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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optimal composition of a muffin added with jerusalem artichoke powder and

oligosaccharide. The experiment was designed based on CCD (central composite design), and evaluation was carried out

by means of RSM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which included 10 experimental points with three replicates each for the

two independent variables jerusalem artichoke powder and oligosaccharide. The experimental muffin was prepared

according to a traditional recipe, except that the flour was partially replaced by jerusalem artichoke powder (5, 15, or 25%)

and the sugar was partially replaced by oligosaccharide (25, 50, or 75%). Using F-test, height, moisture, a-value, b-value,

springiness, cohesiveness, texture, and overall acceptability were expressed as a linear model, whereas volume, pH, L-value,

appearance, flavor and taste were expressed as a quadratic model. Increased amounts of jerusalem artichoke powder led

to reduction of sensory scores for appearance, flavor, taste, texture, and overall quality. The optimum formulation

determined by the numerical and graphical methods were similar: jerusalem artichoke powder 10.99%, oligosaccharide

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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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돼지감자(Helianthus tuberosus L.)는 국화과 해바라기속

여러해살이 풀로 북미가 원산지인 다년생 식물로 우리나라

의 기후 조건에 맞아 전국 각지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이다.

돼지감자의 주성분은 fructose의 중합체인 inulin이며, 이는

돼지감자 건조 중량(dry weight)의 약 75%를 차지한다(Park

등 2013). 이눌린은 난소화성 식이섬유로 인체 내에서 흡수

되지 않아 칼로리가 낮으며 과당의 중합체이기 때문에 단맛

을 내는 감미료로 쓰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Shin 등 2012).

또한 변비 개선, 장 질환 예방, 혈청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

혈중지질 저하 효과, 혈당 강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Park 2010). 돼지감자를 이용한 식품 개발에 대한 보고는 돼

지감자를 이용한 설기떡, 쿠키, 국수의 제조 등(Park 2010;

Park 등 2013; Shin 등 1991)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산업기술의 발달과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식품

문화의 간편화, 단순화, 외식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사 및

간식대용으로 과자 및 빵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머핀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간식이나 아침식사 대용으

로 재료에 따라 호두 머핀, 블루베리 머핀, 초콜릿머핀 등 다

양하게 제조되고 있다(Im 1998). 또는 다양한 곡물을 첨가하

여 건강식이나 다이어트를 위한 저칼로리 빵이 시판되고 있

다(Kim & Lee 2012). 머핀은 식빵만큼 제빵에 이용하는

gluten 함량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서 제조할 경우 다른 재

료의 첨가가 비교적 쉬워 제품의 다양화가 용이한 편이다(Ko

& Seo; 2010, Jeong 등 2002).

머핀에 대한 연구보고로 시금치 가루 첨가 머핀의 품질특

성(Joo 2006), 마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품질특성(Joo 2008),

청국장 가루를 첨가한 머핀의 품질 특성(Seo 2009), 자색고

구마를 첨가한 머핀의 품질특성(Ko & Seo 2010), 블루베리

첨가 머핀의 품질 특성(Hwang & Ko 2010), 자일리톨 첨가

머핀의 품질특성(An 등 2010), 반응표면 분석법을 이용한 우

엉가루와 올리고당 첨가 머핀의 제조 조건 최적화(Kim 등

2010), 도라지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품질특성(Kim &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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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상황 버섯 균사체 배양액 침지 발아 현미를 첨가한 머

핀의 식품학적 특성(Jung 등 2011), 대추분말을 첨가한 머핀

의 품질특성(Kim & Lee 2012) 등이 보고되어 있다.

올리고당은 기존 당류가 가지고 있는 비만, 충치의 원인,

당뇨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증가 등 생리적인 기능을

보완하고 감미도도 비슷하며 보습효과를 가지면서 칼로리가

아주 적다. 설탕은 4 kcal/g인데 프락토 올리고당은 1.5

kcal/g으로 저열량 제품이 요구되는 당뇨병이나 비만 등과 같

은 성인병 환자들에게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당으로 사용

할 수 있다(Bae 등 2011).

