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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the muffins made by adding 3%, 6%, and 9% of beet 
powder, comparing with the reference group.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sh content from the groups added with 3% and 9% of beet powder. The height of muffins appeared 
to be 4.7∼5.0 cm, which didn'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samples. The volume of beet 
muffins has shown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samples (p<0.001). From the measurement result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the samples had thick cellular walls and coarse pores because there was 
less gluten content with increased beet powder. From the chromaticity measurement result, L value and 
b-value decreased, while a-value increased with increased beet powder. From the texture measurement result, 
hardness increased with increased beet powder. Adhesiveness appeared to be getting lower with increased beet 
powder. Also,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samples for cohesiveness (p<0.001). Gumminess got 
higher in the samples added with 3% and 6% of beet powder, and the highest chewiness was shown in the 
sample group added with 3% of beet powder. From the sensory evaluation result, overall acceptance has 
appeared in order of 6% > 9% > 3% > 0%. 

Key words: beet powder, quality characteristics, muffins, volume, texture, SEM, overall acceptance

Ⅰ. 서  론

식생활이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안 한 먹

거리를 소비의 최우선 기 으로 선택하고, 식품 

원재료와 첨가물에서도 천연식재료에 한 선호

도가 증가한다. 식품에 범 하게 사용되는 색

소에서 합성색소의 안 상의 문제로 친환경 제품

에 한 소비가 증가하고 천연색소가 부가가치 

높은 분야로 재인식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색소 

본연의 기능 에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 기능

성을 첨가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농림

수산식품부 2010). 한 소비의 질 인 면과 안정

성의 추구 때문에 천연색소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천연색소는 유해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와 다양한 약리효과와 생리활성을 지니고 있

다. 최근에는 식물이 생산하는 천연색소인 an-
thyocyanin, batacyanin 등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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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진행되고 있다(최미희 2007). 한 최근에 홍

국분말(Park YG & Lim KW 2007), 버 분말 

(Kim KH et al 2009), 자색고구마(Seo EO & Ko 
SH 2010), 블루베리(Hwang SH & Ko SH 2010), 
오디(Lee JA & Choi SH 2011), 포도주(Lee SH 
et al 2011), 복분자(Ko DY & Hong HY 2011) 등 

다양한 기능성 가지고 있는 천연색소 식재료를 

이용한 머핀이 연구 되고 있다.
명아주과(Chenopodiaceae)에 속하는 비트(Beta 

vulgaris L.)는 땅 에서 구형 는 긴 원추형 뿌

리로 재배가 쉽고 식물체 체를 식용할 수 있어 

외국에서는 집에서 쉽게 재배하는 인기작물이다

(Park YG & Park KW 1997). 원산지는 동부지

해 연안과 앙아시아 지역으로 비트는 다당류인 

galactans, pectin  asparagine, glytamine 등의 아

미노산, 그 외에 유기산, 올리고당 등 여러 가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식약청 2003). 풀 체를 

식용할 수 있어 최근 새로운 샐러드 식물로 각

을 받고 있다(Jang JR et al 2009). 비트 뿌리의 당 

함량은 15∼16%로 sucrose가 주성분이며, 비트

드의 주성분인 betalain 색소는 수용성으로 진한 

자색을 띠는 betacyanin과 노란색을 띠는 betax-
anthin을 함유한다(Cho Y & Choi MY 2010). 이 

 betacyanine는 화학 구조에 따라 betanine, 
amaranthin, gomphrenin, bougainvillein 등 4종류

로 분류할 수 있다(Streck D et al 1983). 드비트

의 색소 성분인 베타시아닌(betacyanin)은 알칼로

이드(alkaloid)의 하나로 페놀성 화합물인 안토시

아닌계 화합물로 분류되며 항산화, 항암효과 등

이 있다(Kim JY & Kim HK 2009). 
비트 드 색소인 betanine은 링구조에 질소와 

리코시드 잔기를 포함한 선명한 색 색소로 

anthocyanin과는 반 로 pH 변화에 상 으로 

안정하여 부분의 식품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

다(Douglas R & Macdougall D 2002). 비트를 이

용한 선행연구로는 드 비트의 첨가가 냉장 장 

 지방 소시지의 품질과 발색 안정성에 미치

는 향(Jeong HJ et al 2010), 비트 추출물 첨가 

연근 피클의 장  품질특성 변화(Park BH et 
al 2009), 감마선 조사가 비트(Beta vulgaris L.)의 

물리화학  특성  Betalain 색소 안정성에 미치

는 향 (Kim KH et al 2007), TLC, HPLC를 이용

한 식품  비트 드 함량조사 (Jang YM et al 
2005), 강황과 비트를 첨가한 젤리의 품질특성

(Cho Y & Choi MY 2010), 비트 첨가가 미국인 

선호 김치의 숙성  품질에 미치는 향(Yang 
YJ & Han JS 2005), 드비트 색소  키토산 첨

가가 아질산염 소시지에 미치는 효과 (Kang JO 
& Lee SA 2003)등이 연구되었다.

