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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 optimal composite recipe of nutritional cookies containing Chinese artichoke 
(Stachy sieboldii Miq) powder. Rice powder was partially substituted with Chinese artichoke (Stachy sieboldii Miq) powder 
to reduce its content. The optimal sensory composite recipe was determined by 3 concentrations of Chinese artichoke (Stachy 
sieboldii Miq) powder, butter, and sugar, using the central composite design. In addition, the mixing condition of Chinese 
artichoke (Stachy sieboldii Miq) powder rice cookies was optimized by subjecting the cookies to a sensory evaluation and 
instrumental analysis using the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The effects of the addition of the three variables on 
the quality of Chinese artichoke (Stachy sieboldii Miq) rice powder cookies were assessed in terms of color, hardness, 
sweetness and sensory evaluation. The results of the sensory evaluation produced values very significant for flavor, texture, 
sweetness, appearance, and overall quality (p<0.05). The results of instrumental analysis showed significant values in moisture 
content, spreadability, sweetness (p<0.01), lightness, redness, and hardness (p<0.001). As a results, the optimal sensory ratio 
of Chinese artichoke (Stachy sieboldii Miq) rice cookies was determined to be Chinese artichoke (Stachy sieboldii Miq) 
powder 4.22 g, butter 120.00 g, and sugar 130.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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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식생활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공합성 보존료가 함유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됨에 따라 천연 항산화제를 첨

가한 식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Ryu & Park 2002). 
또한 건강식품 및 성인병 예방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기능성 물질을 첨가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

하고 있는데, 이 중 제과 및 제빵 분야는 다양한 제품 개발로 

인하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Jung & Lee 2011). 

쿠키는 밀가루, 유지, 설탕, 달걀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되

어 대부분의 제품에서 수분 함량이 10% 미만이므로 미생물에 

의한 변패 발생률이 낮은 반면, 저장성과 감미도가 높아 어린

이나 노인층의 주된 간식으로 애용된다(Kim & Park 2008).
쌀에는 비타민 B군과 엽산 및 인 등의 다양한 영양소와 식

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으나, 밀가루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아 

과민성 장질환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제과품목을 제조하기에 

적합한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쌀은 밀가루를 대

체할 수 있는 재료로 이용되고 있다(Kwon 등 2011). 또한 쌀

에는 일반적으로 6~8%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제빵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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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쿠키에 있어서 더 좋은 가공적성을 갖고 있으며, 콜레스테

롤 저하 효과 및 항산화 효과 등이 알려져 있다(Hegsted 등 

1993). 쌀가루에 기능성 재료를 이용한 연구로는 미역 분말, 
울금가루(Choi SH 2012), 흑미가루, 구아바 분말 첨가 쌀쿠키

(Kim & Choi 2013)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으며,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해지고 고급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기능성 

재료를 이용한 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초석잠(Stachy sieboldii Miq)은 꿀풀과(Labiatae) 석잠풀속

(Stachy Linne)으로 년생 풀로서 동충하초와 모양과 효능이 비

슷해 식물 동충하초라고도 불리운다. 초석잠의 성분 중 탄수

화물은 올리고당으로 장속의 유익 세균의 생육을 도와, 장의 

기능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Yang MR 2012). 중국 중약

대사전에 소개된 초석잠의 효능을 보면 맛이 달며 담백하고 

독이 없어 어혈과 적혈을 풀어 기를 내리게 하고, 신체의 조

화를 이루게 하여 무병장수에 기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초석

잠 추출물의 항균과 항암 효과(Ryu 등 2002), 항산화 효과(Baek 
등 2003), 항산소 결핍 활성(Yanmahara 등 1990), hyarulonidase 
억제 활성(Takeda 등 1985)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초석잠을 이용한 식

품개발의 모델로 저장성이 우수하며, 모든 연령층에서 기호

도가 높은 쿠키에 접목시켜 기능성 쿠키로서의 상품 가능성

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쿠키 재료 중 쌀가

루의 일부를 초석잠 분말로 대체하여 쿠키를 제조하고, 초석잠 

분말 쿠키의 품질특성 및 최적 배합비를 최근 식품공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을 통해 관능적 최적점을 갖는 조리법을 확립하고자 하

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쿠키를 제조하기 위하여 초석잠 분말(경동시장, 국산), 쌀

가루(백설, 국산), 버터(서울우유, 국산), 설탕((주)CJ, 국산), 
달걀(영림축산, 국산), 소금(백설, 국산)을 사용하였다.

2. 초석잠 분말의 항산화적 특성

1) 총 페놀 함량 측정
초석잠 분말 50 g에 70% ethyl alcohol 500 mL를 가하여 85℃

에서 3시간씩 두 번 환류추출(reflux extraction)하였다. 추출액

은 Whatman No. 4 filter paper로 2회 반복 여과하고, 여액을 

Rotary Vaccum Evaporator(EYELA Co., N-1000, Tokyo, Japan)로 
농축한 후, deep freezer(New Brunswik Scientofoc Co., England)

로 －70℃에서 48시간 동결시키고 72시간 동안 동결건조

(Freezer Dryer, Operon Eng Co., Seoul, Korea)하였다. 건조된 

시료는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분쇄한 후 50 mesh 표준 망체를 

통과시켜 분말화 한 후 0.1 g을 취하고 100 mL의 ethyl alcohol
을 가해 시료로 사용하였다.