최근 우리나라의 식생활 습관은 서구식으로 변화됨에 따

라 식물성 식품 섭취는 감소한 반면 동물성 식품 섭취가 증

가하면서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과 같은 대사 질환 발생

률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성분을 함유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혈당 조절과 혈중지질

저하 효과 등 생리적 기능이 우수한 돼지감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머핀 제조 시 밀가루 일부를 돼지감자 분

말로 대체하고 설탕의 일부를 올리고당으로 대체하여 저열

량, 저지방의 머핀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현대인의 건강 추

구에 부합할 수 있는 머핀을 제조하고자 돼지분말을 첨가하

면서 품질특성도 좋고 관능적으로 우수한 최적의 쿠키를 만

들기 위해 반응표면 분석을 시도하여 최적 배합비를 찾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실험의 재료로는 돼지감자분말(산들약초, 서울, 국산), 박

력분(큐원, 서울, 국산), 버터(해태, 서울, 국산), 계란(CJ, 서

울, 국산), 베이킹 파우더(제니코, 서울, 국산), 탈지분유(서울

우유, 서울, 국산), 설탕(제일제당, 서울, 국산), 프락토 올리

고당(제일제당, 서울, 국산)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머핀의 제조

머핀은 Kim 등(2010)의 제조 방법을 참고하여 재료 배합

비율은 <Table 1>과 같다. 돼지감자 분말 및 올리고당의 배

합비율을 설정하기 위해서 예비실험을 통하여 밀가루의 일

부 대체재료로 첨가되는 돼지감자분말(A)과 설탕의 대체재

료로 올리고당(B)의 함량 2개 요인으로 설정하고 각 요인을

3개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요인을 근거로 색도(L,

a, b), 단면의 높이, 부피, 수분함량, pH, 물성특성(경도, 탄력

성, 응집성, 씹힘성, 부서짐성) 을 조사하고, 관능검사를 실시

하였다. 예비실험 결과(Kim 등 2010) 밀가루 대비 돼지감자

분말은 5~15%, 올리고당은 50%를 대체 하였을 때 기호도가

높게 나타나 이를 토대로 각 요인의 최소, 최대점을 정중앙

과 ±1 level점에 따라 10개 실험군과 모델설정 및 적합성 결

여 검증을 위해 중심점을 2반복 실험하였다. 각각의 결과를

보기 위해 response surface plot을 이용하였다. 머핀 제조과

정은 <Figure 1>과 같으며 버터는 상온에서 부드럽게 만들

어 이용하여 최고 속도로 설탕과 올리고당류를 넣어 5분간

저어 크림상태로 만든 후 계란을 넣어 주면서 3분간 저었다.

모든 가루재료는 100 mesh체에 통과시킨 후 우유를 고루 섞

고 반죽하여 유산지를 깐 머핀컵(직경: 7.0 cm, 높이 4.5

cm)에 70 g씩 취하여 180로 예열된 오븐에 30분간 구웠다.

모든 시료는 실온에서 1시간 방냉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3. 머핀의 무게, 높이와 부피 측정

머핀을 굽고 난 다음 냉각 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고 높이

는 위에서 아래로 정확히 반으로 자르고 자른 단면의 최고

높이를 측정하였으며 머핀의 부피는 종자치환법을 이용하여

3회 반복하였다.

4. 머핀의 pH 측정

pH는 An 등(2002)의 방법을 참고하여 반죽과 완성된 머핀

을 각각 5 g씩 취하여 증류수 25 mL를 가하여 stirrer를 사용

하여 균질화 시키면서 pH meter(pH 210, Hanna, Italy)을

<Table 1> Formulas for preparation of muffin with addition of jerusalem artichoke powder and oligosaccharide

Ingredients(g) Normal
Group

1 2 3 4 5 6 7 8 9 10

Flour 150 142.5 142.5 142.5 127.5 127.5 127.5 112.5 112.5 112.5 127.5

Jerusalem artichoke powder 0 7.5 7.5 7.5 22.5 22.5 22.5 37.5 37.5 37.5 22.5

Oligosaccharide 0 30 60 90 30 60 90 30 60 90 60

Sugar 120 90 60 30 90 60 30 90 60 30 60

Water 40.5 33.3 25.7 18.9 33.3 25.7 18.9 33.3 25.7 18.9 25.7

Egg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Butter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Baking powder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Powdered skim milk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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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 머핀의 수분 함량 측정

제조한 머핀의 수분 함량은 머핀의 중심부에서 시료 1 g을

취하여 수분 측정기(FD-600, KETT Electric Laboratory,

Japan)로 수분을 측정하였다.

