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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hen we reflect the preference of consumers who wish to receive their health through natural materials, and whose purpose 

is to receive good quality and good tasting cookies made from ginger. After 0%, 2%, 4%, 6%, 8% of flour was replaced by ginger 

powder for making cook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quality characteristics and QDA was completed. Adding ginger powder caused a 

decrease in the density of the cookie dough, moisture content, loss rate and leavening rate of cookie (p<0.05), but the hardness of the 

ginger cookie increased. As a result of the description analysis of adding ginger powder, adding ginger powder increases, cookie color, 

crispiness, acid taste, flavor, and an after taste, but not the sweetness of the cookie. In terms of cookie color, crispiness, taste, flavor and 

overall acceptability, adding 4% ginger powder received high reviews. Also as a result of measuring DPPH radical elimination, ginger 

powder shows to have good antioxidant activity. So their anti-cancer activity is better than cookies without ginger powder. Therefore, 

we expect that we can fulfill the overall accep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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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생강(Zingiber officinale Rosecoe)은 열대 아시아가 원산

지인 다년생 초본식물이다. 근경 특유의 맛과 향기로 인

해 기호성이 높은 향신료 중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Kim JS 등 1991).

생강의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은 인도이며, 말레이시

아, 중국, 대만, 타이,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호주, 일본 

등에서도 생산되고 있다(Kim EK 2009). 우리나라에서는 

충남 서산·당진 지역이 최대 주산지로 전국 생산량의 

63%를 차지하고, 전북 완주·익산지역이 약 33%를 생산

하고 있다(Jeong MC 등 1998).

생강은 10-11월에 수확하여 12~15°C, 상대습도 65~  

75%에서 저장하며 연중 유통된다. 생강의 향기 성분은 

101종으로, 국내산 정유(essential oil)의 수율은 0.32%이

며, 외국산 생강보다 세스퀴터르펜 탄화수소(sesquiterpene 

hydrocarbon)함량이 높은 편이다(Rural Development Admin-  

stration 2005). 생강은 모노테르펜(monoterpene), 세스퀴테

르펜(sesquiterpene)과 같은 방향물질의 다량 함유로 특

유의 맛과 향기를 나타내고, 생강 특유의 자극적인 맛을 

느끼게 하는 진저롤(gingerol), 쇼가올(shogaol) 등이 많이 

들어있어 여러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Chung YK 등 

2012). 생생강(fresh ginger, green ginger), 건생강(preserved 

ginger, dried ginger), 생강의 정유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 등이 식용, 화장

품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다(Kim JS 등 1991, Kim 

ML 등 2001).

서구에서는 소프트드링크인 콜라나 맥주 등의 향 원료, 

소시지와 햄에 넣는 향신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도 등

지에서는 카레 등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예로부터 김치 속의 양념류, 젓갈류, 생강주, 생

강차, 생강과자, 편강 등의 주․부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약리적 효능 때문에 한약재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Chung YK 등 2012).

생강은 항산화작용, 항균작용, 피부질환 및 피부노화 

억제 등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한국산 생강의 휘발성 향기성분(Kim JS 등 1991), 

생강으로부터 6-Gingerol의 분리 및 항산화 활성(Lee BS 

등 2006), 건생강에 함유된 키랄성 향기성분의 이성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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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s (g)
Ginger powder contents (%)

0 2 4 6 8

Wheat flour 100 98 96 94 92

Ginger powder 0 2 4 6 8

Black sugar 50 50 50 50 50

Butter 50 50 50 50 50

Egg 20 20 20 20 20

Baking powder 2 2 2 2 2

Table 1. Formula of cookie with different amount of ginger 

powder

조성 분석(Seo HY 등 2006), 생강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Kim EJ & Ahn MS 1993), 천연 생강 추출물의 약리학적 

특성 및 분석(Sung KC 2010) 등의 향미성분 추출생산 방

법과 생강의 항균성과 항산화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생강을 이용한 조리과학적 연구로는 생강