증류수 0.5 mL를 가한 시험관에 시료 125 μL를 넣고 Folin 
Ciocalteu Phenol Reagent(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125 μL를 가해 1분간 교반하였다. 6분 후 7% Na2CO3 

용액 1.25 mL를 첨가하고, 증류수 1 mL로 희석하여 1분간 교

반한 후, 90분 동안 암소에 정치한 다음 분광광도계(V-530 
UV/VIS Spectrophotometer, JAS Co., Japan)를 이용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페놀 함량은 gallic acid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분석하여 작성된 

표준 검량선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2)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은 Blois (1958)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시료 용액 100 μL에 0.15 mM로 에

탄올 희석한 2,2-diphenyl-2-picrylhydrazyl(DPPH) 용액 100 μL
을 넣고 교반한 후 30분간 방치한 다음 분광광도계(V-530 
UV/VIS Spectrophotometer, JAS Co., Japan)를 이용해 517 nm
에서 흡광도(Infinite F-200, Tecan, Swiss)를 측정하였다. 전자

공여능은 시료용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광도 차이를 백

분율로 나타내었다. 대조군으로는 Garlic acid를 사용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  대조구의 흡광도
실험구의 흡광도 ×

3. 실험계획
초석잠 분말을 첨가한 쌀쿠키의 모든 실험설계는 반응표면 

실험계획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의 central composite 
design에 따라 Design Expert 8(Stat-Easy Co., Minneapolis, MN,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쌀가루의 일부 

대체 재료로 첨가되는 초석잠 분말(X1), 버터(X2), 설탕(X3)의 

함량을, 종속변수로는 수분 함량, 당도, 퍼짐성, 색도(L, a, b), 
경도, 관능적 특성의 색, 외관, 풍미, 조직감, 단맛, 전반적인 

기호도로 설정하였다. 예비실험을 통해 각 요인의 최소 및 최

대 범위를 각각 초석잠 분말 4~36 g, 버터 70~130 g, 설탕 

40~120 g 으로 정하였다. 완성된 실험 디자인의 재료 혼합 비

율은 Table 1과 같다.

4. 초석잠 분말 첨가 쌀쿠키 제조
Table 1과 같은 재료와 분량으로 크림법(creaming method)

으로 제조하였다(American Association of Cereal Chemists 1995). 
계량된 버터를 반죽기(Modle K5SS, Kitchen Aid Co., 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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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design for rice cookies prepared with Chinese artichoke powder

Sample 
No.1)

Variable level ingredient
Chinese artichoke 

powder(g)
Rice powder

(g)
Butter

(g)
Sugar

(g)
Whole egg

(g)
Salt
(g)

1 4.00(－1) 196.00 70.00 40.00

30 1

2 36.00(+1) 164.00 70.00 40.00
3 4.00(－1) 196.00 130.00 40.00
4 36.00(+1) 164.00 130.00 40.00
5 4.00(－1) 196.00 70.00 120.00

6 36.00(+1) 164.00 70.00 120.00
7 4.00(－1) 196.00 130.00 120.00
8 36.00(+1) 164.00 130.00 120.00
9 4.00(－1) 196.00 100.00 80.00
10 36.00(+1) 164.00 100.00 80.00
11 20.00(0) 180.00 70.00 80.00

12 20.00(0) 180.00 130.00 80.00
13 20.00(0) 180.00 100.00 40.00
14 20.00(0) 180.00 100.00 120.00
15 20.00(0) 180.00 100.00 80.00
16 20.00(0) 180.00 100.00 80.00

1) Sample No: The number of experimental conditions by central composite design, 2) Code variables

Michigan, USA)에 넣고 2단으로 2분간 부드럽게 한 후 설탕

을 3회에 걸쳐 나누어 넣으면서 3단에서 2분간, 달걀과 소금

을 넣고 1분간 크림화 하여 반죽을 균일한 상태로 만든 후 

쌀가루와 초석잠 분말을 함께 3회에 걸쳐 체에 내린 후 1단
으로 20초 동안 혼합한다. 이를 밀봉하여 4℃의 냉장실(FRB 
4350-NT, DAEWOO Co., Gumi, Kyungbuk, Korea)에서 1시간 

동안 휴지시킨 후 3.0×3.0×30 cm의 막대모형으로 성형하고, 
－18℃에서 12시간 동안 냉동시킨 후 꺼내어 3.0×3.0×1.0 cm
가 되도록 균일하게 절단하여(18±0.5 g) 윗불 170℃, 아랫불 

165℃로 예열해 둔 convection oven(Model FDO-7102, Daeyoung 
Co., Anshan, Korea)에서 15분간 구웠다. 구운 쿠키는 20±4℃
에서 냉각한 후 지퍼 백에 담아 보관하고, 24시간 후 이화학

적․물리적 검사와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5. 이화학적 특성

1) 수분 함량 측정
수분 함량은 상압가열건조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적외선 수

분측정기(MB45, Ohaus Co. Zurich, Switzerland)를 사용하여 3회 

측정한 후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측정시의 온도는 105℃이었다.