6. 머핀의 색도 측정

머핀의 색도는 색차계(Color JS801, Color Techno System

Co., Japan)를 사용하여 명도(L*-value, (100) lightness↔

black (0)), 적색도(a*-value, (+) redness↔greenness (-)), 황

색도(b*-value, (+) yellowness↔blueness (-)) 값을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었으며 이 때 사용된 표준 백

판은 L값은 94.61, a값은 0.00, b값은 2.78 이었다.

7. 머핀의 Texture 측정

머핀의 texture는 Rheometer(Compac-100, Sun Sci. Co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mastication test를 실시하였

고 plunger diameter 10 mm, table speed 60 mm/min,

sample heigh 10 mm, load cell 2 kg의 조건으로 시료당 3

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치를 나타내었다. 시료는 표면을 제거

시키고 분석하였으며 경도(hardness), 응집성(co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씹힘성(chewiness), 부서짐성(brittleness)

을 측정하였다.

8. 머핀의 관능검사

제조 직후 1시간 실온에서 방치한 후 제공하였으며 시료

번호는 난수표를 이용하여 3자리 숫자로 지정하였으며 직경

25 cm 흰 접시에 물과 함께 제공하였다. 관능 요원은 대구가

톨릭대학교 식품가공학과 20명을 대상으로 검사방법과 평가

특성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시킨 후 7점 항목 척도법(1점-가

장 약하다, 7점-가장 강하다)으로 나타내었다. 평가항목은 크

게 외관(appearance), 향미(flavor), 맛(taste), 조직감(texture),

기호도(acceptability) 항목을 조사하였다.

9.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Design-Expert 8.0 program을 이용하여 반응

표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은 3회 반복하였으며 모델에

대한 F-test를 통하여 유의성 검사를 하였다. 선택된 모델에

대한 반응표면과 trace plot을 이용하여 일정한 비율에서 다

른 요소들이 고정되는 동안 각 혼합물 성분 변화에 따른 영

향을 가식화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머핀의 물리적 특성

중심합성계획법에 따라 두 가지 독립변수의 10가지 조건

으로 얻어진 각 검사의 결과는 <Table 2>, <Table 3>과 같

고 3수준 2요인에 대한 이차회귀식에 의하여 형성된 반응표

면 분석 결과 반응 표면식의 설명력이 높은 종속 변수 R2값

과 p-value는 <Table 4>와 <Table 5>와 같다. 각 요인간의

교호작용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Figure 2>~<Figure 5>에 제

시하였다.

1) 머핀의 무게, 높이와 부피

돼지감자 분말과 올리고당을 첨가한 머핀의 무게는 R2값

이 0.5241, p-value는 0.0609로 이차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

이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이는 설정된 반응별

로 모델링화 하여 F-test를 통해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회귀

식을 살며보면, linear(R2=0.6832) 모델이 선정되었으며

p<.05 이내의 유의성을 보였다.

또한 돼지감자 분말이 증가할수록 높이는 감소하였으며 이

는 우엉가루를 첨가한 머핀, 마가루를 첨가한 머핀, 다시마

를 첨가한 머핀에서도 밀가루 대체 기능성 식품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높이가 감소하여 본 실험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

다(Kim 등 2010; Joo 등 2008; Kim 등 2008). 이는 돼지

감자 분말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밀가루가 첨가재료로 대

체됨에 따라 글루텐의 희석효과에 의한 영향이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빵 및 머핀에 다른 곡류 및 첨가재료를 첨가할

경우 밀가루 대비 첨가재료의 비율이 30% 이상을 첨가하면

적정한 제빵 특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데(Jung 등

2011), 머핀 제조 시 돼지감자 분말을 30% 이내로 첨가하였

기 때문에 적정한 높이와 부피를 지닌 머핀 제조가 가능하

였으리라 사료된다.

