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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의 종류를 달리한 호박냉동쿠키의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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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iced pumpkin paste cookies prepared using different fat and fatty oils 
(butter, olive oil, soybean oil, and grape seed oil). The pH, density, and moisture content were the highest in the cookies prepared with 
butter dough, and the lowest in the cookies prepared with grape seed oil dough. The spread factor of the cookies prepared using with 
butter was the highest, and the cookie with olive oil, soybean oil and grape seed oil showed lower values. The L values of olive oil 
cookies, a values of soybean oil cookies, b values of grape seed oil cookies were the highest. The hardness of the cookies prepared using 
soybean oil was the highest. The overall sensory evaluation showed high overall acceptability for grape seed oil cookies, whereas butter 
cookies showed lower overall acceptability. The acid value (AV) and peroxide value (POV) were lower in the grape seed oil cookies 
than in the butter cookies as the storage period of the cookies had p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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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육류 위주의 서구화된 

식생활 형태의 변화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당뇨

병, 비만 등의 여러 가지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Jung KI 
등 2008).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치료에 도움을 주

는 저칼로리 제품, 항산화 및 생리활성 물질을 지닌 건강

기능성 제품 등이 개발되어 이용도가 증가되고 있다

(Cheung LM과 Cheung PCK 2005, Leelarungrayub N 등 

2006).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으나 바쁜 생

활로 인하여 식습관의 간편화를 추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제과 또는 제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Choi 
SN와 Chung NY 2006, Park YH 등 2011). 일반적으로 제

과제빵에서 이용되는 유지는 버터, 마가린, 쇼트닝이다. 
마가린과 쇼트닝은 가공적성에서 산화안정성과 취급의 

용이성 때문에 동물성 유지 대체유로 각광을 받았으나 

수소화 공정(hydrogenation)에서 트랜스지방이 10-60% 정
도 생성되는 문제가 지적하고 있다(Jung KI 등 2008). 이
러한 트랜스지방은 각종 성인병을 비롯하여 질병 유발을 

촉진하기 때문에(Ha JH와 Seo DG 2006, Ahn MS 등 

2008, Surh JH 2009, Park YH 등 2011) 종전에 사용해오

던 마가린과 쇼트닝은 트랜스지방이 1-8% 함유된 버터로 

대체되어 이용되었다. 버터는 우유의 지방분을 응고시킨 

것으로 식물성 지방에 비하여 탄소사슬이 짧은 지방산을 

함유하고 불포화지방산을 소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소화가 

용이하고 특유의 맛을 형성한다(Yoo SS와 Jeong HC 
2011). 그러나 버터는 포화지방산을 50%이상 함유하고 있

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최근에는 

식물성 유지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Kim JK 등 2013).
식물성 유지를 제과제빵에 이용한 선행 연구로는 대두

유(Yang HY 등 2003), 올리브유(Lee SH 등 2005, Choi 
SN와 Chung NY 2006, Kim JK 등 2013), 포도씨유(Jung 
KI 등 2008)등이 보고되었고 우지방을 식물성 유지인 카

놀라유, 올리브유, 옥수수유, 해바라기유로 대체한 햄버거 

패티의 품질특성(Koo BK 등 2009), 식물성 유지로 대체

한 초콜릿(Youn HY와 Lee SJ 2012)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편 호박(Cucurbita spp.)은 박과에 속하는 일년생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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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s Butter Olive oil Soybean oil Grape seed oil

Wheat flour 80 80 80 80
Pumpkin paste 20 20 20 20

Sugar 15 15 15 15
Salt 1 1 1 1
Fat 20 20 20 20
Egg 15 15 15 15
Total 151 151 151 151

Table 1. Formulas for iced pumkin paste cookies with different

fat and fatty oils (Unit: g)

물로서 동양계 호박(Cucurbita moschata Duch.), 서양계 

호박(Cucurbita maxima Duch.), 페포계 호박(Cucurbita 
pepo)으로 나뉘며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아 항

암, 항산화 및 항비만 등의 생리활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 알려지면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Choi CB 
등 1998, Kim SR 등 2005, Do GP 등 2012). 이러한 호박