분말을 첨가한 파운드케이크(Chung YK 등 2012), 생강가

루 첨가 찹쌀머핀(Joo NM & Lee SM 2011), 생강가루 첨

가량에 따른 양갱(Han EJ & Kim JM 2011) 등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Chun YG & Chung HY(2011)는 건생강의 

자극적인 향과 맛을 개선하기 위해 발효 생강을 이용할 

경우 기호도가 1.52/5.00에서 3.44로, 맛이 1.83에서 3.33

으로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생강이 생생강이나 양념 다대기 형태로 

이용되고 있어 생강 소비에 한계가 있다(Jung BM 등 

2013). 생강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편의제품 선호도 조

사 연구에서도 편의성을 향상시킨 제품에 소비자의 선호

도가 높았다(Shin DH 1994). 이처럼 생강에 대한 연구는 

실생활에서의 활용 빈도보다 아직은 제한적이고, 생강을 

이용한 쿠키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생강의 

우수한 약리효과를 알리고 생강의 다양한 조리법 개발 

및 생강을 이용한 건강기능성 식품의 제조와 생강의 다

양한 가공 방법을 통한 기호도 증진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쿠키는 저장성과 맛이 뛰어나며, 간식으로 손쉽게 이용

되는데,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맞춰 다양한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부재료를 첨가한 쿠키가 

이용되고 있다(Shim EA 등 2012). 식품첨가물의 역할은 

식품의 기호성이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Foodnara 

2014), 최근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은 맛, 색, 

그리고 향기와 같은 관능적 특성 못지않게 식품의 기능

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Kim KH 2009). 더불

어 제과·제빵 분야에서도 빵이나 쿠키, 케이크 등 비교적 

다른 식품소재를 첨가하기 쉬운 것들을 이용하여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공급하려는 추세이다(Go NH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생강 간식의 

제품 개발을 위하여 산지 농협에서 로컬푸드 가공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생강가루를 이용하여 생강쿠키를 제조하

고, 그 품질 특성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실험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생강가루는 2014년도에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 농협에서 생산한 제품(BongdongNonghyup, 

Bongdong-Gun, Korea)을 사용하였다. 부재료로는 박력분

(CJ Cheiljedang Co., Ltd., Seoul, Korea), 가염버터(Seoul-  

milk Co., Ltd., Seoul, Korea), 베이킹파우더(Samjinfoods, 

Seongju Korea), 달걀(Pulmuone Co., Ltd., Eumseong, 

Korea), 흑설탕(CJ Cheiljedang Co., Ltd.,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

2. 쿠키의 제조

쿠키의 제조는 Ju SM & Hong KW(2011)의 방법을 변

형시켜 적용하였다. 예비실험결과 생강가루 비율을 0%, 

1%, 2%, 3%, 4%로 제조한 경우에는 대조구과 실험구간

의 차이가 미미하였고, 10% 이상의 첨가에서는 생강 특

유의 매운맛과 강한 향으로 인해 실험에 부적합하였다. 

백설탕(white sugar, 白雪糖, CJ Cheiljedang Co., Ltd., 

Seoul, Korea), 황설탕(brown sugar, 黃雪糖, CJ Cheiljedang 

Co., Ltd., Seoul, Korea), 흑설탕(black sugar, 黑雪糖, CJ 

Cheiljedang Co., Ltd., Seoul, Korea), 슈가파우더(sugar 

powder, Shinkwang Food Co., Ltd., Gimhae, Korea), 꿀

(honey, CJ Cheiljedang Co., Ltd., Seoul, Korea), 메이플시

럽(maple syrup, CJ Cheiljedang Co., Ltd., Seoul, Korea) 