부피는 돼지감자 분말이 증가할수록 높이와 같이 부피도

Sieving flour, baking powder and jerusalem artichoke powder

↓

Milling butter and sugar & oligosaccharide (5 min)

↓

Mixing eggs (3 min)

↓

Mixing flour, baking powder and jerusalem artichoke powder

↓

Adding water (1 min)

↓

Filling in muffin cups

↓

Baking in oven (180oC, 30 min)

↓

Muffin

<Figure 1> Process of muffins prepared with different jerusalem

artichoke powder and oligosaccha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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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으며 돼지감자분말과 올리고당이 교호작용의 영향

을 받는 quadratic 모델이 선정되었으나 R2값이 0.6993, p-

value는 0.0523으로 유의한 수준은 나타나지 않았다. 부피는

재료의 고유 성분에 따라 머핀의 부피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설탕 첨가 하수오 머핀에 비해 올리고당 첨가 머피군들이 유

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Bae 등 2011), Kim & Lee

(1997)는 올리고당을 첨가한 스펀지 케이크의 비용적에서도

낮은 수치를 보여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열에 의한

단백질과 전분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에

서 돼지감자 분말과 올리고당이 첨가될수록 부피가 감소되

었으나 시료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머핀의 수분함량, pH

돼지감자 분말과 올리고당을 첨가한 머핀의 수분함량을 측

정한 결과 회귀곡선의 R2=0.4824, p-value는 0.0258로 5%

이내 유의수준을 보였으며 두 요인 중 돼지감자 분말이 가

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돼지감자 분말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자색

고구마 분말을 첨가한 머핀과 대추분말을 첨가한 머핀에서

도 밀가루 대체 첨가물에 대한 수분결합력이 증가됨에 따라

수분함량이 감소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Ko & Seo 2010; Kim & Seo 2012). 이는 첨가한

재료의 수분함량에 따른 차이로 사료되며 전반적으로 돼지

감자 분말이 밀가루의 수분함량에 비해 낮아서 돼지감자 분

말 첨가량이 많아질수록(7, 8, 9) 수분함량이 감소되는 것으

로 사료된다. 하지만 머핀 제조 시 수분함량은 모든 시료군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올리고당 대비 물양의 조

절을 달리하여 모든 시료군의 수분 함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머핀 제조 시 밀가루 대신 돼지감자 분

말 이용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머핀의 pH는 회귀 곡선에 대한 결정 계수 R2=0.9726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p-value=0.0004로 1%이내의 유의성

을 보여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회귀식에 나타난 계수들과 trace plot에서 보이는 기울기는

각 성분들이 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돼

지감자분말(A-A선), 올리고당(B-B선)이 증가할수록 pH가 감

소하였으며 돼지감자분말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Jung & Cho(2011)는 현미분말을 첨가할수록

머핀의 pH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Park 등(2011)은

설탕 첨가 머핀에 비해 올리고당 첨가 머핀의 pH가 낮은 값

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 머핀의 pH는 첨가재료에 따

라 달라짐을 알 수 있으며 설탕 대체 올리고당 첨가 시에도

pH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머핀의 색도

<Table 2>는 돼지감자 분말과 올리고당을 첨가한 머핀의

색도 측정 결과로 명도는 quadratic model, a값과 b값은

linear model이 선택되었다. L값과 a값은 p-value 값 <.0001

(R2=0.9929, R2=0.9326), b값은 5% 이내(R2=8215)의 유의

성을 보이며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머핀의 L값은 회

귀식의 계수들과 trace plot에서 보이는 기울기에서 돼지감자

분말이 명도에 가장 큰 영향을 보여주었고, 돼지감자 분말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명도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ark

(2010)의 돼지감자가루를 첨가한 설기떡과 Park 등(2013)의

돼지감자 분말 첨가 쿠키에서 돼지감자 분말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L값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실험과 동일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a값은 돼지감자 분말과 올리고당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머핀의 굽기 과정에서 일

어나는 캐러멜화와 아미노카보닐 반응이 돼지감자분말과 올

리고당이 첨가함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a값

에 대한 각 요인의 교호작용에서는 돼지감자 분말과 올리고

당은 최소점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a값에 대한 배합비율은 돼

지감자분말 5.00%, 올리고당 72.9%로 나타났다. b값은 최소

값이 돼지감자 분말 5.00%, 올리고당 72.91%를 첨가하여 만

<Table 2> Quality characteristic of muffins according to jerusalem artichoke powder and oligosaccharide by D-optimal design