은 수확 후 장기저장이 곤란하여 다양한 가공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주로 늙은 호박은 호박즙으로 이용되며 단

호박은 분말화 및 페이스트 형태로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다(Mohamed M 등 2011). 호박을 부재료로 한 선행 연

구로는 즉석죽(Shin DS 등 2013), 쿠키(Park ID 2012), 스
프(Kim DS 2012), 요구르트(Jung HA 등 2011), 스폰지 

케이크(Lee MH 등 2010), 떡(Jeong KY 등 2008), 머핀

(Lee SM과 Joo NM 2007), 식빵(Bae JH 등 2006)등 다양

한 연구들이 보고되었으며 건강기능성을 포함하는 제품

개발에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쿠키의 종류 중 냉동쿠키는 반죽을 긴 형태로 만

들어 냉동시킨 후 얇게 썰어 굽는 것으로 냉동상태로 장

기간 저장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 제과업계에서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냉동쿠키 연구로는 주로 메밀(Lee HJ 등 

2011), 표고버섯(Jung EK와 Joo NM 2010), 당귀(Joo NM 
등 2009), 갈근(Lee JH 등 2008), 솔잎(Jin SY 등 2006), 
홍삼(Lee SM 등 2006), 쥐눈이콩(Ko YJ과 Joo NM 2006), 
단호박(Lee SM 등 2005) 등의 부재료를 첨가하여 냉동쿠

키의 제조조건을 최적화하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박과 냉동쿠키의 이용성을 증

대시키기 위하여 호박페이스트를 첨가한 냉동쿠키를 제

조하였고, 기존의 쿠키 제조에 사용되는 버터 대신에 식

물성 유지의 대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두유, 올
리브유 및 포도씨유을 이용한 쿠키의 품질특성을 조사하

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늙은 호박은 중량이 7,500±200 g으
로 당도가 9.00±0.1 °Brix, 경도가 782.06±1.6 g/cm2이었으

며, 단호박은 국내산 아지헤이 품종으로 크기가 1,300±50 
g, 당도가 12.5±0.1 °Brix, 경도가 796.18±0.5 g/cm2인 것

을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쿠키 제조

에 사용된 밀가루(2013년, 박력분, 대한제분(주), 서울, 한
국), 설탕(2013년, CJ제일제당, 서울, 한국), 소금(2013년, 
(주)한주 정제염, 울산, 한국), 계란(2013년, ㈜풀무원, 서
울, 한국), 버터(2013년, 서울우유, 서울, 한국), 올리브유

(2013년, CJ제일제당, 서울, 한국), 대두유(2013년, CJ제일

제당, 서울, 한국), 포도씨유(2013년, CJ제일제당, 서울, 
한국)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호박 페이스트 제조

늙은 호박과 단호박을 깨끗하게 세척하여 껍질과 속을 

제거하고 일정크기로 절단하였으며 시료 1 kg 기준으로 

늙은 호박과 단호박의 비율 결정은 예비실험을 거쳐 단

맛과 질감 및 기호도가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하였다. 단호

박을 첨가한 주요 목적은 설탕의 양을 줄이기 위한 것으

로 늙은 호박 85% (w/w)와 단호박 15% (w/w)를 솥에 넣

어 강한 불에서 15분 동안 가열한 다음 약불에서 5분 동

안 더 가열하였다. 이를 일정시간 식힌 다음 믹서기

(DA505, Daesung Artlon Co. LTD, Seoul, Korea)로 10초
간 분쇄한 후 60 mesh 체에 내려 시료로 사용하였다. 걸
러진 호박 퓨레를 일정시간 농축하여 호박페이스트를 제

조하였다. 