2) 당도 측정

0~53% 범위의 당도계(Pocket PAL-1, ATAGO, Tokyo, Japan)
를 이용하여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으며, 평균값을 구하였다.

6. 물리적․기계적 특성

1) 퍼짐성 측정
초석잠 분말 첨가 쌀쿠키의 퍼짐성(spread ratio)은 직경에 

대한 두께의 비로 나타낸 것으로 AACC Method 10-52의 방법

으로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퍼짐성 지수를 구하였다. 쿠키

의 직경은 쿠키 6개를 나란히 수평으로 정렬한 후 전체 길이를 

측정하고, 각각의 쿠키를 90°로 회전시킨 후 같은 방법으로 전

체 길이를 측정하여 쿠키 한 개에 대한 평균 직경을 구하였다. 
쿠키의 두께는 위의 쿠키 6개를 수직으로 쌓은 후 수직 높이를 

측정하고, 다시 쿠키의 놓인 순서를 바꾸어 높이를 측정하여 

쿠키 한 개에 대한 평균 두께를 구하였다. 쿠키 1개에 대한 평

균 직경과 두께는 3회 반복 측정 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퍼짐성(Spread ratio)=A/B
  A=쿠키 1개의 평균 직경(cm)
  B=쿠키 1개의 평균 두께(cm)

2) 색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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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석잠 분말 첨가 쌀쿠키의 표면색은 color difference meter 
(Colormeter CR-300, Minolta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L(lightness, 명도), a(redness, 적색도), b(yellowness, 황색도)의 

색채 값을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이때 사용한 표준백판

(standard plate)의 L값은 96.74, a값은 +0.57, b값은 +1.78이었다.

3) 경도 측정
경도(hardness)는 texture analyzer(TA.. XT Express v2.1, 

London, England)를 사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stable 
micro systems(Expression, TA. ST Express v2.1, London, Englan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결과 값을 얻었다. 쿠키는 probe가 침투

한 후에 쉽게 깨지고 복원력이 없는 시료이므로 one cycle 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조건은 probe(2 mm cylinder 
probe-SMS P/2), pre-test speed(2.0 mm/s), test speed(0.5 mm/s), 
return speed(5.0 mm/s), test distance(3.0 mm), trigger force(5.0 
g)이었다.

7. 관능적 특성
관능검사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대학원생 중에서 훈련된 

패널 15명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실험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

한 뒤 실험에 응하도록 하였다(Larmond E 1977). 15명의 관능

요원이 16가지의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관능 평가에 이

용된 초석잠 분말 첨가 쌀쿠키는 흰색 바탕의 동일한 접시에 

8개씩 5자리의 난수표로 표시하였으며 관능평가 항목은 색

(color), 외관(appearance), 향(flavor), 조직감(texture), 단맛(sweet-
ness),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quality)에 대한 특성이었으며, 
7점 기호 척도법으로 평가하여 선호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

를 주도록 하였다.

8. 통계 분석
초석잠 분말 첨가 쌀쿠키의 품질특성 및 성분들 간의 상호

작용과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design expert 8 프로그램의 

ANOVA test 및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model의 적합성 

여부는 F-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각 성분들의 반응을 보

기 위해서는 perturbation plot과 response surface 3D plot을 이

용하였다.
수치 최적화(numerical optimization)는 canonical model을 기

준으로 하는 모델의 계수에 독립변수인 초석잠 분말, 버터, 
설탕은 범위 내에서, 반응변수인 관능평가의 항목 중 유의적

인 결과를 나타낸 풍미, 조직감, 단맛, 전반적인 기호도 항목

은 목표범위(goal area)를 최대(maximum)로 설정하였으며, 수
치 최적화를 통해 제시된 최적점 중 다음의 식에 기준하여 

적합도(desirability)를 구하고, 가장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최적점을 채택하였다.