No

Physical properties Hunter's color Texture

Weight

(g)

Height

(cm)

Volume

(mL)

Moisture

(%)
pH L a b

Hardness

(g/cm2)

Springiness

(%)

Cohesiveness

(%)

Chewiness

(g)

Brittleness

(g)

1 66.13bc1) 5.55 106.88 23.58 8.13 66.52 -2.48 25.97 262.67bc 65.64 42.15 57.39bc 3927.53c

2 67.03abc 5.54 106.73 24.36 7.75 65.53 -3.03 27.86 260.33c 64.65 41.96 57.85bc 3897.47c

3 67.30ab 5.50 106.68 25.07 7.79 67.10 -2.73 26.63 257.00c 64.58 42.82 56.69bc 3857.36cd

4 67.73a 5.57 106.91 24.73 7.79 50.23 -0.27 25.30 254.33c 67.57 41.19 55.38cd 3630.16de

5 66.83abc 5.15 104.44 25.25 7.53 50.37 -0.12 24.83 262.00bc 65.39 43.06 57.88bc 4492.98b

6 66.37abc 5.38 106.32 23.02 7.52 53.19 0.26 24.3 276.00abc 66.73 41.41 60.97a 4755.88a

7 67.17abc 5.25 106.17 22.75 7.49 46.43 1.28 24.36 263.00bc 67.06 40.75 55.90abc 3635.05de

8 66.90abc 5.22 104.97 22.06 7.38 47.27 1.41 24.77 266.33abc 39.07 40.81 56.85abc 3626.01de

9 65.90c 5.23 105.17 22.11 7.33 46.93 1.76 25.31 296.33a 66.27 40.56 58.19bc 3559.70ef

10 66.87abc 5.14 106.07 24.37 7.51 51.62 0.52 23.61 250.66c 64.73 41.42 55.71d 3872.02f

1)Mean±SD with different superscrips within the same column ard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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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때였으며 최대값은 돼지감자 분말 5.21%, 올리고당

72.05%를 첨가하여 만들었을 때로 나타났다.

4. 머핀의 Texture

돼지감자 분말과 올리고당 첨가 머핀의 경도(hardness)의

회귀곡선의 R2결정계수 값은 0.4972, p-value는 0.2188로 이

차 회귀분석에 대한 설명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One way ANOVA 분석결과 6(돼지감자 분말 15%, 올리고

당 75%), 8(돼지감자 분말 25%, 올리고당 50%), 9(돼지감

자 분말 25%, 올리고당 75%)의 경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돼지감자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이가 감소

한 결과와 같이 밀가루 대신 돼지감자 분말의 대체량이 증

가할수록 글루텐의 희석효과로 인하여 망목고조가 약화대고

가스포집능력이 저하되어 머핀의 밀도가 증가됨에 따라 경

도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탄력성(springiness)과 응집성

(cohesiveness)은 돼지감자 분말과 올리고당이 서로 상호작용

없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linear model로 선택되었고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료간 유의한

<Figure 2> Response surface for height, volume, moisture and pH of jerusalem artichoke powder and oligosaccha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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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sponse surface for L, a and b of jerusalem artichoke powder and oligosaccharide.

<Figure 4> Response surface for springiness and cohesiveness of jerusalem artichoke powder and oligosaccha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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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었으며 일정 수준까지의 첨가는 탄력성과 응집성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능선 분석

결과 탄력성 최고비율은 돼지감자 분말 9.52%, 올리고당

70.37%일 때 최고 65.5를 나타냈다. 응집성은 돼지감자 분말

(A-A선)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Kim

등(2010)의 우엉가루와 올리고당을 첨가한 머핀의 제조 최적

화에서 우엉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과 비

슷한 결과를 보였다. 씹힘성(chewiness)의 경우 R2=0.3799,

p-value는 0.3792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6(돼지

감자 분말 15%, 올리고당 75%), 7(돼지감자 분말 25%, 올

리고당 25%), 8(돼지감자 분말 25%, 올리고당 50%)의 씹힘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형식품을 삼킬 수 있는 상태