등으로 당의 종류와 첨가량을 달리하여 쿠키를 제조한 

경우에는 흑설탕을 첨가하였을 경우 생강가루 첨가 대조

군에서 맛과 풍미가 더해졌다. 예비실험에서 서양의 진저

쿠키(ginger cookie)에 들어가는 계피(cinnamon), 넛메그

(nutmeg), 클로브(clove) 등의 향신료를 첨가했을 때는 관

능검사요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향과 맛으로 인해 시료

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제외시켰

다. 모든 시료는 수차례의 실험과 숙련된 기술에 의해 제

조하였다. 생강가루를 첨가하지 않은 쿠키를 대조구로 하

고, 실험구는 대조구의 재료에 밀가루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들의 첨가량은 모두 고정하였다. 생강가루의 비율

(w/w)은 0%, 2%, 4%, 6%, 8%로 달리 제조하였다. 재료 

배합비는 Table 1과 같고, 크림법(AACC 1983)으로 제조

하였다. 반죽 제조와 굽기 온도·시간은 모든 시료가 동일

한 조건에서 실시하였고, 쿠키제조 방법은 Fig. 1과 같다. 

버터는 실온에 두어 부드럽게 한 후 반죽기(Modie K588, 

Kitchen Aid Co., Joseph, MI, USA)를 이용하여 3단에서 

2분간 돌려 크림화 하였다. 흑설탕을 3회에 걸쳐 넣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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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er bench time (18-20°C, 40 min)

↓

Creaming butter

↓

Mixing butter, Black sugar (4 min)

↓

Mixing eggs three times (3 min)

↓

Mixing wheat flour, Baking powder 

and Ginger powder (0%, 2%, 4%, 6%, 8%)

↓ sieving with 35 mesh 

Bench time (1 hr at 4°C) 

↓

Sheeting (thickness : 5 mm, diameter : 30 mm)

↓

Baking in oven (180/150°C, 10-12 min)

↓

Cooling (after 1 hr)

↓

Packaging

Fig. 1. Flow chart for preparation of cookie with different amount

of ginger powder.

단으로 4분간 믹싱하고, 달걀을 넣고 4단으로 3분간 크림

화하여 반죽을 균일하게 만든 후 밀가루와 생강가루를 

표준망체(Test Sieve 35(500 μm), Cheonggye Industrial 

Mfg., Co., Seoul, Korea)에 3회에 걸쳐 통과시킨 후 1단으

로 10초간 혼합하였다. 이를 4°C의 냉장실(UDS-45RFA, 

Unigue Daesung Co., Ltd, Seoul, Korea)에서 1시간 동안 

휴지시킨 후 꺼내어 반죽을 0.5 cm 두께로 밀대로 밀고, 

직경 3 cm 원형 쿠키틀로 찍어 오븐용 철판에 3 cm의 간

격을 두고 배치하였다. 윗불 180°C, 밑불 150°C로 예열된 

오븐(FDO-7102, Daeyung Bakery Machinery Ind, Co., 

Ltd, Seoul, Korea)에서 10~12분간 구웠다. 구워진 쿠키는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냉각한 후 지퍼백에 담아 상온에서 

보관하고, 24시간 후 물리적 검사와 이화학적 검사, 관능

검사를 실시하였다.

3. 생강쿠키 반죽의 밀도 및 pH 측정

쿠키 반죽의 밀도는 50 mL 메스실린더에 증류수 30 

mL를 넣은 후 반죽 5 g을 넣었을 때 늘어난 부피를 측

정하여 반죽의 부피에 대한 무게의 비(g/mL)로 계산하였

다. 쿠키 반죽의 pH는 반죽 5 g에 증류수 45 mL를 넣고, 

stomacher lab blender(Bagmixer, Interscience, Saint Nom, 

France)로 speed 4에서 2분간 균질화 시킨 후, 시료를 

4,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Gyro 406G, Gyrozen Co., 

Ltd, Incheon, Korea) 후 상층액만을 취해 pH meter(Docu-  

pH meter, Sartorius, Goettingen, Germany)로 상온에서 측

정하였다. 반죽의 밀도와 pH는 각각 총 3회씩 반복 측정

하였다.