  ×××



 
  








D=overall desirability, d=desirability, n=response의 수

모형의 최적화는 각 반응에 대한 최소 혹은 최대 제한점을 

결정하여 입력하였을 때 가능한 범위에서 그래프가 중첩되

는 부분으로 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초석잠 분말의 항산화적 특성

1) 총 페놀 함량
본 연구에서는 폴리페놀 화합물 중 gallic acid를 표준물질

로 하였고,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표준물질 검량선을 작성

하였다. 검량선에 시료의 흡광도를 대입하여 총 페놀 함량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식물체가 지니고 있는 페놀 화합물의 함량을 조사함으로

써 식물에서 유래한 천연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탐색하는 

일차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Boo 등 2009). 본 실험 결과, 초
석잠 분말의 총 페놀 함량은 24.58 mg/g으로 나타났는데, 초
석잠에 관한 총 페놀 함량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Lee 
JE(2014)의 연구에서는 38.62 mg GAE/g으로 본 실험의 초석

잠 분말의 총 페놀 함량보다 결과값이 높았으나, Baek 등(2003)
의 연구에서는 14.3 μg/mL, Yang KH(2012)은 5.39 mg CE/g이
라고 보고하고 있어 본 실험에서 사용된 초석잠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보다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시료의 추출온도나 

추출방법 등의 조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폴리

페놀 함량은 시료에 대한 용매비가 높고 추출온도가 높아질

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Kim 등 2009). 

2) DPPH Radical 소거능
초석잠 분말의 70% ethyl alcohol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DPPH는 짙은 자색

을 띄는 비교적 안정한 free radical로서 항산화제, 방향족 아

민류 등에 의해 환원되어 색이 탈색되는데, 이것은 다양한 천

Table 2. The contents of total phenol, and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the Chinese artichoke powder

Mean±S.D.

Composition Content

Total phenol(mg/g) 24.58±1.24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85.57±0.02

1) Concentration of sample solution: 5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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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재로부터 항산화 물질을 검색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

다(Lee 등 2008).
시료 용액의 500ppm 농도에서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85.57%였는데, 이는 항산화능이 높다고 알려진 천년초 분말 

90.12%(Park 등 2012), 토마토 73.73 %(Na 등 2012)과 비슷한 

결과로, 초석잠 분말 역시 높은 항산화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Lee JE(2014)은 초석잠 추출물의 DPPH 유리 라디

칼 소거능의 IC50이 46.35 μg/mL라고 하였으며, Baek 등(2004)
의 연구에서는 초석잠 추출물을 각 용매 별로 분획하여 DPPH 
유리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에틸아세테이트에서 2.8 
μg/mL의 높은 소거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높은 항산화능이 입증된 초석잠을 기능성 식품 소재로 활용한 

다양한 식품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였다고 판단된다.

2. 초석잠 분말 첨가 쌀쿠키의 이화학적 특성

1) 수분 함량
초석잠 분말 첨가 쌀쿠키의 수분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1.66~8.00 사이의 범위를 나타내었

다. 각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linear 모델이 선택되었

으며, p-value는 0.0018로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Table 
4). 초석잠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 함량은 증가한 

반면, 버터와 설탕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수분 함량은 줄어들

Table 3. Physical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rice cookies prepared with Chinese artichoke powder   Mean±S.D.

Sample 
No.

Chinese 
artichoke 
powder(g)

Butter
(g)

Sugar
(g)

Responses
Moisture 
content Sweetness Spreadability L a b Hardness

1  4.00  70.00  40.00 4.99±0.62 3.25±0.49 0.34±0.00 78.91±1.49 -1.58±1.41 26.29±0.69 1,018.50± 18.81
2 36.00  70.00  40.00 8.00±0.50 2.45±0.21 0.41±0.01 66.22±2.40 2.16±0.52 24.10±0.74 1,297.90± 45.40
3  4.00 130.00  40.00 5.92±0.67 2.65±0.07 0.41±0.00 77.50±0.83 -1.51±1.11 27.56±3.44 743.00± 64.91

4 36.00 130.00  40.00 4.49±0.13 2.40±0.14 0.40±0.01 65.40±1.10 2.24±0.26 23.79±0.86 649.25±110.38
5  4.00  70.00 120.00 2.95±0.21 3.65±0.07 0.46±0.01 70.91±1.30 1.78±1.80 27.21±037 2,970.60±413.53
6 36.00  70.00 120.00 3.81±0.21 2.40±0.14 0.34±0.00 60.08±1.30 5.96±1.00 25.62±0.02 3,752.05±828.94
7  4.00 130.00 120.00 1.66±0.12 2.96±0.07 0.69±0.01 65.17±2.84 4.01±0.33 24.09±1.38 847.00±119.78
8 36.00 130.00 120.00 3.37±0.03 4.05±0.21 0.49±0.01 60.70±3.15 4.73±3.86 24.28±2.40 2,023.85±190.00
9  4.00 100.00  80.00 2.48±0.51 3.25±0.07 0.54±0.01 75.50±1.58 0.16±1.51 28.89±0.33 1,066.80±157.40

