성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탕과 쿠키의 퍼짐성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대부분

의 연구에서 설탕의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퍼짐성도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는데(Ko 1993; Gisslen 2001) 이는 본

실험에서 버터와 설탕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이 증가한 결과

와 일치하였다.

쿠키의 비중은 linear 모델이 선택되었고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다(p<0.01). 비중에 대한 perturbation 그래프를 살

펴본 결과 청국장분말은 첨가량에 따른 비중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버터와 설탕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비중도 증가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쥐눈이콩을 첨가하여 제조한 쿠

키에서 쥐눈이콩의 첨가량보다 버터와 설탕의 첨가량이 비

중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Ko

2005).

<Table 3>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chemical properties of brown rice cookie prepared with chungkukjang

Response Model Mean±SD R-squared1) F-value Prob>F Polynomial equation

pH Quadratic 6.65±0.05 0.7517 04.54 0.0215 -0.047A+0.016B+0.045C
-0.020.55AB-0.047AC-0.015BC2)

Baking loss Linear 10.71±0.560 0.8077 16.80 0.0001 -0.57A+1.05B+0.83C

Spread ratio Quadratic 4.66±0.40 0.9287 19.55 0.0001 -0.45A+0.90B+0.83C-0.054AB
-0.35AC+0.34BC

Specific gravity Linear 44.84±3.050 0.5978 05.94 0.0100 0.57A+1.66B+3.68C
1)0R21, close to 1 means more significant 
2)A: Chungkukjang powder, B: Butter, C: Sugar

<Figure 1> Perturbation plot for the effect of chungkukjang powder (A), butter (B) and sugar (C) on chemical properties of brown rice cookie

prepared with chungku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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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적 특성

청국장 분말을 첨가한 발아현미 쿠키의 색도와 경도를 측

정한 결과의 회귀식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명도와 적

색도는 linear모델이 선택되었고, 황색도는 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quadratic 모델이 선택되었다. 색도와 경도

대한 perturbation 그래프는 <Figure 2>에 나타내었고, 명

도에 대한 perturbation 그래프를 살펴보면 청국장분말, 버

터, 설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

타났다. 버터와 설탕 첨가량의 증가보다 청국장분말의 첨가

량이 증가될 때 명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는 현

미쿠키(Kim 2002), 보리 및 귀리 첨가 쿠키(Lee 등 2002)

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적색도는 청국장분말과 설탕의 증가

량이 많아지면 적색도가 높아지고 버터의 첨가량이 증가하

면 적색도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적색도도

명도와 마찬가지로 청국장분말의 첨가량에 따라 급격히 변

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색도는 청국장분말이 증가

함에 따라 황색도도 증가하였는데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황

색도의 증가 폭은 줄어들었고, 설탕 역시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황색도가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버터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황색도가 감소하는 하였다.

<Table 4>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physical properties of brown rice cookie prepared with chungkukjang

Response Model Mean±SD R-squared1) F-value Prob>F2) Polynomial equation
L Linear 61.63±1.200 0.9603 96.74*** 0.0001 -6.25A-0.49B-1.53C3)

a Linear 8.50±0.73 0.9473 71.93*** 0.0001 3.34A-0.25B+0.46C

b Quadratic 32.45±0.460 0.9465 11.79** 0.0036 1.25A-0.23B+0.35C-0.19AB+0.11AC
-0.025BC-0.73A2+0.16B2-0.67C2

hardness Linear 156.23±42.920 0.6272 06.73 0.0065 -3.72A+3.82B+60.75C
1)0R21, close to 1 means more significant
2)*p<.05, **p<.01, ***p<.001
3)A: Chungkukjang powder, B: Butter, C: Sugar

<Figure 2> Perturbation plot for the effect of chungkukjang powder (A), butter (B) and sugar (C) on physical properties of brown rice cookie

prepared with chungku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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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를 측정한 결과 청국장분말, 버터, 설탕이 각각 경도

에 영향을 미치는 linear 모델이 선정되었고, perturbation

그래프를 살펴보면 청국장분말과 버터의 증가량은 쿠키의

경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설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 또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원인

으로는 설탕이 쿠키 내부의 구조를 단단하게 하여 경도가 증

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관능적 특성

청국장분말 첨가 발아현미쿠키의 색, 향, 맛, 질감, 전반

적인 기호도에 대한 관능적 특성을 7점 점수법으로 평가한

결과의 회귀식을 <Table 5>에 제시하였다. 또한 관능적 특

성에 대한 perturbation 그래프는 <Figure 3>에 표시하였

다. 색의 기호도는 청국장분말, 버터, 설탕이 서로 상호작

용하는 quadratic 모델이 설정되었고, R-squared 값도

0.9427로 회귀변동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색의 기호도에 대한 perturbation 그래프를 살펴

본 결과 청국장분말은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 서

서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버터는 첨가량이 커질수

록 다소 기호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그 폭이 크

지 않아 버터의 함량변화에 색 기호도 값이 민감하게 작용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설탕은 청국장분말과 마찬가지

로 증가 후 감소의 형태가 나타났으나 청국장분말 보다는 완

만한 변화를 보였다.