3. 유지의 종류를 달리 한 쿠키 제조

유지 종류를 달리한 쿠키의 제조는 크림법(AACC 
2000)에 의해 제조하였으며 제조 배합비율은 Table 1과 

같다. 즉, 유지(버터, 올리브유, 대두유, 포도씨유)를 달리

하고 설탕 및 소금을 반죽기(K5SS, Kitchen Aid Co., 
Saint Joseph LM, USA)에 넣고 1단(180 rpm)에서 1분 동

안 재료를 혼합하여 녹인 후 다시 2단(273 rpm)에서 2분 

동안 설탕의 결정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크림화 하였다. 
여기에 난황을 유지와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3-5
회 나누어 넣으면서 믹싱볼의 옆면을 고무주걱으로 긁어

주면서 2분 동안 크림상태로 만들었다. 완성된 크림에 체

로 친 박력분과 호박 페이스트를 첨가하여 1단(180 rpm)
에서 10초 동안 가볍게 혼합하여 반죽하였다. 완성된 반

죽은 밀봉하여 냉장고(5°C, CA-G17DZ, G Electronics, 
Seoul, Korea)에서 30분 동안 휴지시킨 다음 반죽을 4 cm 
× 4 cm의 긴 bar로 성형하고 밀봉하여 냉동고(-20°C, CA-  
C11XZ, LG Electronics, Seoul, Korea)에서 12시간 냉동시

켰다. 이를 꺼내어 4 cm × 4 cm × 0.2 cm 정도로 절단하

여 160°C로 미리 예열된 가스오븐레인지(GOR-4A11C, 
Tongyang Magic Co., Ltd, Seoul, Korea)에서 20분 동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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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쿠키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쿠키를 실온에서 1시간 동

안 냉각한 후 지퍼백(PE, 16.5 × 8.2 cm, SC Johnson Co., 
Ltd, Seoul, Korea) 10개씩 넣어 품질특성을 조사하였다.

4. 쿠키 반죽의 특성(pH, 밀도, 수분함량)

유지 종류를 달리한 쿠키 반죽의 특성으로 pH, 밀도, 수
분함량을 측정하였다(AACC 2000). 반죽의 pH는 반죽 10 
g에 90 mL 증류수를 넣고 homogenizer (ULTRA-TURRAX, 
T25, IKA Labortechnik Co., Staufen, Germany)로 균질한 

후 pH meter(Orion 4 Star, Thermo Scientific, Beverbe, 
M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반죽의 밀도는 50 
mL 메스실린더에 물 40 mL를 넣은 후 5 g 반죽을 넣었

을 때 늘어난 부피와 반죽의 무게로 구하였다. 수분함량

은 각 반죽을 상압건조방법으로 105°C에서 건조하여 정

량하였다.

5. 쿠키의 퍼짐성 지수

쿠키의 퍼짐성 지수는 직경에 대한 두께의 비로 나타

낸 것으로 쿠키의 직경은 장축과 단축의 직경을 측정하

여 평균값을 구하고 두께는 쿠키의 중앙과 가장자리의 

평균값을 구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AACC 2000).

퍼짐성 지수(spread factor)
= [쿠키의 평균 직경(mm)/쿠키 평균 두께(mm)]

6. 쿠키의 색도

쿠키의 색도는 쿠키를 분쇄한 다음 petri dish(10 × 35 
mm)에 10 g씩 넣은 다음 색차계(Color-Eye 3100, Macbeth, 
New Windsor, NY, USA)를 이용하여 L값(명도, lightness), 
a값(적색도, redness) 및 b값(황색도, yellowness)을 3회 측

정한 뒤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된 standard plate
의 L값은 97.06, a값은 -0.05, b값은 0.06이었다.

7. 쿠키의 경도

쿠키의 경도는 texture analyser(TA-XT2, Stable Micro-  
system Ltd., Surrey, UK)를 이용하여 쿠키의 중심부에서 

부러질 때 받는 힘을 측정하였다. 분석조건은 option TA, 
pretest speed 2.0 mm/sec, test speed 0.5 mm/sec, return 
speed 5.0 mm/sec, trigger force(5.0 g), 직경이 4 mm인 

prob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Jung EK와 Joo NM 2010).

8. 쿠키의 관능검사

유지 종류를 달리한 쿠키의 관능검사는 여러 번의 예

비실험을 통해 훈련된 농식품자원부 연구원 20명의 패널 

요원을 대상으로 실험의 목적과 평가항목에 대해 설명한 

다음 기호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은 색(color), 향
(flavor), 경도(hardness), 부드러운 정도(softness), 느끼한 

정도(fatty), 맛(tast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에 대한 특성이었으며, 평가방법은 9점 기호도법(1점: ‘대
단히 나쁘다’, 5점: ‘보통이다’, 9점: ‘대단히 좋다’)으로 

선호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도록 평가하였다. 시료

는 무작위로 조합된 난수표에 의해 숫자로 표시하고 일

회용 접시에 쿠키를 담아 물과 함께 제공되었다.