10 36.00 100.00  80.00 2.99±0.02 3.80±0.14 0.48±0.02 62.52±0.19 4.32±0.72 25.90±0.01 707.30±148.07
11 20.00  70.00  80.00 4.32±0.16 2.65±0.07 0.35±0.01 69.91±0.25 1.97±0.38 25.07±0.02 1,840.25± 90.16
12 20.00 130.00  80.00 3.16±0.03 2.90±0.14 0.50±0.02 63.88±1.41 5.31±1.28 26.79±0.34 758.00±103.80
13 20.00 100.00  40.00 4.96±0.42 2.65±0.07 0.41±0.02 69.29±1.26 0.91±1.31 23.68±1.94 611.55±170.77
14 20.00 100.00 120.00 2.41±0.14 3.65±0.07 0.54±0.00 63.39±0.09 5.25±0.50 25.24±0.52 1,863.55±139.80
15 20.00 100.00  80.00 3.61±0.06 2.95±0.21 0.48±0.01 67.68±1.13 2.07±0.64 25.35±0.59 1,362.25±397.32

16 20.00 100.00  80.00 3.36±0.04 2.90±0.00 0.39±0.01 68.89±0.27 2.19±0.73 26.02±0.73 660.04±135.45

었다. 초석잠은 올리고당의 함량이 많다고 보고되었는데(Yin 
등 2006), 흡습성이 강한 당이 수분을 많이 함유하여 baking
에 영향을 주며, 수분 함량의 증가는 쿠키의 퍼짐성을 증가시

킨다(Henry RE 1976). 미역 분말 첨가 쌀쿠키에 관한 연구에

서도 미역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반죽의 수분 흡수율 증

가가 발생하였다. Kim 등(2006)은 흑미가루를 첨가할수록 수

분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고, Kwon 등
(2011)도 쌀가루 첨가량이 많을수록 쿠키의 수분 함량이 증

가하였다고 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수분결합력

은 아밀로오스 함량이 높을수록 작고,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

을수록 높으며, 쿠키의 수분 함량은 대부분 10% 미만일 때 

변패가 적고 저장성이 좋다고 보고되었다(Jung & Lee 2011).

2) 당도
초석잠 분말 첨가 쌀쿠키의 당도를 측정한 결과, 2.40~4.05

의 범위를 나타내었다(Table 3). 실험군 간에 유의적이지는 

않았으나(Table 4) 설탕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당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Fig. 1). 블루베리 분말 첨가 쿠키

에 관한 연구에서는 블루베리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당도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본 실험과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었

다(Ji & Yoo 2010).

3. 초석잠 분말 첨가 쌀쿠키의 물리적․기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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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퍼짐성
초석잠 분말을 첨가한 쌀쿠키의 퍼짐성은 Table 3에 나타

내었다. 퍼짐성 지수는 평균직경에 대한 두께의 비로 나타내

며, 쿠키용 밀가루의 품질지표로서 사용되며, 퍼짐성이 높은 

쿠키일수록 품질이 좋다고 보고되고 있다(Lee 등 2008). 쿠키

의 퍼짐성은 반죽이 오븐 열에 의해 가열되기 시작하면 중력

적인 유동성에 의해 팽창하기 시작하여 반죽 내 단백질인 글

루텐의 유리전이로 연속적 상태가 되어 반죽 유동이 중단될 

때까지 일어나는데, 중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반죽의 점성에 

의해 퍼짐성이 조절된다(Cho 등 2006). 쿠키의 퍼짐성은 반죽 

중 버터와 설탕의 함량, 수분 함량 및 점도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고 보고되었으며, 특히 수분의 함량과 밀접한 연관이 있

어 반죽 내 수분이 자유수로 존재할 경우, 퍼짐성 지수는 낮

아진다고 알려져 있다(Jin 등 2006). 본 실험에서는 초석잠 분

말을 첨가할수록 퍼짐성은 낮아진 반면, 버터와 설탕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퍼짐성 지수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버터와 

설탕이 반죽내 점도를 증가시켜 수분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오븐에서 열이 가해질 때 부피를 증가시켜 퍼짐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2) 색도
초석잠 분말을 첨가한 쌀쿠키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 명도

(L) 값은 60.08~78.91, 적색도(a) 값은 －1.58~5.25, 황색도(b) 
값은 24.09~28.89의 범위를 나타냈다(Table 3). 명도는 각 요

인들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linear 모델이 선택되었으며, p- 
value가 0.0001(p<0.001)로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Table 
4). Perturbation plot과 반응표면곡선을 살펴본 결과, 천년초 

분말, 설탕, 버터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가 낮아졌으며

(Fig. 1), 설탕과 버터 첨가량의 증가보다 초석잠 분말의 첨가

량이 증가될 때 급격히 명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쌀쿠키의 명

Table 4.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physical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rice cookies prepared 
with Chinese artichoke powder