Density (g/mL) =
Dough weight (g) 

Dough volume (mL)

4. 생강쿠키의 수분함량 측정

생강가루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쿠키의 수분함

량은 쿠키를 구운 후 1시간 동안 상온의 데시케이터

(Labotec, Seoul, Korea) 속에서 방냉하였다. 방냉한 쿠키

는 지퍼백에 담아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였다. 24시간 

후 쿠키를 stomacher lab blender(Interscience)로 speed 4에

서 1분씩 3회를 반복하여 균질화한 분말 5 g을 채취하여 

수분측정기(MA35, Sartorius AG., Goettingen,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나

타내었다.

5. 생강쿠키의 퍼짐성, 손실률, 팽창률 측정

쿠키의 퍼짐성(spread factor)은 직경에 대한 두께의 

비로 나타낸 것으로 AACC method 10-50D(1983)의 방

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

였다.

구워낸 쿠키는 실온에서 1시간 냉각한 후 직경과 두께

를 mm단위로 측정하였다. 쿠키의 직경은 vernier caliper  

(H530-30S, HANCO, Qingdao, China)를 사용하여 쿠키 6

개를 가로로 정렬한 후 그 전체 길이를 측정하고, 다시 

각각의 쿠키를 90°C로 회전시켜 같은 방법으로 길이를 

측정하여 각각 6으로 나누어 쿠키 1개 평균값을 계산하

였다. 두께는 6개의 쿠키를 수직으로 쌓아올려 높이를 측

정하고, 순서를 바꾸어 다시 쌓아올려 높이를 측정해 얻

은 수치를 6으로 나누어 쿠키 1개의 평균값을 얻었다. 3

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 직경과 두께 값을 구하였다.

팽창율(leavening rate)과 손실율(loss rate)은 쿠키의 굽

기 전과 구운 후, 대조군 및 실험군의 중량을 각각 측정

하여 그 차이에 대한 비율로 산출하였고, 각각 총 3회 반

복 측정하였다.

Spread factor

=
Average width of 6 cookies (mm/ea) 

×100
Average thickness of 6 cookies (m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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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 rate (%)

=
Dough weight (g) - Cookie weight (g)

×100
Dough weight (g)

Leavening rate (%)

=

Experimental dough weight (g) 

- Experimental cookie weight (g)
×100

 Weight of control dough (g) 

- Weight of control cookie (g) 

6. 생강쿠키의 색도 측정

생강쿠키의 색도는 색차계(CM-5, Minolta Co., Osaka, 

Japan)를 이용하여 L값(명도, lightness), a값(적색도, redness)

와 b값(황색도, yellowness)을 측정하였다. 사용한 표준 백

색판(standard plate)의 값은 L=96.50, a=-0.11, b=-0.33이었

다. 각각 총 3회 반복 실험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7. 생강쿠키의 경도

생강쿠키의 경도(hardness)는 texture analyzer(TAXT 

Express-Enhanced, Stable Microsystems Ltd., Godalming, 

England)로 측정하였다. 실험조건은 pro-test speed 5.0 

mm/s, test speed 1.0 mm/sec, post-test speed 10.0 mm/s, 

test force 100.0 g, distance 50% 측정 후 얻어진 force 

distance curve로부터 경도를 측정하였다. 각 실험은 총 3

회 반복 실험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8. 생강쿠키의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생강쿠키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nis 

phenol metho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Kim MJ 등 2014). 

즉 Folin-Ciocalteu reagent가 추출물의 폴리페놀성 화합물

에 의해 환원된 결과, 몰리브덴 청색으로 발색하는 것을 

원리로 하였다. 생강쿠키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측정

에서는 생강가루의 첨가를 달리하여 제조한 쿠키를 분쇄

하여 분말화한 후 10 g에 95% ethanol(Ethanol, Anhydrous, 

Denatured(SDA Formula 3A), J.T.Baker Ltd., Phillipsburg, 

NJ, USA) 100 mL를 가하고, 진탕기(MMV-1000W, EYELA, 

Tokyo Rikakikal Co., Ltd, Tokyo, Japan)에서 270 rpm으

로 30분간 진탕하여 추출한 후 원심분리기(MF-600Plus, 

Hanil Science lndustrial Co., Ltd, lncheon, Korea)에서 

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qualitative 

filter paper No. 2(Φ110 mm, Advantec Toyo Kaisha, Ltd., 

Tokyo, Japan)로 여과하여 불순물을 제거시킨 후 여과액

은 감압농축기(SB-1100, EYELA, Tokyo Rikakikal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40°C에서 감압농축하였으