로까지 씹는데 필요한 힘인 씹힘성 역시 높이와 경도의 결

과 같은 양상으로 글루텐의 희석효과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

다. 부서짐성(brittleness)는 p-value가 0.7061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고 6(돼지감자 분말 15%, 올리고당 75%)

의 시료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 머핀의 기호도

돼지감자 분말과 올리고당 첨가 머핀의 기호도 검사 결과

는 <Table 3>과 같으며 외관(appearance) 3.24~4.84, 향미

(flavor)는 3.77~4.54, 맛(taste)은 3.23~4.92, 질감(texture)은

3.54~4.84,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는 3.31~5.00으로 나타났

다. 외관, 향미, 맛은 각 요인들이 교호작용의 영향을 받는

quadratic model로 나타났으며 질감과 전반적인 기호도는 독

립적으로 작용하는 linear model로 선택되었다. 외관은 회귀

곡선의 결정 계수 R2=0.9229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p-

value는 0.0240으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정상점은 안

장점으로 분석 결과 돼지감자 분말 9.52%, 올리고당 70.37%

일 때 최고 4.98의 기호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미

에서는 회귀곡선의 결정계수 R2=0.5634, p-value는 0.3020으

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맛에서의 R2=0.9694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1%이내의 유의한 수준을 나타냈다.

맛에는 돼지감자 분말의 효과가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나 돼

지감자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맛에 대한 기호도가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질감에 대한 회귀곡선의 결정계수

R2=0.9569, p-value는 <.0001로 유의한 수준을 보였으며 돼

지감자 분말 9.53%, 올리고당 70.37%일 때 최고 4.43을 나

타내었다. 올리고당보다 돼지감자 분말의 첨가에 따른 영향

이 크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회귀곡선의 결정계수

R2=0.8911, p-value는 p<.0001로 1%이내의 유의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머핀의 전체적인 기호도는 돼지감자 분말이 유

의하게 효과를 나타내며 돼지감자 분말이 증가할수록 기호

<Table 4>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physical properties, color value and texture of muffin

Response Model F-value Prob<F R2 Polynomial equation

Height (cm) Linear 7.48 0.0256 0.6832 5.35-0.15A

Volume (mL) Quadratic 4.65 0.0523 0.6993 105.05-0.66A-0.30B+1.30B2

Moisture (%) Linear 7.46 0.0258 0.4824 23.73-1.01A

pH Quadratic 125.41 0.0004 0.9726 7.54-0.25A-0.13B+0.045AB+0.13B2

L Quadratic 280.20 <0.0001 0.9929 51.35-9.75A+0.67B+5.28A2

a Linear 110.78 <0.0001 0.9326 -0.34+2.11A

b Linear 6.06 0.0392 0.8215 25.29-1.00A

Springiness (%) Linear 7.69 0.0242 0.4900 66.17+1.25A

Cohesiveness (%) Linear 10.76 0.0111 0.7421 41.61-0.80A

<Table 5>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muffin

Response Model F-value Prob<F R2 Polynomial equation

Appearance Quadratic 9.58 0.0240 0.9229 4.32-0.56A+0.15B-0.25AB-0.61A2+0.24B2

Flavor Quadratic 1.62 0.3020 0.5643 4.47-0.038A+0.10B-0.22A2-0.18B2

Taste Quadratic 25.32 0.0040 0.9694 4.23-0.60A-0.090B-0.17AB-0.35A
2
+0.27B

2

Texture Linear 77.68 <0.0001 0.9569 4.15-0.56A-0.11B

Overall acceptability Linear 65.47 <0.0001 0.8911 4.22-0.70A

<Table 3> Sensory characteristics of muffins according to jerusalem

artichoke powder and oligosaccharide by D-optimal design

No

Sensory characteristics

Appearance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1 3.92 3.77 4.69 4.84 5.00