Responses Model R-squared1) F-value2) Prob>F Polynomial equation

Moisture content Linear 0.7019  9.42** 0.0018 +3.90+0.47A－0.55B－1.42C
Sweetness 2FI 0.6411  2.68 0.0892 +3.03－0.065A+0.055B+0.33C+0.36AB+0.11AC+0.20BC
Spreadability 2FI 0.8759 10.59** 0.0012 +0.45－0.032A+0.059B+0.055C－0.020AB－0.047AC+0.040BC
L Linear 0.9083 39.64*** 0.0001 +67.81－5.31A－1.34B－3.71C
a Linear 0.8435 21.56*** 0.0001 +2.50+1.66A+0.45B+1.95C

b Quadratic 0.8446  3.62 0.0656 +25.96－1.11A－0.098B+0.19C－0.078AB+0.47AC－0.58BC+1.31A2

－0.16B2－1.61C2

Hardness Linear 0.7428 11.55** 0.0007 +1420.74+178.45A－585.82B+713.68C
A: Chinese artichoke powder, B: Butter, C: Sugar
1) 0<R2<1, close to 1 means more significant, 2) **p<0.01, ***ps<0.001

도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초석잠 분말이었다. 이는 야

콘잎 분말 첨가 쿠키(Shim 등 2012), 쥐눈이콩 첨가 쿠키(Ko 
& Joo 2005)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첨가물

인 초석잠 분말이 명도가 낮아 그 자체의 색에 따라 첨가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명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

다. 쿠키의 색은 주로 당에 의한 영향이 크고, 환원당에 의한 

비효소적 갈변과 열에 불안정한 당 반응에 의해 가장 큰 영향

을 받아 오븐 내에서 표면색이 크게 변한다고 보고된 것으로 

볼 때(Park 등 2002), 올리고당의 함량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 초석잠 분말 자체의 특성이 쿠키의 색에 영향을 주었다

고 판단된다. 적색도와 황색도 또한 Linear 모델이 선택되었

으며, 적색도는 p-value가 0.0001(p<0.001)로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낸 반면, 황색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Table 4). 
Perturbation plot과 반응표면곡선을 살펴본 결과, 초석잠 분말

이 첨가될수록 적색도는 높아진 반면, 황색도는 낮아지는 것

을 알 수 있었다(Fig. 1). 초석잠 분말 자체의 색은 연한 황색

을 띠는데, 초석잠 분말과 색이 비슷한 발아현미 쿠키(Song 
& Joo 2009)와 청국장 쿠키에 관한 연구(Bang 등 2011)에서

도 이들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b값이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여 본 실험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3) 경도(Hardness)
경도는 Table 3과 같이 611.55~3,752.05의 범위를, p-value

는 0.0007(p<0.01)로 유의적이었다(Table 4). 버터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경도는 감소하였으나, 설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경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Fig. 1). 
이는 천년초 분말을 첨가한 냉동쿠키의 연구에서 설탕 첨가

가 쿠키의 경도를 증가시킨다는 결과와 일치한다(Park 등 

2012). 쿠키의 경도는 여러 인자의 영향을 받는데, 부재료의 

수분 함량이 적거나, 부재료의 첨가량이 많을 경우, 반죽의 밀



Vol. 27, No. 3(2014) 초석잠 쌀쿠키의 품질특성 및 최적화 441

Moisture content

Sweetness

Spreadability

Color L value

Color a value

Color b value

Hardness
Fig. 1.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 of Chinese artichoke powder(A), butter(B) and sugar(C) on 

physical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rice cookies prepared with Chinese artichok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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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낮을 경우에 경도는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등 2002). 이는 양송이버섯 분말 첨가량이 많을수록 쿠키의 

경도가 증가하였다는 연구(Lee & Jeong 2009)와 아스파라거

스 분말 첨가에 따라 경도가 증가하였다는 연구보고(Yang 등 

2010)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4. 초석잠 분말 첨가 쌀쿠키의 관능적 특성
16가지 배합비율로 제조한 초석잠 분말 쌀쿠키의 관능적 

특성을 7점 척도법으로 평가한 결과, 색은 2.93~5.67, 외관은 

3.07~5.60, 향은 2.93~5.33, 조직감은 3.28~5.33, 단맛은 2.73~ 
5.60, 전반적인 기호도는 2.80~6.13 사이의 범위를 나타내었

다(Table 5).
색(color)은 각각의 독립 변수 간에 교호작용하는 quadratic 

모델이 설정되었고, R2값은 0.8066으로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

되었으나, p-value는 0.1130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Table 
6). 색의 관능적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초석잠 

분말이고, 초석잠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

다가 중심점 이후로 기호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버터와 설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2). 이는 최근 다양한 원료를 이용한 유색

의 쿠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어 쿠키의 색

상에 대한 고정관념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Cho 
& Kim 2013)와 일치한다.

Table 5. Sensory evaluation of rice cookies prepared with Chinese artichoke powder                     Mean±S.D.

Sample 
No.