9. 저장기간에 따른 쿠기의 산가 및 과산화물가

저장기간에 따른 쿠키의 산화안전성 측정은 신속 산패

측정법인 Schaal oven test (Heo YJ 등 2010)에 의해 산패

의 발생 측정 온도인 60°C의 drying oven (RHB-110S, 
Rinnai Seoul, Korea)에서 10일 동안 저장하면서 2일 간격

으로 시료를 꺼내어 산가 및 과산화물가를 측정하였다. 
산가의 측정은 식품공전(KFSC 2012)의 방법을 실험에 맞

게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시료에 ether를 첨가하여 지

방을 추출한 후 1 g을 정확히 취한 다음 ether:ethanol 
(2:1, v/v) 혼합용액 20 mL를 넣어 교반하여 녹였다. 여기

에 1% phenolphthalein 용액 2-3방울을 가한 다음 엷은 홍

색이 30초간 지속 될 때까지 0.1 N KOH-ethanol 용액으

로 적정하였다. 동시에 시료를 가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

으로 공시험을 실시하여 산가를 산출하였다.
과산화물가 측정은 식품공전(KFSC 2012)에 따라 유지 

1 g을 정확히 취한 다음 chloroform 10 mL를 가하여 녹인 

다음 acetic acid 15 mL를 가하여 혼합하였다. 여기에 KI 
포화용액 1 mL를 가한 다음 마개를 닫고 1분 동안 흔들어 

준 후 5분 동안 암소에 방치하였다. 여기에 물 75 mL를 

가하여 마개를 닫고 심하게 흔든 다음 전분용액을 지시약

으로 하여 0.01 N Na2S2O3 용액으로 적정하였다. 용액의 

청남색이 완전히 무색으로 될 때를 종말점으로 하고 동시

에 따로 공시험을 실시하여 과산화물가를 산출하였다.
 

10. 통계처리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은 SPSS package 
program(Statistical package social science, Version 12.0)을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집단 간 유의성을 검정하

였다(p<0.05).

Ⅲ. 결과 및 고찰

1. 쿠키 반죽의 특성(pH, 밀도, 수분함량)

유지의 종류를 달리한 쿠키 반죽의 pH, 밀도 및 수분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반죽

의 pH는 대조군인 버터가 pH 6.55로 가장 높았으며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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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Butter Olive oil Soybean oil Grape seed oil
pH 6.55±0.02a 6.47±0.01b 6.43±0.02b 6.46±0.01b

Density (g/mL) 1.37±0.01a 0.78±0.01c 0.85±0.01b 0.75±0.01c

Moisture content (%) 14.65±0.04a 11.68±0.45b 11.69±0.01b 11.63±0.21b

Values are mean±SD (n=3).
a-c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2. pH, density and moisture content of the batter of iced pumkin paste cookies with different fat and fatty oils

Butter Olive oil Soybean oil Grape seed oil
Spread factor (%) 7.20±0.02a 6.50±0.01c 6.30±0.01d 6.70±0.01b

Values are mean±SD (n=3).
a-d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3. Spread factor of the batter of iced pumkin paste cookies with different fat and fatty oils 

Color value Butter Olive oil Soybean oil Grape seed oil
L 82.61±0.05b 83.25±0.02a 77.65±0.02d 80.63±0.05c

a 1.64±0.01c 1.58±0.04d 6.64±0.08a 5.87±0.04b

b 29.37±0.04c 27.26±0.05d 34.28±0.04b 37.24±0.05a

Values are mean±SD (n=5).
a-d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4. Color value of the iced pumkin paste cookies with different fat and fatty oils

브유, 대두유 및 포도씨유가 각각 pH 6.47, 6.43 및 6.46
으로 나타났다(p<0.05). 이러한 쿠키 반죽의 pH는 완성된 

쿠키의 향과 외관의 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Kang 
NE와 Lee IS 2007) 쿠키 제조 시 첨가 재료에 따라서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pH가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보고