최근 식생활 패턴에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

의 제빵류가 소비되고 건강기능성 소재를 이용한 

제빵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식품에 한 합성

식용색소에 한 사용이 차 규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으로 천연색소를 이용한 개

발에 심이 높아지고 있다(Lee JJ & Rhim JW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군과 동결 건조시킨 

비트가루를 첨가한 실험군 3%, 6%, 9% 첨가한 

머핀을 제조 하여 품질특성인 부피, 높이, 외 , 
색도  수분 함량을 측정하고, 주사 자 미경

(SEM)측정, Texture와 능검사를 실시하여 비

교, 검토하여 비트 가루를 첨가한 머핀의 최 의 

첨가량을 결정하고, 향후 천연색소인 비트를 이

용한 제빵메뉴 상품화를 한 이용을 모색하고자 

하 다.

Ⅱ. 재료  방법

1. 재 료

실험에 사용된 비트는 2010년(유기농 러스), 
국내산 비트를 구입하여, 동결 건조한 후 homog-
enizer(BM-1 model: Japan)로 균질화하여 90 
mesh로 체질하여 사용하 다. 비트 머핀의 재료

는 박력분( 한제분), 버터(서울우유), 설탕(삼양

사), 우유(매일우유), 달걀(유정란), 베이킹 우더

(제니코), 소 (신송 꽃소 )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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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s for muffins added with beet powder (unit: g)

Sample1) Control BP3 BP6 BP9
Wheat Flour 200 194 188 182
Beet Powder 0 6 12 18

Butter 100 100 100 100
Sugar 100 100 100 100
Egg 100 100 100 100
Milk 100 100 100 100

Baking powder 7 7 7 7
Salt 1.2 1.2 1.2 1.2

1) BP3, BP6, BP9: Muffins added with 3%, 6% and 9% of beet powder 

Butter ( Room temperature 25℃, 40 min)  
⇩

Mixing butter, sugar and salt (3 min)  
⇩

Mixing eggs (5 min)

⇩

Mixing flour, baking powder, milk and beet powder  
⇩

Filling with 60g of flour-dough in muffin cups  
⇩

Baking in oven (180℃, 25 min) 

⇩

Muffin added with beet powder

<Fig. 1> Procedures for preparation of muffins with beet powder

2. 비트 머핀의 제조

머핀 제조는 Kim CH(1997)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하 고 재료 배합비는 <Table 1>, <Fig. 1>과 

같다. 버터는 상온(24～25℃)에 40분정도 두어 부

드럽게 만든 후 반죽기(Kitchen Aid St. Joseph. 
Michigan U.S.A)에 넣어 버터에 설탕, 소 을 넣

어 속에서(2단) 3분 믹싱한 후, 달걀을 3회 나

어 투입하여 5분 믹싱한다. 박력분, 비트 가루, 베
이킹 우더를 90 mesh에 두 번 내려서 고루 섞어 

우유와 함께 넣어 반죽을 제조 하 다. 반죽은 유

산지를 깐 머핀 틀(지름 5.5 cm, 높이 4.5 cm)에 

60 g씩 팬닝하여 180℃로 열된 오 (정우기계, 
Deck oven)에서 웟불 온도는 180℃, 아랫불 온도 

150℃에서 25분 구워낸 후 꺼내어 실온에서 1시
간 방냉하여 시료로 사용하 다.

3. 실험방법

1) 머핀의 일반성분 측정

일반성분 분석방법에 측정하 다(Seo EO et al 
2012). 수분은 air oven method , 단백질은 micro 
Kjedahl, 지방은 Soxhlet method, 조회분은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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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peration conditions of texture analyzer

Classification Conditions
Sample size 4×4×3 cm

Prove P20 mm
Test speed 1.0 mm/s

Pre-test speed 5.0 mm/s
 Post-testSpeed 1.0 mm/s

Trigger type Auto 5.0g
Time 3.00 sec

Distance 10 mm

건식 회화법을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 다.

