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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cookies containing capsaicin, the main source of spicy taste in pepper, 
which is well known for its various functions such as anti-oxidant, anti-cancer, anti-inflammatory, and anti-obesity activities, 
as well as pain-relief effect. Cookie samples were made by adding the capsaicin powder at different levels, including 40 
mg% (C1), 85 mg% (C2), and 150 mg% (C3). In this study, measurement of the moisture, pH, color, spread factor, hardness, 
anti-oxidant activity, and sensory evaluation of the cookies was carried ou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nti-oxidant activity 
increased when more capsaicin powder was added to the cookies (p<0.001). The moisture also increased with increasing 
capsaicin powder content (p<0.05), while the pH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changes. As for the colors, the L value and 
b value decreased as more capsaicin powder was added, while the a value increased. The spread factor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the increase of capsaicin powder p<0.01). Although the hardness increased with capsaicin powder conten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among the various cookies. In the sensory evaluation, Cookies 
containing 40 mg of capsaicin obtained the highest score in color, while cookies containing 150 mg of capsaicin showed 
the highest score in taste, texture, and overall accep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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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추는 가지과에 속하는 1년생 채소로 동남아 지방에서는 

중요한 향신료로서 오래전부터 풋고추로 또는 건조한 고춧

가루로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전통조미료로 사용

하여 왔다. 특히 고춧가루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

나 고추장 제조에는 없어서는 안 될 원료이다(Lee 등 1994). 
고추의 매운 맛의 주 성분은 알칼로이드의 일종인 페놀화

합물의 캡사이시노이드(capsaicinoid)이다. 이는 주로 고추의 

태좌와 격벽에서 생성되는 지용성인 성분으로 천연의 캡사

이시노이드 중에는 캡사이신(capsaicin)과 디히드로캡사이신

(dihydrocapsaicin)이 매운 맛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Lee 
등 2014).

캡사이신은 부신수질의 카테콜아민의 분비를 증가시켜 에

너지 대사를 증진시키고, 항산화 효과로 LDL의 산화를 억제

하며, 항암 작용, 항염증 작용, 통증 완화 작용 등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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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활성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eo 등 

2008). 동물실험에서도 캡사이신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식욕을 조절하고, 혈중 지방 농도를 감소시키며, lipoprotein 
lipase의 활성을 증가시켜 체지방 양을 감소시키므로, 항비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Seo 등 2009). 그리고 

Kim 등(2003)은 in vivo 실험에서 단기간 정상 쥐에 capsaicin
을 식이사료에 첨가하여 섭취시킨 결과 항산화 효과가 있다

고 하였으며, 이것은 조직에 대한 메카니즘은 분명하지 않으

나, 적혈구의 지질산화와 마이크로페이지에서의 산소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효과적인 항산

화제임을 보고하였다. 
쿠키는 제과류 중에서 수분 함량이 5% 이하로 낮고, 

크기가 작은 과자의 일종이다. 맛이 달고 바삭바삭해서 

차, 음료와 잘 어울리며, 밀가루, 유지, 설탕, 달걀, 팽창제 

등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다. 특히, 어린이, 여성, 노약자

의 주된 간식으로 애용되어 왔으며, 수분 함량이 낮아 미

생물학적 변질이 적어 저장성이 우수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최근 외식 산업을 비롯한 제과·제빵 산업의 팽창과 

함께 소비자의 기호와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

비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건강기능성 쿠키의 제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Bang 등 2014), 많은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여러 가지 건강에 유익한 기능이 있다고 알려진 천연 소재

를 첨가한 쿠키의 연구로는 건오디박 첨가 쿠키(Jeon 등 2013), 
흑미 미강 첨가 쿠키(Joo & Choi 2012), 연근 분말 첨가 쿠키