며 최종적으로 ethanol을 사용하여 50 mL로 정용하여 냉

장보관(Unigue Daesung Co., Ltd.)하며 시료액으로 사용

하였다.

시료액 100 μL에 2% sodium carbonate(Na2CO3,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Anyang, Korea) 2 mL를 가한 뒤 

50% Folin-Ciocalteu reagent(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100 μL를 넣고 30초간 vortex mixer(KMC-  

1300V, Vision Scientific Co., Ltd., Bucheon, Korea)를 이

용하여 섞어준 뒤 30분간 암소에 방치 한 후 분광광도계

(OPIZEN. 2120UV, Mecasys Co., Ltd, Daejeon, Korea)를 

사용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표준물

질로 tannic acid(Yakuri Pure Chem Co., Kyoto, Japan)를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고 총 폴리페놀 함량은 시료 

100 g 중의 mg tannic acid equivalent(mg TAE/100 g)로 

나타내었다. 실험은 3회 반복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9. 생강쿠키의 DPPH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

쿠키의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Osaka, Japan) free radical 소

거능은 대조군과 생강 첨가군들 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하였다. 항산화 활성은 Lee YS 등(2007)의 방법에 따라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

였다.

에탄올로 용해시킨 2.0×10
-4

 M DPPH 용액 1 mL에 시

료를 각각 1 mL씩 첨가하여 최종 반응용액이 2 mL가 되

도록 첨가한 후 vortex mixer(Vision Scientific Co.)로 10

초간 진탕하고 상온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분광광

도계(Mecasys Co.)를 사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은 시료 첨가기구의 

흡광도인 대조구 흡광도의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3회 반

복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각 시료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DSA)

DSA (%) =
Blank absorbance - Sample absorbance

×100
Blank absorbance

10. 생강쿠키의 정량적 묘사분석 검사

전주대학교에서 조리를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중 관능

평가 경험이 있는 30명을 대상으로 삼점 차이검사를 이

용하여 18명의 묘사분석 패널을 구성하였다. 18명의 패널

은 1주일에 1회씩 약 2개월간 평균 1회 1시간 정도 훈련

이 계속되었다.

패널들은 제시된 시료들을 맛보면서 시료의 관능적 특

성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각 묘사용어가 묘사하는 특성

에 해당하는 표준 시료를 델로스(CheongWoo Food Co., 

Ltd., Seoul, Korea)로 선정하였다. 정해진 항목들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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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Ratio of ginger powder (%)

Control 2 4 6 8

Density (g/mL) 1.41±0.21
a1)

1.36±0.30
b

1.33±0.16
bc

1.32±0.13
c

1.30±0.21
c

pH  6.85±0.05
d

6.94±0.14
c

6.97±0.11
bc

7.03±0.02
b

7.12±0.02
a

1) 
Mean±SD

a-d 
Superscript letters in a row indicate significance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Density and pH of cookie dough with different amount of ginger powder

(color), 바삭한 정도(crispiness), 단맛(sweetness), 아린맛

(acrid taste), 풍미(flavor), 후미(aftertaste) 순이었다. 색

(color)은 눈으로 봤을 때 쿠키의 색이 얼마나 진한지를 

DIC Color Guide를 통해 정하고, 바삭한 정도(crispiness)

는 앞니로 씹었다가 뗄 때 느껴지는 강도를 정하고, 단맛

(sweetness)은 입안에서 느껴지는 단맛이 얼마나 강한지

를 정하고, 아린맛(acrid taste)은 씹고 넘긴 후 목에서 느

껴지는 아린 맛이 얼마나 강한지를 정하고, 풍미(flavor)

는 입안에서 5회 씹어서 코로 내보냈을 때 코에서 느껴

지는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정하고, 후미(aftertaste)는 쿠

키를 씹고 넘긴 후에 목에서 느껴지는 맛이 남는 게 얼마

나 강한지를 정하였다. 객관적이며 효과적으로 맛보기 위

해 특성 평가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하

였으며, 모든 패널들이 같은 척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

련하였다.