2) 머핀의 높이, 부피, 외 , 단면측정

머핀의 높이는 굽고 난 다음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냉각 후 우리  가장 높은 부분을 측정하

다. 머핀의 부피(volume)는 종자치환법을 이용

하여 3회 반복 측정하 다(Seo EO et al 2012). 외
과 단면은 디지털카메라(Digital Camera, opti-

cal 3× zoom 5.0 MEGA PI-XELS)로 어 찰하

다.

3) 주사 자 미경 측정(SEM)

내부조직은 주사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 5900 JEOL, Japan)을 이용하여 

20배의 배율로 측정하 다. 주사 자 미경 분석

을 한 sample 처리(metal coating)는 sputtering 
장비를 이용하여 코 하 고, 코  조건은 15 mA 
출력, 1×10-1 Torr 진공도에서 120 sec 동안 코

하 다(Chabot JF et al 1978).

4) 색도

색도는 시료를 실온까지 냉각 후 사용하 으며 

색차계(SP-80, Denshoku Co Japan)를 사용하여 각 

시료 당 3회 반복 측정하 으며, 명도(lightness, 
L), 색도(redness, a), 황색도(yellowness, b) 값으

로 나타내었다(한국식품 양과학회 2000). 이때 

사용된 L, a,  b 값은 97.22, -0.22,  1.95로 보

정하 다.

5) Texture 측정

Texture의 측정은 시료를 4×4×3 cm 크기로 

비한 후 Texture Analyser(Model TA-XT2i, Stable 
Micro systems, England)를 이용하여 3회 연속 측

정하 다. 측정항목은 경도(hardness), 부착성(ad-
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
ness), 검성(gumminess)  씹힘성(chewiness)이
다. Texture의 측정 조건은 <Table 2>와 같다.

6) 능검사

능검사는 북 학교 농과 학 식품공학과 

학원생들 15명을 상으로 9  척도법으로 3회 

반복 평가하 다. 구운 지 3시간 후의 머핀을 1/4
씩 생수와 함께 제시하 으며, 평가항목은 색

(color), 향(aroma), 맛(taste), 조직감(texture), 체

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를 평가하 다. 
(김 등 1997).

7) 통계분석

머핀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
sion 8.1, SAS Institute INC.)를 이용하여 분산분

석(ANOVA)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각 

시료 간의 유의성을 5% 수 에서 검정하 다(송 

등 1989).

Ⅲ. 결과  고찰

1. 머핀의 일반성분 측정

머핀의 일반성분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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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ximate composition of muffins with beet powder
(Unit: %)

Sample1)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lipid Crude Ash
Control 23.75±0.05a2)3) 7.77±0.17a 1.37±0.02d 18.06±0.11a

BP3 23.40±0.02b 7.02±0.19b 1.44±0.02c 17.88±0.02a

BP6 22.71±0.02b 7.81±0.25a 1.54±0.02b 17.08±0.29b

BP9 22.89±0.04c 7.85±0.26a 1.59±0.02a 17.83±0.16a

F-value 334.92***4) 9.30** 70.06*** 17.69***

1) BP3, BP6, BP9: Muffins added with 3%, 6% and 9% of beet powder 
2) Mean ± S.D. 
3) a∼d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4) ** p<0.01   *** p<0.001

<Table 4> The height and volume of muffins with beet powder 

Sample1) Height(cm) Volume(cm3)
Control  4.87±0.55²⁾³⁾ 145.33±2.08b

BP3 4.73±0.21 146.67±1.15b

BP6 5.00±0.10 151.67±1.53a

BP9 4.90±0.20 150.67±1.15a

F-value 0.37NS5) 12.04**4)

1)  BP3, BP6, BP9: Muffin added with 3%, 6% and 9% of beet powder
2) Mean ± S.D. 
3) a∼d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4) ** p<0.01
5) NS means no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다. 비트에 일반성분은 식품성분표(농 진흥청 