가 있었다(Kim KH 등 2009).
반죽의 밀도를 측정한 결과 버터는 1.37 g/mL로 가장 높

았으며 식물성 유지인 올리브유, 대두유 및 포도씨유는 각

각 0.78, 0.85 및 0.75 g/mL로 나타났다(p<0.05). Koh WB
와 Noh WS (1997)는 쿠키 반죽의 밀도는 낮으면 쿠키가 

딱딱하여 기호도가 감소하고 높으면 쉽게 부서져서 상품성

이 떨어지므로 중요한 품질관리 지표이며, 쿠키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밀가루의 종류, 지방의 종류, 굽는 시

간, 온도 및 반죽의 혼합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죽의 수분함량의 경우 버터는 14.65%로 가

장 높았으며 올리브유가 11.68%, 대두유가 11.69%, 포도씨

유가 11.63%로 나타났다. 이는 버터에는 14.00-18.00% 정
도의 수분을 함유(Yu TJ 등 1998)하고 있는 반면 올리브유, 
대두유 및 포도씨유는 종자를 압착하여 얻은 것으로 수분

함량이 0.01-0.02%로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 쿠키의 퍼짐성 지수

유지의 종류를 달리한 쿠키의 퍼짐성 지수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즉, 버터 쿠키가 7.20%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올리브유 쿠키는 6.50%, 대두유 쿠키는 6.30%, 포
도씨유 쿠키는 6.70%로 유지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쿠키 반죽의 수분함량의 결과와 유

사하게 유지들의 수분함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Yoo SS와 Jeong HC (2011)의 연구에서 유지의 종류

는 다르긴 하지만 버터, 마가린 및 쇼트닝 쿠키의 퍼짐성

을 측정한 결과 수분함량이 높은 버터 쿠키와 마가린 쿠

키는 높은 반면 쇼트닝 쿠키는 낮게 나타났다고 하여 수

분함량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3. 쿠키의 색도

유지의 종류를 달리한 쿠키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의 경

우 올리브유 쿠키가 8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으로 버터 쿠키가 82.61, 포도씨유 쿠키가 80.63, 대두유 

쿠키가 77.65 순으로 나타났다(p<0.05). 적색도를 나타나

는 a값은 대두유 쿠키가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올리

브유 쿠키가 1.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5). 황색도

를 나타내는 b값은 포도씨유 쿠키가 37.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두유 쿠키가 34.28, 버터 쿠키

가 29.37, 올리브유 쿠키가 27.26로 나타났다(p<0.05). 이
는 유지들의 자체의 색에서도 다소 영향을 받았으며 본 

시료는 분쇄하여 사용한 것으로 쿠키의 겉면과 내부의 

색이 혼합되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Yoo S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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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er Olive oil Soybean oil Grape seed oil
Hardness (g/cm2) 637.74±40.43d 664.69±38.04c 697.26±41.05a 670.15±19.03b

Values are mean±SD (n=10).
a-d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5. Textural properties of the iced pumkin paste cookies with different fat and fatty oils 

Sensory characteristics Butter Olive oil Soybean oil Grape seed oil
Color 4.3±1.2c 6.6±1.0b 6.8±0.6a 6.9±0.9a

Flavor 5.0±1.7c 6.3±1.1b 6.6±1.1a 6.6±1.0a

Hardness 5.7±1.8 5.6±1.3 5.6±1.3 5.7±1.2
Softness 5.7±1.9c 6.0±1.2b 5.1±1.6d 6.2±1.1a

Fatty 5.2±1.2c 6.4±1.1b 6.7±1.4a 6.6±1.3a

Taste 5.0±1.6c 6.3±0.9b 6.3±1.4b 6.6±1.3a

Overall acceptability 5.4±1.3d 6.8±1.0b 6.5±0.7c 7.2±0.9a

Values are mean±SD (n=20).
a-d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6. Sensory evaluation of the iced pumkin paste cookies with different fat and fatty oils

Jeong HC (2011)의 연구에서 버터, 마가린, 쇼트닝 등 유

지 종류를 달리한 쿠키의 색은 L, b값이 버터와 마가린 

쿠키가 높은 반면 쇼트닝 쿠키는 낮게 나타난 것은 당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 유지 자체의 색이 버터와 마가린은 