특성 평가를 위해 난수표에서 추출한 3자리 숫자를 표

시하였고, 모든 시료는 동시에 무작위로 제공하였다. 쿠

키의 관능적 특성 평가는 정량적 묘사분석 방법을 사용

하였다. 평가 시에는 일정한 크기의 쿠키를 흰색 폴리에

틸렌 1회용 접시에 담아 제공하였으며 제시된 한 시료에 

대하여 1가지의 관능적 특성을 평가하게 하였다. 1개의 

시료를 먹고 난 다음에는 입안의 잔여감을 없애고, 혀의 

둔화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수로 한번 이상 입 헹

굼을 하여 이전의 시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시

료 평가 시에는 1분의 간격을 두었으며, 평가는 백색 형

광등을 켜고 3회 반복 실시하였다.

각 평가에 소용되는 시간은 약 30분이었고, 패널들에게 

평가 1시간 전부터 물 이외의 음료나 음식물 섭취, 구강 

세척제 등의 사용을 피하도록 하였다. 평가방법은 15 cm 

선의 양쪽 끝 0.5 cm 들어온 곳에 정박점을 표시한 15 

cm line척도를 이용하여(1=weak; 15=strong) 평가하였다.

11. 생강쿠키의 소비자 기호도 조사

소비자 기호도 평가는 전주대학교에서 조리를 전공하

고 있는 학부생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소비자 기호도 

평가를 위하여 흰색 폴리에틸렌 1회용 접시에 각 항목당 

시료 5개를 담아 정수와 함께 제시하였다. 실험의 목적과 

주의사항 및 기호도 검사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평가 시에는 제시된 한 시료에 대하여 5가지의 관능적 

특성을 순서대로 모두 평가하게 하였다. 입안의 잔여감

을 없애고, 혀의 둔화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 시료 

평가 후에는 정수로 한번 이상 입 헹굼을 하여, 전 시료

의 특성이 다음 시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각 시료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난수표에서 추출한 

세 자리 숫자를 표시하고, 랜덤하게 제시하였으며, 7점 

척도법(1=매우 싫다; 7=매우 좋다)을 사용하여 평가하였

다. 소비자 기호도 설문 평가 항목은 색(color), 바삭한 

정도(crispiness), 맛(taste), 풍미(flavor), 전반적인 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이다.

12.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SPSS version 20.0(Statistical Package for 

Soc. Sci.,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각 시

료간의 유의성 검정은 분산분석(ANOVA)과 p<0.05 수준

에서 Duncan의 다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법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기계측정과 관능검사간의 

상관 분석은 상관계수산출(correlation coefficient)법으로 

검증하였다.

Ⅲ. 실험 결과 및 고찰

1. 생강쿠키 반죽의 밀도 및 pH 

생강가루 첨가량을 2-8% 달리하여 제조한 쿠키의 반죽 

밀도 및 pH 측정결과는 Table 2와 같다. 생강가루를 첨가

한 쿠키 반죽의 밀도는 대조구가 1.41 g/mL, 실험구 2~  

8%는 1.36~1.30 g/mL로, 생강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반죽의 밀도가 감소하였다. 대조구와 실험구간의 유의차

이가 있었고(p<0.05), 실험구 4-8% 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죽의 밀도는 반죽의 팽창정도를 나타내며, 쿠키의 품