(Lee 등 2011), 산수유 분말 첨가 쿠키(Ko HC 2010), 블루베리 

분말 첨가 쿠키(Ji & Yoo 2010), 인삼 분말 첨가 쿠키(Kang 
등 2009), 솔잎 쿠키(Choi HY 2009), 파래 분말 첨가 쿠키(Lim 
EJ 2008) 등이 있으며, 캡사이신을 이용한 쿠키에 대한 연구

는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매운 맛의 등급 규격은 농업진흥청의 고춧가루 

품질 등급 규격화 및 이용성 증대 연구(Hwang 등 2011)에서

는 김치용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5단계로 나누어, 캡사이신 

1~40 mg/100 g, 2단계 40~100 mg/100 g, 3단계 100~150 mg/ 
100 g, 4단계 150~500 mg/100 g 및 5단계 500 mg/100 g 이상

으로 등급화 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식품 개발의 일환으로 기존 연

구에서 생리활성이 잘 알려진 캡사이신 분말을 쿠키에 응용

하고자 한다. 즉, 쿠키의 매운 단계를 KS 규격에서 김치의 매

운맛을 3단계로 구분한 것을 참고하여 밀가루 100 g에 대하

여 캡사이신을 40 mg(순한 맛), 85 mg(보통 매운 맛) 및 150 
mg(매운 맛)으로 첨가하여 쿠키를 제조한 후, 쿠키의 물성과 

관능적 특성 및 항산화성을 측정함으로써 맛과 품질이 우수

한 쿠키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쿠키를 제조하기 위하여 본 실험에 사용한 재료 중 박력분

과 설탕은 (주) CJ(Seoul, Korea), 버터는 (주) 서울우유(Seoul, 
Korea), 계란(풀무원), 소금(해표), 베이킹파우더(오뚜기 식품), 
바닐라 향(브레드가든) 등은 모두 이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였고, 캡사이신 분말은 (주)농심에서 2014년 6월에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2. 쿠키 제조
캡사이신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배합 비는 Table 1과 같다. 

즉, 캡사이신 함량을 40, 85, 그리고 150 mg/밀가루 100 g으로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그리고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다.  
계량된 버터를 Hobart Mixer(N50, Hobart, Troy, USA)에 넣

고, 약 1분간 휘핑한 후 설탕을 넣어 약 2~3분 정도 크림화하

여 설탕이 유지와 잘 풀려서 살짝 녹을 정도로 만들었다. 미리 

풀어둔 달걀을 저으면서 3~5회 나누어 넣어주면서 유지와 달

걀이 분리되지 않도록 잘 혼합한 후, 밀가루와 베이킹파우더, 
바닐라 향을 넣고 저속으로 저으면서 캡사이신 분말을 넣어

주었다. 전체가 잘 혼합되도록 주걱 등으로 잘 섞어주었다. 완
성된 쿠키 반죽을 냉장고에서 2시간 동안 휴지시킨 후, 동량

(25 g 씩)을 계량하여 직경 23.5 mm, 두께 6.0 mm가 되게 동그

랗게 원형으로 만들어 아랫불 170~180℃, 윗불 190~200℃로 조
절한 전기 oven(NSO-95, Daeyung Machinary Co., Seoul, Korea)
에 넣어서 10분간 구웠으며, 완성된 쿠키는 실온에서 1시간 

동안 식힌 후 지퍼백에 넣어 실온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Table 1. Formula of sample cookies with different levels 
of capsaicin powder                         (Unit: g)

Ingredients
Samples(g)1)

Control C1 C2 C3
Soft flour 100 99.96 99.915 99.85
Capsaicin powder 0 0.040 0.085 0.150

Butter 60 60 60 60
Sugar 40 40 40 40
Salt 1 1 1 1
Egg yolk 15 15 15 15
Baking powder 0.5 0.5 0.5 0.5
Vanila powder 0.5 0.5 0.5 0.5

Total 217 217 217 217
1) Control: 0% capsaicin powder added, C1: capsaicin powder 