노란색을 띄며 쇼트닝는 엷은 미색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Yang HY 등 (2003)은 대두유와 버터를 첨

가한 스펀지케이크의 색의 차이는 버터 자체의 색에 의

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4. 쿠키의 경도

유지 종류를 달리한 쿠키의 경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두유 쿠키가 697.26으로 

가장 단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포도씨유 

쿠키가 670.15, 올리브유 쿠키가 664.69이었으며 버터 쿠

키가 637.7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Park BH 등(2005)는 

쿠키의 경도는 부재료의 수분함량이 많으면 경도가 낮아

지며 쿠키 제조 직 후 수분이 존재할 때 수분이 증발되면

서 경도가 높아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본 실험의 앞서 수

분 함량 결과에서 버터쿠키의 수분함량이 가장 많았고 

다른 유지보다 버터의 원료 자체에 수분이 더 많기 떄문

에 경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한다.

5. 쿠키의 관능검사

유지종류를 달리한 호박 쿠키의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색의 경우 포도씨유 쿠키가 6.9점으로 가장 선

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버터 쿠키가 4.3점으로 가

장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향미의 경우 

대두유 쿠키와 포도씨유 쿠키가 6.6점으로 동일한 점수로 

가장 높았으며 버터 쿠키가 5.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p<0.05). 앞서 쿠키의 향에 영

향을 주는 반죽의 pH에서는 버터 쿠키를 제외하고는 다

른 유지들 간의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완성된 쿠

키의 관능검사 중 향미에서는 올리브유 쿠키만 반죽의 

pH와 다른 경향으로 올리브유의 향을 다소 부담스러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도와 부드러운 정도의 기호도에서 

경도의 경우 시료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부드

러운 정도는 시료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p<0.05) 
경도와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관능검사 패널 

요원의 경도와 부드러운 정도를 느끼는 정도의 차이에서 

나타난 착오일 것으로 보인다. 기름진 정도에 대한 기호

도에서는 대두유 쿠키가 6.7점, 포도씨유 쿠키가 6.6점으

로 나타났으나 두 시료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다음으로는 올리브유 쿠키가 6.4점으로 

유지에 대한 선호도를 보였으며 버터쿠키가 5.2점으로 다

른 식물성 유지에 비해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p<0.05). 
맛에 대한 기호도는 포도씨유 쿠키가 6.6점으로 가장 선

호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올리브유 쿠키와 포도씨유 

쿠키가 6.3점으로 나타났으며 버터 쿠키의 경우 5.0으로 

가장 선호도가 낮았다(p<0.05). 전체적인 맛과 기름진 맛

에서 식물성 유지를 첨가한 쿠키가 대조구인 버터를 첨

가한 쿠키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기호도

에서는 포도씨유 쿠키가 7.2점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

며 그 다음으로 올리브유 쿠키가 6.8점, 대두유 쿠키가 

6.5점, 버터 쿠키가 5.4점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쿠키 재료 중 버터를 대신하여 건강기능성

에 부합하는 식물성 유지인 올리브유, 대두유, 포도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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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in acid value(AV) of iced pumkin paste cookies

with different fat and fatty oils for during storage at 63oC
●-●: Butter, ■-■: Olive oil, ▲-▲: Soybean oil, ◆-◆: 
Grape seed oil.
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between samples 
from the same store days. (**p<0.01, ***p<0.001) 

Fig. 2. Change in peroxide value (POV) of iced pumkin paste

cookies with different fat and fatty oils during storage

at 63oC
●-●: Butter, ■-■: Olive oil, ▲-▲: Soybean oil, ◆-◆: 
Grape seed oil 
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between samples 
from the same store days. (*p<0.5, **p<0.01, ***p<0.001) 

로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히 포도씨유가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Yoo SS와 Jeong 
HC (2011)는 버터, 마가린, 쇼트닝 등의 유지 종류를 달

리한 쿠키의 관능검사 결과 버터 쿠키, 마가린 쿠키, 쇼
트닝 쿠키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6. 저장기간에 따른 쿠기의 산가 및 과산화물가