2007)에서 수분은 90.8%, 단백질 0.1%, 지질 

0.3%, 회분은 0.8%로 보고되었다. 동결건조한 비

트가루는 수분은 7.46%, 단백질 10.38%, 지질 

0.27%, 회분 5.82%로 나타났다. 박력분에 일반성

분은 단백질은 8.7%, 지질은 0.8%, 회분은 0.2%
로 나타났다. 비트머핀 제조 후에는 수분함량은 

조군에서 23.75%로 나타났고, 9%첨가군에서 

22.89%로 낮게 나타났다. 모든 시료 간에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p<0.001). 비트가루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머핀의 수분함량은 감소하 다. 
이는 자색고구마(Seo EO & Ko SH 2010) 머핀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 다. 동결건조한 비트가루

의 수분함량이 낮아 머핀으로 제조 시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머핀의 수분함량이 낮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달리 미강머핀(Jang KH et al 
2012)에서는 수분함량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고, 다시마 머핀(Kim KH et al 2008)에서는 증감

을 반복하 는데 첨가 재료에 수분함량에 따라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단백질에서는 6%, 9%에서는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든 시료 간에 유의 인 차

이가 나타났다(p<0.01). 지질에서는 9%첨가군에

서 1.59%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났다. 이는 비트

에 지질이 박력분보다 높아 비트가루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회분에서는 3%, 9%첨

가군에서는 유의 인 차이가 나지 않았다. 나머

지 모든 시료 간에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

(p<0.001).

2. 머핀의 높이, 부피, 외 , 단면측정

머핀의 높이, 부피, 외 , 단면 측정결과 <Table 
4><Fig. 2>에 나타내었다. 머핀의 높이는 4.7∼5 
cm정도로 나타났으며 시료 간에 유의 인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미분말머핀(Jung KI 
& Cho EK 2011)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루텐

의 희석효과로 망목구조가 약화되어 생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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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BP3 BP6 BP9

<Fig. 2> Photograph of muffins with beet powder

사료된다. 비트머핀의 부피는 조군이 145 cm3

으로 나타났으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으나 6%, 9% 첨가한 비트머핀은 유의 인 차이

가 나지 않았다(p<0.01). 비트가루 첨가량 증가할

수록 머핀의 부피도 증가하 는데 이는 다시마

(Kim et al 2008), 청국장(Seo et al 2009), 자색고

구마 (Seo EO & Ko SH 2010), 포도주(Lee SH 
et al 2011)머핀 연구에서도 머핀의 부재료 첨가 

시 가루류 첨가 재료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피도 

증가하는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가루에 다른 

부재료를 첨가하여 체됨으로서 부피가 증가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비트머핀에 외 은 조구에 비해 비트가루 첨

가량이 증가에 따라 색상이 차 으로 붉은 색

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단면은 비트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기공은 체 으로 불균일

해지며 거칠어지는 경향을 나타냈었는데, 이는 

수수가루(Im JG et al 1988), 홍국분말가루(Park 
SH & Lim SI 2007), 포도주(Lee SH et al 2011), 
미강(Jang KH et al 2012)머핀의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이었다.

3. 주사 자 미경 측정(SEM)

비트 가루를 0%, 3%, 6%, 9%로 첨가한 머핀을 

주사 자 미경(SEM)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조군에서는 작은 기공이 많이 

발달하 으나 비트 가루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서 루텐 함량이 어지므로 머핀의 기공이 커

지 다. 수수가루(Im JG et al 1988), 홍국분말

(Park SH & Lim SI 2007), 자색고구마(Seo EO & 
Ko SH 2010), 미강머핀(Jang KH et al 2012), 살구

머핀(Lee YS & Chung HJ 2013)에 연구결과에서

도 가루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머핀의 내부조직

이 거칠고 기공이 크게 형성되는 결과와 일치하

다. 이는 비트가루에 의하여 일부 체됨에 따

라 루텐 형성을 해하고 포집력을 약화된 것

으로 사료된다.

4. 색도

비트 가루 첨가량에 따른 머핀의 crumb 색도 

측정결과 <Table 5>와 같다. 명도 L값은 조군

에서 58.48로 비트 가루 9% 첨가 시 34.44로 나타

났다. 시료 간에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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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unter's color values of muffins with beet powder

Sample1) Hunter's color values
L a b

Control 58.48±0.42a²⁾³⁾ -0.93±0.28d 19.60±0.22a

BP3 46.40±0.38b 1.04±0.03c 17.93±1.13b

BP6 38.67±0.20c 2.68±0.02b 16.52±0.13c

BP9 34.44±0.23d 4.27±0.15a 14.73±0.06d

F-value 3259.48***4) 567.11*** 38.51***

1) BP3, BP6, BP9: Muffin added with 3%, 6% and 9% of beet powder
2) Mean ± S.D.
3) a∼d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4) ***p<0.001