0.04% added, C2: 0.085% capsaicin powder added, C3: 0.15% 
capsaicin powder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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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쿠키의 수분 함량 및 pH 측정
쿠키의 수분 함량은 수분측정기(MB45 Moisture Analyzer, 

Ohaus Corporation, Nanikon, Switzerland)로 측정하였다. 즉, 
시료를 homogenizer(MS-HMG 2400, Global LAB)로 균질화 

시킨 후 1 g을 취하여 150℃, 10분간 측정하였다. 쿠키의 pH
는 쿠키 10 g을 증류수 90 mL와 함께 Homogenizer(HR 2860, 
Philips, China)로 10초간 균질화한 후 여과(Whatman No. 2)한 

여액을 pH meter(Model 740P, Istek Inc., Seoul, Korea)를 사용

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4. 색도 측정
쿠키의 색도는 색도계(Colorimeter CR-310, Minolta Co., Osaka, 

Japan)를 사용하여 명도(lightness, L), 적색도(redness, a), 황색

도(yellowness, b)의 색채 값을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이 때 사

용한 표준 백판(Standard Plate)의 L값은 97.75, a값은 －0.38, 
b값은 +1.88이었다.

5. 퍼짐성 측정
쿠키의 퍼짐성은 두께에 대한 직경의 비로 나타낸 것으로 

AACC method 10-50D(AACC 2000)의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쿠키의 퍼짐성=
쿠키 6개의 평균 직경(mm/개)

 × 10
쿠키 6개의 평균 두께(mm/개)

쿠키의 직경은 쿠키 6개를 가로로 정렬한 후 전체 길이를 

Caliper(Mitutoyo Model CD20CX, Toyko, Japan)로 측정하고, 
다시 각각의 쿠키를 90°로 회전시켜 같은 방법으로 길이를 

측정하여 각각 6으로 나누어 쿠키 한 개의 평균값을 계산하

였다. 두께는 6개의 쿠키를 수직으로 쌓아올려 높이를 측정

하고, 무작위로 순서를 바꾸어 다시 쌓아올려 높이를 측정해 

얻은 수치를 6으로 나누어 쿠키 한 개의 평균값을 얻었다. 3
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 직경과 두께 값을 구하였다. 

  
6. 경도 측정
쿠키의 경도는 식품물성측정기(Texture analyzer, TA-XT2i, 

Stable Micro system Ltd., Haslemerd, UK)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측정조건은 Table 2와 같으며, 경도는 그래프 중 최고 

피크 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 실험군 별로 10회 반복 측

정한 값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시료는 직경 45 
mm, 높이 4.5 mm로 하였으며, probe는 3 mm cylinder probe를 

사용하였다. 분석조건은 3.0 mm/sec, test speed 1.0 mm/sec, 
return speed 5.0 mm/sec, test distance 3.0 mm, trigger force 5 
g으로 하였다. 

Table 2. Measurement conditions of texture analyzer

Items Operating conditions
Mode Measure force in compression
Option Return to start
Probe HDP/3PB

Pre test speed 3.0 mm/s

Test speed 1.0 mm/s
Post test speed 5.0 mm/s
Test distance 3.0 mm
Trigger force 5 g

7. 항산화 활성 측정
쿠키 1 g에 methanol 9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24시간 추출

한 후, 2,4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등액을 시료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쿠키의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라디칼 소거능은 대조군과 캡사이신 첨가군 간의 상대적인 

비교로 나타내었으며, 항산화 활성은 Lee 등(2009)의 방법에 

따라 DPPH radical에 대한 소거 활성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즉, 시료용액 4 mL에 DPPH 용액(1.5 M×10－4 M) 1 mL
를 가하여 교반한 다음, 암소에서 하룻밤 방치 후 517 nm에

서 spectrophotometer(Ultrospec 4300 pro UV/visible spectrophoto-
meter, GE Healthcare, Buckinghamshire, UK)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시료용액 대신 methanol를 가한 대조군의 흡광도를 