향의 기호도는 청국장분말, 버터, 설탕이 교호작용이 있

는 quadratic 모델이 설정되었고(p<0.001) 유의적인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으며 회귀

변동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음을 알 수 있었다(R2, 0.9739).

또한, 회귀식에서 나타난 계수들을 살펴보면 청국장분말이

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국

장이 갖는 특유의 향 성분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향의 기

호도에 대한 perturbation 그래프를 살펴보면 청국장분말

과 설탕은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호도가 증가하다 서서

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버터는 청국장분말과

설탕의 형태와는 반대로 첨가량이 커질수록 기호도가 떨어

지다가 다시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맛의 기호도는 점수의 분포가 다른 관능검사 항목에 비해

넓게 나타났다. 설정된 반응별로 모델링한 결과 청국장분

말, 버터, 설탕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quadratic 모델이 설

정되었고(p<0.01)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

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또한 회귀변동에 대한 신뢰도도

비교적 높았다(R2, 0.9279). 또한, 회귀식에서 나타난 계수

들을 살펴보면 설탕의 첨가량이 맛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국장의 맛을 설탕의 단맛이 상쇄

해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맛에 대한 perturbation

그래프를 살펴본 결과 그래프가 포물선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정한 수준까지는 맛에 대한 기호도가 증가하다 그 이

상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형태로 청국장분말, 버터, 설탕 모

두 맛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감의 기호도는 청국장분말, 버터, 설탕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quadratic 모델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quadratic

모델이 설정되었고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p<0.001)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한 perturbation 그래프를 살펴본 결과 청국장분말은 첨

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호도가 증가하다 일정수준을 넘어

서면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버터와 설탕도 유사

한 결과를 보였으나 기호도가 감소하는 시점이 청국장분말

에 비해 최고수준에 가까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 청국장분말 첨가 발아현미 쿠키의 재료배합비율 최적화

수치최적을 예측하기 위해 청국장분말을 첨가한 발아현미

쿠키의 관능평가 항목 중 유의적이었던 색, 향, 맛, 전반적

인 기호도에 대해 독립변수인 청국장분말, 버터, 설탕의 범

위내에서 최대로 설정하여 수치 최적을 예측하였으며, 최고

의 적합점을 나타낸 최적점을 선택하여 지점예측을 통해 최

적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또한 이

<Table 5>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sensory test of brown rice cookie prepared with chungkukjang

Response Model Mean±SD R-squared1) F-value Prob>F2) Polynomial equation

Color Quadratic 4.66±0.35 0.9427 10.96** 0.0043 0.28A-0.17B+0.010C-0.20AB-0.80AC
-0.11BC-1.01A2+0.026B2-0.39C2 3)

Flavor Quadratic 4.66±0.18 0.9739 24.90*** 0.0004 0.35A+0.18B+0.024C+0.12AB+0.060AC
+0.012BC-1.24A2+0.26B2-0.23C2

Taste Quadratic 4.58±0.40 0.9279 08.58** 0.0083 0.26A+0.24B+0.43C+0.048AB-0.023AC
-0.22BC-0.69A2-0.40B2-0.79C2

Texture Quadratic 4.53±0.70 0.6380 01.17 0.4376 -0.034A+0.25B+0.24C-0.073AB+0.053AC
-0.052BC-0.37A2-0.29B2-0.58C2

Overall
quality Quadratic 4.84±0.24 0.9760 27.13** 0.0003 0.23A+0.43B+0.52C-0.042AB-0.082AC

-0.29BC-1.12A2-0.12B2-0.41C2

1)0R21, close to 1 means more significant
2)*p<.05, **p<.01, ***p<.001
3)A: Chungkukjang powder, B: Butter, C: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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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사용된 반응 모형을 이용한 모형적 최적화와, 최적점에서

예상되는 종속변인들의 특성을 <Figure 4>에 제시하였다.