Control BP3 BP6 BP9

<Fig. 3> Micrographs of muffin crumbs made with beet powder

(p<0.001). 비트 가루 첨가량이 증가함에 비트 머

핀의 명도는 감소하 다. 이는 수수가루 (Im JG 
et al 1988), 홍국분말 (Park SH & Lim SI 2007), 
버 (Kim KH et al 2009), 자색고구마(Seo EO & 
Ko SH 2010), 블루베리(Hwang SH & Ko SH 
2010), 복분자 (Ko DY & Hong HY 2011), 오디

(Lee JA & Choi SH 2011)등과 같이 색 가루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 L값이 낮아지는 결과와 

일치하 다. 색도 a값은 조군에서 -0.93로 나

타났고, 9%에서 4.27로 모든 시료 간에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조군에 비해 비트가

루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a값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 다. 황색도 b값에서는 비트가루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b값은 감소하 으나 모든 시료 간에 유

의 인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비트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명도 L값, b값은 감소하고 a값은 증

가하 다. 이는 비트젤리(Cho Y & Choi MY 
2010), betalein 색소인 선인장열매 가래떡(Lee HJ 
et al 2009), 백년 열매 분말 첨가 컵 이크(Kim 

NY et al 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 다.

5. Texture측정

비트 가루 첨가량에 따른 측정결과 <Table 6>
과 같다. 경도(hardness)는 조군이 534.77 kgf 나
타났으며, 시료 간에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

(p<0.05). 3%, 6%첨가군에서는 유의  차이가 나

타나지는 않았다. 비트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버 분

말 (Kim KH et al 2009), 자색고구마 (Seo EO & 
Ko SH 2010), 오디 (Lee JA & Choi SH 2011), 
블루베리 (Hwang SH & Ko SH 2010)머핀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 다. 부착성(adhesiveness)에서

는 첨가량이 증가될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모든 

시료 간에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오디 머핀(Lee JA & Choi SH 2011)연구와도 일

치하 다.
탄력성(springiness)도 시료 간에 유의 인 차

이가 나타났다(p<0.01). 응집성(cohesivenes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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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extural properties of muffins with beet powder

Sample1) Hardness(kgf) Adhesiveness(%) Springiness(%) Cohesiveness(%) Gumminess(g) Chewiness(g/㎠)
Control 534.77±14.50b²⁾³⁾ -0.98±0.12a 0.63±0.02b 0.29±0.00c 155.04±2.10b 90.17±2.06d

BP3 562.91±37.38b -1.42±0.13b 0.70±0.02a 0.32±0.00b 194.84±10.74a 164.26±7.43a

BP6 569.31±28.01b -1.56±0.00c 0.65±0.01b 0.34±0.01ab 196.96±7.93a 119.16±1.73b

BP9 624.65±13.57a -1.84±0.10d 0.64±0.02b 0.36±0.02a 197.46±5.36a 108.47±3.21c

F-value 6.59*4) 38.34*** 8.98** 22.02*** 30.57*** 164.02***

1) BP3, BP6, BP9: Muffin added with 3%, 6% and 9% of beet powder
2) Mean ± S.D. 
3) a∼d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4) *p<0.05   ** p<0.01   *** p<0.001

<Table 7> Sensory evaluation of muffins with beet powder

Sample1) Color Aroma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nce
Control 5.53±0.57c²⁾³⁾ 5.96±0.57d 5.00±0.10d 3.56±0.57d 5.10±0.10d

BP3 5.60±0.10c 5.66±0.57c 6.16±0.57c 4.83±0.15c 6.03±0.05c

BP6 7.70±0.17a 6.17±0.01b 5.93±0.57b 7.23±0.05a 7.83±0.05a

BP9 6.93±0.05b 6.33±0.01a 7.46±0.57a 6.96±0.05b 6.46±0.05b

F-value 287.88***4) 145.16*** 620.61*** 1109.73*** 775.27***

1) BP3, BP6, BP9: Muffin added with 3%, 6% and 9% of beet powder
2) Mean ± S.D.
3) a∼d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4) *** p<0.001

는 9%에서 0.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료 

간에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p<0.001). 검성

(gumminess)에서는 비트가루 첨가량에 따라 증가

하 는데, 미강 머핀(Jang KH et al 2012)에서도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검성도 증가하는 경향

과 일치하 다. 씹힘성(chewiness)은 3%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버 분말머핀(Kim KH et 
al 2009)에서도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나는 결과와 일치하 다.