함께 측정하여 DPPH free radical 소거 활성을 백분율로 나타

내었고, 3회 반복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8. 관능검사
캡사이신 쿠키의 관능검사는 식품영양학과 여대생 30명을 

관능요원으로 선발하여 실험목적과 관능항목에 관하여 충분

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훈련시킨 후 실시하였다. 이 

때 기호도의 평가항목은 색(color), 맛(taste), 풍미(flavor), 조
직감(texture) 그리고 전체적인 기호도(acceptability)로서 각 항

목별로 5점 척도법(아주 좋아한다: 5점, 보통이다: 3점, 아주 

싫어한다: 1점)으로 평가하였다. 시료는 일정한 크기의 쿠키 

총 4개를 똑같은 1회용 종이접시 위에 담아 제공하였으며, 평
가 사이에 입안을 헹굴 수 있도록 증류수와 컵을 함께 제시하

였다. 

9.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였으며, 실험결과 통계

처리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
저, 각 캡사이신 분말 첨가량에 따른 쿠키의 특성들의 평균값

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그 후 캡사이신 분말 첨가량에 따

라 쿠키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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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았으며, Duncan의 다중 범위 검정법을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차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쿠키의 수분 함량과 pH
쿠키의 수분 함량과 pH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쿠키의 수분 함량은 캡사이신 분말 무첨가구, C1, C2 및 C3
구가 각각 4.55%, 4.63%, 4.68%, 4.89%로 캡사이신 분말 첨가

량이 높아질수록 수분 함량이 높아졌으며, 캡사이신 분말의 

첨가량이 다른 쿠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37, p<0.05). 
또한 캡사이신 분말 첨가량과 쿠키의 수분 함량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인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η2=0.62). 이 결과를 통해 캡사이신 분말 첨

가량이 쿠키의 수분 함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수분 함량이 증가하는 것은 쿠키 제조 시에 첨

가하는 부재료의 수분이 밀가루보다 높거나 부재료의 이화

학적 특징이 쿠키의 수분 함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데이터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밀가루의 수분 함

량이 14% 내외, 캡사이신 수분 함량은 5% 내외로, 이 결과는 

캡사이신의 어떤 이화학적 특징이 쿠키 수분활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Kwon 등 2011).
쿠키의 pH는 캡사이신 분말 무첨가구, C1, C2 및 C3구가 

각각 6.61, 6.67, 6.59, 6.62로 C2구가 가장 낮았고, C1구가 가

장 높았으며, 캡사이신 분말 첨가량이 다른 쿠키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캡사이신 분말 첨가

량과 쿠키의 pH간의 상관관계도 매우 낮아(η2=0.15), 캡사이

신 분말 첨가량이 쿠키의 pH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보통 쿠키의 pH는 첨가되는 부재료가 유기산과 같은 산성

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 pH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는

데(Choi HY 2009), 본 연구에서 첨가한 캡사이신의 양이 극

히 미량으로 쿠키의 pH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

Table 3. Moisture contents and pH of cookies added with capsaicin powder

Samples(g)§

F-value
0% C1 C2 C3

Moisture(%) 4.55±0.091)b2) 4.63±0.12b 4.68±0.14ab 4.89±0.13a 4.37*3)

pH 6.61±0.06a 6.67±0.11a 6.59±0.06a 6.62±0.10a 0.48
1) Mean±S.D. (n=3) 
2)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p<0.05.
§) Control: 0% capsaicin powder added, C1: capsaicin powder 0.04% added, C2: 0.085% capsaicin powder added, C3: 0.15% capsaicin 

powder added

타났다(Table 3). 이 때(본 실험에) 사용한 캡사이신의 pH는 

4.1±0.1이었다(date not shown).

2. 쿠키의 색도
쿠키의 색은 첨가하는 부재료의 pH, 첨가량 및 굽는 과정 

중의 화학적 반응, 특히 당에 의한 영향이 크고, 환원당에 의

한 비효소적인 갈색반응인 Maillard 반응 및 열에 불안전한 

당에 의한  카라멜화 반응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부
재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Jeon 등 2013). 