질 관리에 있어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밀가루의 종

류, 흡수율, 지방의 종류와 사용량, 반죽의 혼합방법과 시

간, 팽창제의 종류와 사용량 등이 반죽의 밀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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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sture content

Ratio of ginger powder (%)

Control 2 4 6 8

3.13±0.10
a1)

3.02±0.15
b

2.90±0.05
c

2.77±0.02
d

2.66±0.04
e

1) 
Mean±SD

a-e 
Superscript letters in a row indicate significance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Moisture content of cookie with different amount of ginger powder

미치고(Koh WB & Noh WS 1997), 쿠키를 굽는 시간, 반

죽 혼합 방법 및 시간 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Kang HJ 

등 2009). 쿠키의 밀도는 완성된 쿠키의 향과 색깔에 영

향을 미치는데, 밀도가 낮으면 딱딱해져 기호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밀도가 높은 경우 쉽게 부스러질 수 있

다(Lee MH & Oh MS 2006, Moon YJ & Jang SA 2011). 

비스킷, 쿠키나 크래커 등에 사용되는 밀의 경도도 영향

을 미치는데, 이는 최종제품의 조직이 조밀하기 때문이다

(Kim HI & Ha YD 1991).

본 연구 결과 대조구와 실험구와의 밀도 차는 생강가

루의 첨가 비율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생강가루의 첨가

가 단백질 함량의 감소를 가져와 반죽의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쿠키 제조 시 밀가루보다 단백

질 함량이 적은 첨가물을 넣을 경우, 상대적으로 대조구

에 비해 반죽의 신장도가 감소되고, 이로 인해 반죽의 밀

도가 낮아진다는 보고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Lee MH 

& Oh MS 2006). 검은비늘버섯 분말(Kim JW 등 2013)과 

다시마 분말첨가(Cho HS 등 2006) 쿠키, 양송이버섯을 

첨가한 쿠키(Lee JS & Jeong SS 2009), 단호박 분말(Park 

ID 2012)에서도 각 주재료의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쿠키 

반죽의 밀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과 같은 경

향을 보였다.

쿠키 반죽의 pH는 대조구가 6.85, 생강가루 2-8% 첨가 

실험구가 6.94~7.12로 생강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는 유의적으로 높아졌다(p<0.05). 대조구와 실험구 2%

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p<0.05), 실험구 2-6% 실험구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쿠키 반죽의 pH는 첨가하는 부재료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고 보고되어 있다(Shin JH 등 2007). 반죽의 pH는 완

성된 쿠키의 향과 외관, 색도에 영향을 미치며, pH가 높

을수록 갈색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Cho HS 

등 2006). pH 7 이하의 쿠키 반죽에서 헥소스(hexose)는 

에놀화(enolization)에 의해 hydroxymethyfurfural이 형성되

고, 이 물질이 아미노기(amino group)와 결합하여 멜라노

이딘(melanoidin), 다른 갈색 복합체 및 향 성분을 형성한

다고 하였다(Martins S.I.F.S 등 2001).

생강가루와 밀가루에 대한 pH를 측정한 결과, 생강은 

pH 6.02, 밀가루는 pH 5.80으로 생강가루의 pH가 밀가루

의 pH보다 높은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생강가루 첨가 

쿠키는 생강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가 영향을 

받아 증가한 것으로 보여 진다. Choi HY 등(2009)의 연

구에서도 들깻잎 분말의 pH가 밀가루의 pH보다 높았기 

때문에 들깻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쿠키 반죽의 

pH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생강을 첨가한 사과잼

(Lee SM 2014), 야콘잎 분말첨가 쿠키(Shim EA 등 

2012)에서도 pH가 높은 부재료의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pH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경향

을 보였다.

2. 생강쿠키의 수분함량

생강가루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쿠키의 수분함량

은 Table 3과 같다. 대조구가 3.13, 2-8% 실험구는 3.02~  

2.66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은 감소하였다. 대

조구와 2%, 4%, 6%, 8% 실험구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

었다(p<0.05).