6. 능검사

능검사 측정결과 <Table 7>과 같다. 색

(color)에서는 6%에서 7.7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

음은 9%첨가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betalein계 색

소인 선인장열매 가래떡(Lee HJ et al 2009)에서

도 6%첨가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색 색소

인 betalein은 90℃ 이상에서는 열에 안정성이 떨

어지어 색소의 변색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향(aroma)에서는 6%에서 6.1, 9%에

서는 6.3로 나타났다. 맛(taste)에서는 9%에서 7.4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시료 간에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조직감(texture)에서는 

6%첨가군에서 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체

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에서 6% 〉 9% 〉
3% 〉0%순으로 나타났으며, 비트 머핀 6%에서 

7.8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났다. 비트머핀의 

상품화 측면에서 비트가루 6%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이 합한 것이라 단된다.

Ⅳ. 요약  결론

비트머핀의 일반성분 측정 결과는 수분함량은 

비트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게 나타났다. 
단백질에서는 모든 시료 간에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p<0.01). 지질에서는 9%첨가군에서 

1.59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났다. 회분에서는 3%, 
9%첨가군에서는 유의 인 차이가 나지 않았다. 
머핀의 높이는 4.7∼5 cm정도로 나타났으며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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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트 머

핀의 부피는 조군이 145 cm3으로 나타났으며, 
시료간의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주
사 자 미경(SEM) 측정한 결과는 비트 가루 첨

가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루텐 함량이 어지므

로 거친 기공을 보인다. 비트머핀의 crumb 색도 

측정결과 명도 L값은 비트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 색도 a값 조군에 비해 비트가루

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a값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 다. 황색도 b값에서는 비트가루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b값은 감소하 다.
Texture 측정결과 경도(hardness)는 비트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부착성(adhesiveness)에서는 첨가량이 증

가될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모든 시료 간에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응집성

(cohesiveness)에서는 9%에서 0.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료 간에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

다(p<0.001). 검성(gumminess)에서는 3%, 6%에

서 높게 나타났다. 씹힘성(chewiness)은 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능검사 측정결과 체

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에서 6% 〉 9% 〉
3% 〉0%순으로 나타났으며, 의 결과로 비트가

루 6%첨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록

본 연구에서는 조군과 동결 건조시킨 비트가

루를 첨가한 실험군 3%, 6%, 9%를 첨가한 머핀

을 제조 하여 품질특성인 부피, 높이, 외 , 단면, 
색도  수분 함량을 측정하고, 주사 자 미경

(SEM)측정, Texture와 능검사를 실시하여 비트

머핀을 제조하여 품질특성을 평가하 다. 머핀의 

일반성분 측정 결과 수분함량은 비트가루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낮게 나타났다. 단백질에서는 모

든 시료 간에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p<0.01). 
지질에서는 9%첨가군에서 1.59로 가장 높은 값

을 나타났다. 회분에서는 3%, 9%첨가군에서는 

유의 인 차이가 나지 않았다. 머핀의 높이는 4.7
∼5 cm정도로 나타났으며 시료 간에 유의 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트 머핀의 부피는 조

군이 145 cm3으로 나타났으며, 시료간의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주사 자 미경

(SEM) 측정한 결과는 비트 가루 첨가량이 증가함

에 따라서 루텐 함량이 어지므로 거친 기공

을 나타났다. 색도 측정결과 비트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명도 L값, b값은 감소하고 a값은 증가하

다. 비트 머핀 texture 결과 경도(hardness)는 비트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는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부착성(adhesiveness)에서는 첨가량

이 증가될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모든 시료 간에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응집성

(cohesiveness)에서는 9%에서 0.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료 간에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

다(p<0.001). 검성(gumminess)에서는 3%, 6%에

서 높게 나타났다. 씹힘성(chewiness)은 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능검사 측정결과 체

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에서 6% 〉 9% 〉
3% 〉0%순으로 나타났으며, 의 결과로 비트 

6%첨가 제조 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단된다. 
향후 천연색소인 베타라인계 색소를 가진 비트를 

이용한 다양한 제빵제품개발도 기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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