캡사이신 분말의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쿠키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캡사이신 분말을 첨가한 쿠키

는 첨가량에 따라 명도(L), 적색도 (a), 황색도 (b)에서 시료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Table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쿠키의 명도를 나타내는 L(lightness)값은 캡사이신 분말 무첨

가구, C1, C2 및 C3구가 각각 64.29, 63.19, 63.89, 61.38로 캡

사이신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

며, 캡사이신 분말의 첨가량이 다른 쿠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1.84, p<0.001). 캡사이신 분말 첨가 쿠키의 a(redness) 
값은 캡사이신 분말 대조구, C1, C2 및 C3구가 각각 4.37, 
5.43, 5.91, 6.69로 캡사이신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

가했으며, 캡사이신 분말 첨가량이 다른 쿠키 간에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F=56.50, p<0.001). 황색도를 나타내는 b(yellow)
값은 캡사이신 분말 무첨가구, C1, C2 및 C3구가 각각 19.75, 
15.40, 12.79, 12.96으로 캡사이신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8.14, 
p<0.001).

본 연구에서는 홍국 분말을 첨가한 쿠키에서와 같이 명도 

L값과 황색도 b값이 낮아지고, 적색도 a값이 높아졌다는 Jeong 
등(2013)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홍

국 분말의 색상이 캡사이신 분말과 같이 적색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Park & Lim(2007)의 홍국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품질 특성에서도 명도 L값과 황색도 b값이 

낮아지고 적색도 a값이 높아졌다고 보고한 결과와도 일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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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lor value of cookies added with capsaicin powder

Color value
Samples(g)§

F-value
0% C1 C2 C3

L 64.29±0.101)a2) 63.19±0.31b 63.89±0.37a 61.38±0.37c 51.84***3)

a  4.37±0.16d  5.43±0.36c  5.91±0.14b  6.69±1.16a 56.50***
b 19.75±0.90a 15.40±0.86b 12.79±0.48c 12.96±0.27c 68.14***

1) Mean±S.D. (n=3)
2)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p<0.001
§) Control: 0% capsaicin powder added, C1: capsaicin powder 0.04% added, C2: 0.085% capsaicin powder added, C3: 0.15% capsaicin 

powder added

3. 퍼짐성
쿠키의 퍼짐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쿠키의 퍼

짐성 지수는 캡사이신 분말 무첨가군, C1, C2, 및  C3구가 각

각 39.59, 39.77, 40.65, 42.15로 캡사이신 분말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증가했으며, 캡사이신 분말 첨가량이 다른 쿠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3.61, p<0.01). 또한 캡사이신 분말 

첨가량과 쿠키의 퍼짐성간의 상관관계도 높게 나타나(η2= 
0.84), 캡사이신 분말 첨가량이 쿠키의 퍼짐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퍼짐성은 쿠키의 품질 요인 중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쿠키의 퍼짐성이란 재료를 반죽하고 성형하여 오븐에서 굽

는 과정에서 쿠키의 반죽의 두께가 감소하고, 직경이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므로 반죽에 부재료를 첨가할 경우, 이의 

이화학적 특성이 퍼짐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Joo & Choi 2012).
본 연구에서는 캡사이신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퍼짐

Table 5 Spread factor of cookies added with capsaicin powder

Samples(g)§

F-value
0% C1 C2 C3

Spread factor 39.59±0.401)b2) 39.77±0.73b 40.65±0.53b 42.15±0.48a 13.61**
1) Mean±S.D. (n=3)
2)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p<0.001
§) Control: 0% capsaicin powder added, C1: capsaicin powder 0.04% added, C2: 0.085% capsaicin powder added, C3: 0.15% capsaicin 

powder added

Table 6. Hardness of cookies added with capsaicin cookies                                             Force(g)