Chinese 
artichoke 
powder(g)

Butter
(g)

Sugar
(g)

Responses

Color Appearance Flavor Texture Sweetness Overall 
quality

1  4.00  70.00  40.00 3.00±1.25 3.73±1.49 2.93±1.39 3.27±1.22 2.87±0.99 2.80±1.08
2 36.00  70.00  40.00 3.27±1.03 3.53±1.55 3.20±0.86 3.60±1.30 2.73±0.88 2.93±1.10
3  4.00 130.00  40.00 2.93±1.22 3.93±1.49 3.67±1.40 3.53±1.45 3.07±0.96 3.07±1.28
4 36.00 130.00  40.00 3.80±1.15 3.73±1.33 3.53±0.92 4.13±1.51 3.40±1.30 3.73±1.16

5  4.00  70.00 120.00 4.47±1.06 4.00±1.13 4.07±0.88 3.47±1.36 3.93±1.28 4.07±1.16
6 36.00  70.00 120.00 3.93±1.10 4.60±1.12 3.73±1.03 3.20±1.21 4.20±1.01 3.53±1.41
7  4.00 130.00 120.00 3.27±1.58 3.07±1.62 4.07±1.44 3.73±1.44 4.20±1.21 3.93±1.39
8 36.00 130.00 120.00 4.07±1.39 4.07±1.03 3.60±1.18 4.47±0.99 4.53±1.25 4.73±1.16
9  4.00 100.00  80.00 5.00±1.65 4.60±1.50 3.93±1.33 4.27±1.53 4.13±1.24 4.40±1.50
10 36.00 100.00  80.00 3.87±1.68 4.00±1.41 3.80±0.94 4.27±1.39 4.07±1.44 3.93±1.39

11 20.00  70.00  80.00 3.20±1.26 3.60±1.18 4.20±1.15 3.33±1.23 3.67±1.18 3.33±1.05
12 20.00 130.00  80.00 3.60±1.50 3.67±1.23 3.67±0.72 4.33±1.23 4.33±1.05 3.73±1.03
13 20.00 100.00  40.00 3.73±1.10 3.87±1.06 4.13±0.41 3.93±1.58 3.27±1.39 4.07±1.25
14 20.00 100.00 120.00 3.13±1.41 3.47±1.25 3.87±0.45 3.93±1.57 4.53±1.36 4.12±1.13
15 20.00 100.00  80.00 5.53±0.92 5.60±0.74 5.33±0.72 5.33±0.72 5.53±0.92 5.93±0.80
16 20.00 100.00  80.00 5.67±0.98 5.53±1.06 5.20±0.94 5.27±0.80 5.60±0.91 6.13±0.64

외관(appearance) 역시 각각의 독립 변수가 교호작용하는 

quadratic 모델이 설정되었으나 p-value는 0.0675으로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다(Table 6). Pertubation plot과 반응표면곡선을 

살펴보면 초석잠 분말보다는 버터와 설탕이 큰 영향을 미쳤

는데, 버터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는 증가하다가 중

심점 이후로 급격히 감소되었고, 설탕이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기호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Fig. 2). 이는 상백피 분

말 첨가 식빵의 연구(Chung 등 2013)에서 상백피 색소의 영

향으로 지나친 첨가는 외관에 대한 낮은 기호도를 보인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리활성을 가진 재료라도 지나친 첨가는 

소비자의 기호에 영향을 주므로 최적점 도출에 대한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풍미(flavor)는 각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Linear 모

델이 선택되었고, p-value는 0.0036(p<0.01)으로 초석잠 분말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풍미에 대한 기호도는 급격히 감소

한 반면, 버터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는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초석잠 자체가 갖고 있는 특유의 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감(texture)은 각각의 독립 변수 간에 교호작용하는 

quadratic 모델이 선정되었으며, p-value는 0.0172(p<0.05)로 유

의적이었다(Table 6). 초석잠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조

직감에 대한 기호도는 감소한 반면, 버터는 증가하고 설탕은 

증가하다가 중심점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였다(Fig. 2).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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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rice cookies prepared with Chinese artichoke powder

Responses Model R-squared1) F-value2) Prob>F Polynomial equation
Color Quadratic 0.8066 2.78 0.1130 +3.49+0.30A+0.087B+0.16C－0.24AB-0.064AC－0.014BC+0.72A2－0.20B2－0.19C2

Appearance Quadratic 0.8428 3.58 0.0675 +4.80+0.17A－0.22B+0.32C+0.063AB+0.15AC－0.35BC－0.26A2－0.51B2+0.16C2

Flavor Linear 0.6635 7.89** 0.0036 +4.54-0.61A+0.82B+0.070C
Texture Quadratic 0.9061 6.44* 0.0172 +4.93－0.34A+0.67B+0.22C－0.13AB－0.14AC－0.055BC－0.36A2－0.68B2+0.25C2

Sweetness Linear 0.6582 7.70** 0.0039 +4.37－0.26A+0.18B+0.98C
Overall quality Quadratic 0.8853 5.15* 0.0296 +5.22－0.38A+0.64B+0.39C－0.24AB－0.16AC－0.11BC－0.62A2－0.35B2－0.23C2

A: Chinese artichoke powder, B: Butter, C: Sugar
1) 0<R2<1, close to 1 means more significant, 2) *p<0.05, **p<0.01