2 4.53 4.38 4.38 4.84 4.92

3 4.84 4.38 4.92 4.54 5.00

4 4.69 4.46 4.69 4.23 4.38

5 4.15 4.54 4.23 4.00 3.92

6 4.77 4.23 4.38 3.92 4.62

7 3.38 3.92 3.69 3.69 3.70

8 3.23 4.23 3.46 3.54 3.38

9 3.31 4.15 3.23 3.62 3.31

10 4.15 4.31 4.15 4.24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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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sponse surface for sensory evaluation of jerusalem artichoke powder and oligosaccha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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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밀가루 대체 돼지감자

분말과 올리고당을 첨가하였을 시 일정 비율 이상에서는 기

호도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고 돼지감자 분말 첨가 머핀에

대한 기호도가 양호하며 긍정적인 품질특성을 지닌 최적 비

율을 구하고자 하였다.

6. 최적화

머핀의 최적화 접근은 Lee & Jang(2009)을 참고하여 독립

변수인 돼지감자 분말과 올리고당은 범위 내에서 돼지감자

분말과 올리고당은 최대로 하였다. 또한 외관, 맛, 향기, 질

감, 전체적인 기호도는 최대로 결정하여 모델화에 의해 결정

된 반응식을 이용하여 만족하는 수치점(numerical point을 예

측하였다<Table 6>. 예측된 최적값은 돼지감자 분말 10.99%,

올리고당 71.40%였다. 최적화의 다른 방법으로 높이, 부피,

수분함량, pH, 색도, 탄력성, 응집성, 관능항목(외관, 향미, 맛,

질감, 전체적인 기호도)의 모형을 이용한 모형적 최적화

(graphical opimizatin)는 <Figure 6>에 나타내었다. 모형적

최적화는 수치적 최적화와 달리 각 반응 모형 그래프의 중

첩이 되는 부분을 최적 범위로 정하였고, 결정된 최종화점은

desirability 0.693에 해당하는 돼지감자 분말 10.99%, 올리고

당 71.40%로 수치 최적화 점과 일치하였다. 이 경우 관능적

인 기호도(overlay plot)는 외관 4.84, 향미 4.45, 맛 4.61,

질감 4.22, 전체적인 기호도 4.52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결론

돼지감자 분말과 올리고당의 기능적인 면을 활용한 머핀

제조조건의 최적화로 밀가루 대체 돼지감자 분말을 5, 15,

25%, 설탕 일부를 올리고당 25, 50, 75%로 대체하여 품질특

성을 조사하고 관능적 기호도 측면에서 최적화를 유도하였다

중심합성계획법을 이용하여 돼지감자 분말과 올리고당을

첨가한 머핀의 실험결과 높이, 수분함량, a값, b값, 탄력성,

응집성은 linear model이 채택되었으며 부피, pH와 L값은

quadratic model이 채택되었다. 무게와 경도, 씹힘성, 부서짐

성은 이차 회귀분석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

다. 관능검사 항목에서는 질감과 전체적인 기호도는 linear

model, 외관, 향미, 맛에서는 quadratic model이 채택되었다.

돼지감자 분말이 첨가시 머핀의 높이와 수분함량, L값과 b

값은 감소되었으며 a값은 증가하였다. 물성특성에서는 탄력

성은 돼지감자 분말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응집성은

감소하였다. 관능검사 결과 돼지감자 분말이 증가할수록 기

호도는 감소하였으며 수치적 최적화와 모형적 최적화 결과

를 통해 돼지감자 분말 10.99%, 올리고당 71.40%로 머핀

제조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6> Optimum constraint values using two analytical methods

in the object goal

Constraints name Goal
Numerical 

optimization

Graphical 

optimiztion

Jerusalem artichoke 

powder
Maximum 10.99 10.99

Oligosaccharide Maximum 71.40 71.40

Height In range 5.40 5.40

Volume In range 105.00 105.00

Moisture In range 24.10 24.10

pH In range 7.6 7.6

L In range 56.70 56.70

a In range -1.2 -1.2

b In range 25.7 25.7

Springiness In range 65.7 65.7

Cohesiveness In range 41.9 41.9

Appearance Maximum 4.52 4.52

Flavor Maximum 4.22 4.22

Taste Maximum 4.62 4.62

Texture Maximum 4.45 4.45

Overall Maximum 4.84 4.84

<Figure 6> Three-dimensional plot and overlay plot of common area the optimization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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