3. 최적비율로 제조된 청국장분말 첨가 발아현미쿠키의 품질

특성

(1) 쿠키의 성분분석

첨가구와 대조구 쿠키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첨가구가 대조구보다 수분과 조섬유, 조회분의

함량이 다소 높고, 단백질 함량은 약 4% 정도 증가하였고,

탄수화물은 약 4.5% 감소하고, 조지방도 다소 감소하는 결

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밀가루 대체로 첨가된 청국장분말이

밀가루 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의 함량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단백질 함량의 증가로 인해 청국장

분말의 첨가가 기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Figure 3> Perturbation plot for the effect of chungkukjang powder (A), butter (B) and sugar (C) on sensory test of brown rice cookie prepared

with chungku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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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다.

첨가구와 대조구의 구성아미노산을 분석한 결과 대조구의

구성아미노산은 6,767.29 mg/100 g으로 나타났고 청국장

분말을 첨가한 발아현미 쿠키는 10,454.16 mg/100 g으로

64.71% 증가하였다<Table 8>. 청국장분말을 첨가한 쿠키

의 lysine 함량을 보면 대조구 쿠키 보다 두 배 이상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으며 lysine 이외의 필수아미노산인 threonine,

valine, methionine, isoleucine, leucine, phenylalanine,

histidine의 함량도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aspartic

acid와 glycine의 함량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청국장의

원료인 대두에 aspartic acid와 glycine의 함량 높아 본 실

험결과에서도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유리아미노산

의 함량을 살펴보면 대조구의 유리아미노산 총 함량은

218.73 mg/100 g인데 비해 첨가구의 유리아미노산의 총량

은 1,007.58 mg/100 g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Table 8>.

(2) 이화학적 특성

대조구와 첨가구의 이화학적 특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반죽의 pH는 첨가구에서 더 낮은 pH를 보였으

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반죽의 밀도도 두 시

료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굽기 손실률은 첨가구에서

손실이 유의하게 적었다(p<0.05). 퍼짐성은 첨가구가 대조

구 쿠키보다 퍼짐성이 유의하게 작게 나타났는데(p<0.01),

이는 청국장분말 첨가 발아현미쿠키의 이화학적 특성 실험

의 결과와 같았다. 비중은 첨가구의 비중이 유의하게 더 작

게 나타났다(p<0.05).

(3) 기계적 특성

대조구와 첨가구의 기계적 특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대조구와 첨가구의 색도를 비교해 본 결과 명

<Table 6> Standard formula of the optimized brown rice cookie

prepared with chungkukjang

Ingredient Weight (g) Baker’s Percent (%)
Wheat Flour 64.43 1000.0
Brown rice powder 10.00 15.52
Chungkukjang powder 26.57 41.24
Butter 82.08 127.39
Sugar 52.36 81.27
Whole egg 20.00 31.04
Baking powder 0.70 1.09
Salt 0.70 1.09

<Figure 4> Response surface plot and overlay plot for the effect of chungkukjang powder (A), butter (B) and sugar (C) on the desirability of

brown rice cookie prepared with chungku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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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색도, 황색도 모두 1% 이내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

였다. 쿠키의 경도는 대조구의 쿠키가 첨가구에 비해 더욱

단단한 것을 알 수 있다.

(4) 관능적 특성

대조구와 첨가구의 관능적 특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대조구와 첨가구의 모든 항목에서 전체적으로

중상위 정도의 점수를 보였으며 향을 제외한 색, 맛, 조직

감, 전반적인 기호도 에서는 첨가구가 대조구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p-value로 유의성을 분

석한 결과 색을 제외한 4가지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색은 1% 내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

였다.

IV. 요약 및 결론

청국장분말을 첨가한 발아현미 쿠키의 품질특성 및 관능

적 최적화를 목적으로 쿠키의 품질특성을 분석하였고, 최적

배합 레시피를 산출하였다. 또한 최적화된 청국장분말 첨가

발아현미 쿠키와 대조구 쿠키를 제조하여 이화학적 특성, 기

계적 특성 및 관능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기능성 쿠키로서

제품화 가능성을 보고자하였다.