유지의 종류를 달리한 쿠키를 제조하여 유지의 산화안

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10일 동안 저장하면서 2일 간격

으로 산가 및 과산화물가를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식품공전(KFSC 2012)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의하면 유탕처리 제품의 과자류는 식물

성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

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를 말

하며, 규격의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으며 산가 2.0 이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산가를 측정한 

결과 저장 0일에는 0.94-0.96이었으며 저장기간이 경과함

에 따라 모든 시료에서 산가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p<0.05). 버터 쿠키가 증가의 폭이 가장 컸으며 포도씨유 

쿠키가 증가의 폭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특히 대조군인 

버터 쿠키의 경우 저장 8일째 2.09 mg/g로 산가 규격인 

2.0 mg/g을 초과하였으나 올리브유 쿠키는 1.90 mg/g, 대
두유 쿠키는 1.99 mg/g, 포도씨유 쿠키는 1.82 mg/g이었

다. 저장 10일째에는 올리브유 쿠키와 대두유 쿠키는 산

가 규격을 초과하였으나 포도씨유 쿠키는 포도씨유가 불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지만 토코페롤 및 카테킨류의 항산

화 성분에 의하여 산패가 억제되었다는 보고(Moon SO 

등 2003)를 미루어보아 본 실험에서도 산화안정에 효과

를 준 것으로 보인다.
과산화물가를 측정한 결과 저장 0일에는 5.58-6.85 

meq/kg이었으나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든 시료에

서 과산화물가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p<0.05) 버터 

쿠키에 비하여 포도씨유 쿠키가 증가의 폭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었다. 저장 4일까지는 모든 시료에서 완

만하게 증가하다가 저장 6일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저장 8일에는 버터 쿠키가 45.09 meq/kg, 올
리브유 쿠키가 34.39 meq/kg, 대두유 쿠키가 43.65 meq/kg, 
포도씨유 쿠키가 28.01 meq/kg으로 시료간의 과산화물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식물성 유지에 들어있는 천연 항산

화력이 쿠키의 저장기간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쿠키의 유지 산화안전성을 측정한 결과 포도씨유 

쿠키 > 올리브유 쿠키 > 대두유 쿠키 > 버터 쿠키 순으

로 산화가 더디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쿠키 제조에 사

용되는 버터를 대신하여 식물성 유지로 대체가 가능하며 

특히 포도씨유가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요 약

소비자의 건강지향적인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기능성 제품 개발에 응용하기 위해 버터, 대두유, 올
리브유, 포도씨유의 유지를 달리하고 호박페이스트 첨가 

냉동쿠키를 제조하여 품질특성을 조사하였다. 쿠키 반죽

의 특성으로 반죽의 pH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인 버터가 

pH 6.55로 가장 높았으며 올리브유, 대두유 및 포도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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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각 pH 6.47, 6.43 및 6.46로 시료 간의 유의적인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죽의 밀도는 버터가 1.37 g/mL
로 가장 높았고 수분함량은 버터가 14.65%로 가장 낮았

으며 올리브유, 대두유, 포도씨유의 수분함량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쿠키의 퍼짐성을 측정한 결과 버터 쿠키가 

가장 높았고 대두유 쿠키가 가장 낮았다. 쿠키의 색도의 

경우 L값은 올리브유 쿠키, a값은 대두유 쿠키, b값은 포

도씨유 쿠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쿠키의 경도는 대두

유 쿠키가 698.26으로 가장 높았으며 버터 쿠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쿠키의 관능적 기호도 평가에서 모든 평

가항목에서 포도씨유 쿠키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쿠키의 산화안정성으로 산가와 과산화물가를 측정

한 결과 저장기간이 지날수록 식물성 유지가 버터보다 

낮은 산가를 나타내어 산화억제 효과를 보였다. 과산화물

가는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든 시료에서 증가하였

으며 버터 쿠키에 비해 포도씨유 쿠키가 증가의 폭이 가

장 적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쿠키 재료 중 버

터를 대신하여 식물성 유지인 올리브유, 대두유, 포도씨

유 모두 대체 이용 가능하며 특히 건강기능성에 부합하

고 산화안정성으로 효과적인 포도씨유 쿠키가 좋을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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