Color

Appearance

Flavor

Texture

Sweetness

Overall quality
Fig. 2.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 of Chinese artichoke powder(A), butter(B) and sugar(C) on 

sensory characteristics of rice cookies prepared with Chinese artichok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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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계적 경도가 감소하는 결과로 

일정한 수준의 경도까지는 조직감에 대한 기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단맛(sweetness)은 각 요인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Linear 

모델이 선정되었고, p-value는 0.0039(p<0.01)로 유의적이었다

(Table 6). Pertubation plot과 반응표면곡선을 살펴보면 초석잠 

분말이 첨가될수록 단맛에 대한 기호도는 낮아졌고, 버터와 

설탕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 또한 증가함을 알 수 있

었다(Fig. 2).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quality)는 각각의 독립 변수 간에 

교호작용하는 quadratic 모델이 선정되었고 p-value는 0.0296 
(p<0.05)으로 유의적이었다(Table 6). 초석잠 분말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기호도가 증가하다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지만, 급격한 감소는 보이지 않아 천년초 분말 첨가는 바람직

함을 나타내었다(Fig. 2).

5. 초석잠 분말 첨가 쌀쿠키의 관능적 최적화
초석잠 분말을 첨가한 쌀쿠키의 최적화를 위해 초석잠 분

말과 버터, 설탕의 제조조건 접근은 canonical 모형의 수치 최

적화(Numerical optimization)와 모형적 최적화(Graphical optimi-
zation)를 통해 선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초석잠 분말과 버터, 
설탕의 배합 범위 내(in range)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낸 

관능검사 항목인 풍미(flavor), 질감(texture), 단맛(sweetness),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quality)를 최대로 설정하여 모델화에 

의해 결정된 반응식을 이용하여 만족하는 수치 점(numerical 

Desirability
Fig. 3.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for optimization mixture on desirability of rice cookies prepared with 

Chinese artichoke powder.

Fig. 4. Overlay plot for common area for the optimization mixture of rice cookies prepared with Chinese artichoke powder.

point)을 예측하였다. 그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갖는 최적점

을 선택하여 지점 예측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예측된 최적값

은 초석잠 분말 4.22 g, 버터 120.00 g, 설탕 130.00 g이었다

(Fig. 3). 이는 전체 쌀가루의 양 중 약 2%의 초석잠 분말이 

첨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Lim & Kim(2009)은 쿠키 제

조 시 브로컬리 분말을 7%까지 첨가해도 식빵의 관능적 품

질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Song & Lee 
(2014)는 더덕 분말을 5% 첨가한 쿠키에 대한 기호도가 우수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볼 때, 본 실험을 통해 

예측된 초석잠 분말, 버터, 설탕의 최적값은 쌀쿠키에 초석잠 

분말의 생리활성효능을 활용하면서도 소비자들의 기호도에 

부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풍부한 영양성분과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

이 보고된 초석잠 분말을 이용한 쌀쿠키의 품질특성 및 관능

적 최적화를 목적으로 반응표면분석을 통해 쌀쿠키의 품질

특성을 분석하였고, 관능적인 최적 배합 레시피를 산출하였

다. 중심합성계획법(CCD)에 따라 초석잠 분말, 버터, 설탕의 

양을 독립변수로 하여 실험을 계획하고, data를 분석한 후 최

적화 하였다. 초석잠 분말의 항산화성은 총 페놀 함량에서 

24.58 mg/g, DPPH Radical 소거능에서 85.57%를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를 모델링하여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수분 함량과 

명도, 황색도, 경도, 관능검사 항목 중 풍미와 단맛은 Linear 



Vol. 27, No. 3(2014) 초석잠 쌀쿠키의 품질특성 및 최적화 445

모델이 선정되었고, 당도와 퍼짐성은 2FI 모델이 선정되었으

며, 적색도와 관능검사의 색, 외관, 조직감, 전반적인 기호도 

항목에서 quadratic 모델이 결정되었다. 단맛과 적색도, 관능

항목 중 색과 외관은 유의적이지 않았다. 수분 함량과 퍼짐성 

지수는 초석잠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으며(p<0.01), 초석잠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

도는 유의적으로 감소한 반면(p<0.001), 황색도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쌀쿠키의 당도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설탕이며 설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당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쌀쿠키의 경도에 대

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버터이며, 버터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경도는 감소하였으나, 설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석잠 분말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풍미(p<0.01)와 조직감(p<0.05), 당도

(p<0.01)와 전반적인 기호도(p<0.05)는 중심점 이후로 유의적

으로 감소하였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초석잠 분말 

첨가 쌀쿠키의 관능적 최적 배합비율은 초석잠 분말 4.22 g, 
버터 120.00 g, 설탕 130.00 g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

해 초석잠 분말 쌀쿠키는 제과의 유용한 기능성 소재로서 품

질 및 소비자의 기호도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초석잠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 개발의 필요성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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