반죽의 pH 및 밀도, 굽기 손실률, 퍼짐성, 비중, 색도, 경

도를 측정한 결과 반죽의 밀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모

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고(p<0.05), 관능적 최적점을 구하

기 위하여 색, 향, 맛, 조직감, 전반적인 기호도 항목에 대

<Table 7> Proximate composition of control sample and optimized

brown rice cookie prepared with chungkukjang

(Mean±SD)

Control sample 
(%)

Optimized 
sample (%) t-value2)

Moisture 6.20±0.18 6.32±0.11 0-0.52
Crude protein 5.31±0.10 9.18±0.14 -19.87***
Crude Fat 29.71±0.580 29.54±0.540 -00.20
Crude fiber 0.00±0.00 0.32±0.66 0-4.81*
Crude ash 0.69±0.04 1.12±0.05 0-5.44
Carbohydrate1) 58.09±0.510 53.32±0.050 0-8.30

1)The percentage of carbohydrate calculated by 100%-sub total (%).
3)*p<.05, **p<.01, ***p<.001

<Table 8> Amino acid composition of control sample and optimized

brown rice cookie prepared with chungkukjang

Amino acid

Compound amino acid 
(mg/100g)

Free amino acid
(mg/100g)

Control 
sample

Optimized 
sample

Control 
sample

Optimized 
sample

Threonine* 221.70 394.79 5.27 20.42
Valine* 305.64 512.57 7.15 48.53
Methionine* 143.11 182.39 5.16 28.88
Isoleucine* 247.11 394.88 5.06 42.06
Leucine* 473.49 787.63 7.43 98.50
Phenylalanine* 339.56 530.13 5.80 88.23
Histidine* 167.01 282.84 1.58 27.55
Lysine* 185.22 417.75 7.23 92.93
Aspartic acid 422.31 989.94 41.07 60.33
Serine 400.23 674.02 6.20 12.89
Glutmic acid 1,495.06 1,996.08 34.46 147.73
Proline 566.34 700.14 50.35 127.64
Glycine 264.00 454.06 4.41 13.05
Alanin 247.20 406.07 12.70 59.49
Cysteine 332.65 389.41 0.00 11.94
Tyrosine 220.86 318.18 6.63 48.12
Hydroxyproline 238.61 333.49 - -
Arginine 497.19 689.79 18.23 79.29

Total 6,767.29 10,454.16 218.73 1,007.58

*Essential amino acids

<Table 9>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control sample and

optimized brown rice cookie prepared with chungkuk-

jang (Mean±SD)

Characteristics Control 
sample1)

Optimized 
sample2) t-value3)

pH 6.6333±0.0721 6.5167±0.0513 -2.32
Density 1.1233±0.0907 1.09±0.0866 -0.46
Baking loss 010.64±0.3122 9.9733±0.1779 -3.21*
Spread Ratio 005.98±0.1453 4.92±0.2858 -5.73**
Specific gravity  44.833±2.4664 36.667±2.5166 -4.01*

1)Brown rice cookie without chungkukjang 
2)Optimized brown rice cookie prepared with chungkukjang
3)*p<.05, **p<.01, ***p<.001

<Table 10> Color and hardness properties of control sample and

optimized brown rice cookie prepared with chungkuk-

jang (Mean±SD)

Characteristics Control
sample1)

Optimized 
sample2) t-value3)

L 76.113±0.7251 61.25±0.5118 -29.01***
a -2.097±0.1447 9.2767±0.5235 36.27***
b 25.053±0.4819 33.127±0.2376 26.03***

Hardness 177.6±9.9504 95.8±19.071 -6.59***
1)Brown rice cookie without chungkukjang 
2)Optimized brown rice cookie prepared with chungkukjang
3)*p<.05, **p<.01, ***p<.001

<Table 11> Sensory preferences of control sample and optimized

brown rice cookie prepared with chungkukjang

(Mean±SD)

Response
Sample

t-value3)

Control sample1) Optimized sample2)

Color 4.15±1.2258 6.0±1.2566 -4.71***
Flavor 5.45±1.4681 4.7±1.3803 -1.66
Taste 5.3±1.2607 5.6±1.2732 -0.75
Texture 5.05±1.099 5.6±0.9403 -1.70
Overall quality 5.05±1.191 5.45±1.191 -1.06
1)Brown rice cookie without chungkukjang 
2)Optimized brown rice cookie prepared with chungkukjang
3)*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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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호도를 측정한 결과 조직감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모

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p<0.05). 쿠키의 최적 배합비율

은 청국장분말 26.57 g, 버터 82.08 g, 설탕 52.36 g으로

산출되었고, 청국장분말이 밀가루의 29.52%를 대체 하는

결과를 얻었다.

첨가구와 대조구를 비교한 결과 첨가구가 대조구보다 수

분과 조섬유, 조회분, 단백질 함량이 증가하였고, 구성아미

노산은 대조구에 비해 64.71% 증가하였다. 유리아미노산의

함량 역시 대조구보다 3배 이상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관능검사의 비교 결과 색은 첨가구가 대조구보다 높은 점수

를 나타내었고 1% 내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색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아 소비자 기호도 측면에서 청국장분말의 첨가로

인한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국장분말을 첨가한 발

아현미 쿠키의 제품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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