Samples(g)§

F-value
0% C1 C2 C3

Hardness 1,990.87±112.021)a2) 1,993.39±13.56a 2,002.77±82.86a 2,013.29±93.06a 0.073
1) Mean±S.D. (n=5)
2)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Control: 0% capsaicin powder added, C1: capsaicin powder 0.04% added, C2: 0.085% capsaicin powder added, C3: 0.15% capsaicin 

powder added

성이 증가했는데, 이는 야콘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이 높아진다는 Shim 등(2012)의 보고와 도토리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이 커진다는 Joo 등(2013)의 보

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Jeong 등(2013)은 홍국분

말을 쿠키에 첨가할 경우, 반죽 형성에 필요한 수분량이 상대

적으로 낮아져 유동에 필요한 점도 형성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여 본 실험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4. 경도
캡사이신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경도는 Table 6과 같다. 캡

사이신 분말 무첨가군, C1, C2, C3구의 경도는 각각 1990.87, 
1993.39, 2002.77, 2013.29로 캡사이신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첨가한 캡사이신의 양이 극히 미량으로 쿠키

의 경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쿠키의 경도는 첨가되는 부재료에 따라 달라지는데,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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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료에 의한 반죽의 밀도, 수분 함량과 첨가량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Kim JY 1998). 본 연구에서는 캡사이신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결과는 연근 분말(Lee 등 2011) 및 연잎 분말(Kin & park 2008)
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료의 경도가 점차적으로 증가

하였다는 연구 등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키토

산 청국장과 홍국 분말을 첨가했을 때 첨가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청국장 첨가 킵펠(Kipfel) 쿠키(Lee 등 2005)와 홍국 쿠

키(Jeong 등 2013)의 경도가 낮아졌다는 연구와는 서로 상반

된 결과로 나타났다.

5. 쿠키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쿠키의 항산화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쿠키의 

항산화 지수는 캡사이신 분말 무첨가구, C1, C2 및 C3가 각

각 46.84, 73.82, 87.58, 95.52%로 캡사이신 분말 첨가량이 증

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apsaicin 
cookies. Different letters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Control; 0% 
capsaicin powder added, C1; capsaicin powder 0.04% added, 
C2; 0.085% capsaicin powder added, C3; 0.15% capsaicin 
powder added

Table 7. Sensory evaluation scores of cookies added with capsaicin powder

Sensory
parameter

Samples(g)§

F-value
0% C1 C2 C3

Color 3.93±0.981)a2) 4.03±0.81a 3.63±0.93a 3.90±0.88a 1.07
Taste 3.80±0.81ab 3.50±0.82ab 3.80±0.81ab 4.20±0.76a 3.89*3)

Flavor 3.83±0.79a 3.70±1.06a 3.63±0.76a 3.80±0.81a 0.34
Texture 3.63±0.93a 3.67±0.80a 3.50±0.78a 3.80±0.85a 0.65
Acceptability 3.90±0.84ab 3.60±0.77b 3.60±0.56b 4.17±0.79a 3.97*

1) Mean±S.D. (n=36)
2)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p<0.005
§) Control: 0% capsaicin powder added, C1: capsaicin powder 0.04% added, C2: 0.085% capsaicin powder added, C3: 0.15% capsaicin 

powder added

가할수록 크게 증가했으며, 시료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636.42, p<0.001). 
Lee 등(1994)은 베이컨 육에 있어서 캡사이신과 올레오레

신의 효과 연구에서 캡사이신 0.01% 첨가 효과는 에리솔빈산 

0.02% 첨가 수준의 항산화 효과와 비슷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Lee 등(2011)은 산화스트레스가 유도된 인체 간암세포(HepG2)
에서 캡사이신이 H2O2에 대해 SOD(superoxide dismutase) 효
소활성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Seo 등(2008)은 

Streptozotocin 유도 당뇨쥐의 단기간 capsacin 섭취가 항산화 

효소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capsaicin 섭취군이 catalase 활
성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적혈구의 지

질산화와 마이크로 페이지에서의 산소반응을 억제하는 효과

가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capsaicin이 효과적인 항산화제

임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항산화 활성을 가진 캡사이신을 

쿠키에 첨가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

한다.

6. 관능검사
캡사이신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먼저, 쿠키의 색에 대한 평가 결과 캡사이신 분말 

무첨가군, C1, C2 및 C3구의 쿠키 색에 대한 기호도가 각각 

3.93, 4.03, 3.63, 3.90으로, C2구(85 mg%)가 가장 높았고, C3
구(150 mg%)가 가장 낮았으며, 캡사이신 분말 첨가량이 다른 

쿠키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쿠키의 맛에 대한 기

호도는 캡사이신 분말 무첨가군, C1, C2, C3구가 각각 3.80, 
3.50, 3.80, 4.20으로, 캡사이신 분말의 함량이 가장 높은 C3구
가 가장 높고, C1(40 mg%)구가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시
료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89, p<0.05). 쿠키의 냄새

에 대한 기호도의 경우, 캡사이신 분말 무첨가군과 C1, C2, 
C3구가 각기 3.83, 3.70, 3.63, 3.80으로 무첨가군이 가장 높고, 
C2구가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캡사이신 분말 첨가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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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쿠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쿠키의 조직감

에 대한 기호도는 캡사이신 분말 무첨가군과 C1, C2, C3구가 

각기 3.63, 3.67, 3.50, 3.80으로 캡사이신 분말 함량이 높은 C3
구가 가장 높고, C2구가 가장 낮았으며, 캡사이신 분말 첨가

량이 다른 쿠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캡사이신 

분말을 첨가한 쿠키에 대한 전체적인 기호도는 캡사이신 분

말 무첨가군과 C1, C2, C3구가 각기 3.90, 3.60, 3.60, 4.17로 

캡사이신 분말 첨가량이 많은 C3구가 가장 높고, C1과 C2구
가 가장 낮았으며, 캡사이신 분말 첨가량이 다른 쿠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97, p<0.05). 캡사이신 첨가 쿠키

의 색에 대한 기호도는 C1(4.03±0.81)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

였고, C3구가 맛(4.20±0.76), 조직감(3.80±0.85) 및 전체적인 

기호도(4.17±0.79)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Lee 등(2014)은 “매운맛 등급화 고춧가루로 제조한 배추

김치의 이화학적 관능적 특성” 연구에서 매운 등급(0.15 mg%)
의 시료구가 순한 맛(0.04 mg%)과 보통 매운맛(0.085 mg%) 
등급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기호도를 나타냈다고 하였는

데, 본 연구에서도 매운 쿠키가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캡사이신 첨가 쿠키는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높

여주어 쿠키의 기능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캡사이

신의 다른 생리적 기능을(기호도를) 고려하면(할 때) 쿠키에 

캡사이신을 0.15%(150 mg)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 성분으로 항산화 작용, 함암 작용, 
항염증 작용, 통증 완화 작용 및 항비만 작용 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쿠키에 응용하고자 캡사이신 농도를 40 mg% 
(C1), 85 mg%(C2) 및 150 mg%(C3)를 함유한 쿠키를 제조하

고, 그 품질의 이화학적, 관능적 특성 및 항산화성을 조사하

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쿠키의 수분 활성은 캡사이신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

라 높아졌고(p<0.05), pH는 시료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쿠키의 색도는 캡사이신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
값과 b값이 낮아지고, a값이 높아졌으며, 퍼짐성은 캡사이신 

분말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1). 
경도는 캡사이신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나, 
분말 첨가량이 다른 쿠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쿠키의 항산화 지수는 캡사이신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쿠키의 관능검사에서는 색은 C1이, 맛과 조직감, 전체적인 

기호도는 C3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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