본 실험에 사용한 밀가루의 수분함량은 13.27%, 생강

가루의 수분함량은 6.32%로 생강가루의 수분함량이 밀가

루의 수분함량보다 적어 생강가루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수분함량이 낮아졌고, 생강가루의 첨가로 인한 식

이섬유의 증가와 반죽의 수분 결합능력이 떨어져 쿠키의 

수분함량이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부재료로 첨가한 섬

유소가 반죽의 수분 흡수율을 증가시켜 당의 용해성과 

보습성이 낮아져 반죽의 건조도가 높아진다(Hong YJ 

2012).

Lee SM(2014)의 생강을 첨가한 사과잼 연구에서도 생

강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분함량이 유의적으로 감

소하였다. 미강분말 첨가 쿠키(Jang KH 등 2010), 강황 

분말 첨가 쿠키(Choi YS 등 2011)와 강력분에 인삼분말

을 첨가한 호박쿠키(Kim HY & Park JH 2006)의 연구에

서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 유의적으로 감

소하였다. 감과피 분말 첨가 쿠키 연구에서도 감과피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Lim HS & Cha GH 2014). 

3. 생강쿠키의 퍼짐성, 손실률, 팽창률

생강가루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쿠키의 퍼짐성, 팽

창률, 손실률은 Table 4와 같다. 모두 생강가루의 첨가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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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Ratio of ginger powder (%)

Control 2 4 6 8

Spread factor 7.66±0.12
a1)

7.10±0.01
b

7.04±0.01
c

6.95±0.11
d

6.87±0.02
e

Loss rate (%) 6.42±1.03
a

6.11±0.61
a

4.74±0.50
b

4.34±0.92
b

4.13±1.00
b

Leavening rate (%) 100±0.00
a

92.57±0.15
b

72.75±0.08
c

66.39±0.09
d 

63.11±0.07
e

1) 
Mean±SD

a-c 
Superscript letters in a row indicate significance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Spread factor, loss rate and leavening rate of cookies with different amount of ginger powder

많아질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생강쿠키의 퍼짐성은 대조구가 7.66, 2~8% 실험구가 

7.10~6.87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p<0.05). 퍼짐성은 재료들을 반죽하고 성형한 후, 오븐에

서 굽는 과정에서 쿠키의 반죽이 밀려 퍼지면서 두께가 

감소하고 직경이 커지는 현상으로, 쿠키의 품질요인에 매

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Hong YJ 2012.). 이는 반죽의 

단백질 함량, 설탕과 버터의 함량, 수분함량 및 반죽의 

점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Choi HY 2009). 반죽이 열에 

의해 가열되기 시작하면 중력적인 유동성에 의해 팽창하

기 시작하여 반죽 내 단백질인 글루텐의 유리전이(glass 

transition)로 연속적 상태가 되어 반죽의 유동이 중단될 

때까지 일어나는데 중력이 일정하므로 반죽의 점성에 의

해 퍼짐성이 조절되게 된다(Cho HS 등 2006). 그러므로 

쿠키 반죽에 부재료를 첨가할 경우 그 재료의 이화학적 

특성이 쿠키의 퍼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생강가루 2~8% 첨가 실험구의 퍼짐성 

감소는 첨가 비율의 증가로 인해 반죽 형성에 소요되는 

수분 함량, 반죽의 pH, 반죽 내 식이섬유소 함량 증가 등

으로 대조군에 비해 낮아짐으로써 반죽의 유동성과 팽창

작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식이섬유가 함유되

어 있는 재료는 쿠키의 제조 과정에서 글루텐의 망상조

직을 형성하여 퍼짐성이 감소한다(Gorczyca CG & Zabik 

ME 1979). Park BH 등(2005)의 구기자 분말을 첨가한 쿠

키 연구와 Hwang SH(2010)의 당근 분말을 첨가할수록 

퍼짐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이 당근의 식이섬유소가 

수분을 많이 흡수하여 쿠키의 퍼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식이섬유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재료를 넣

었을 때 퍼짐성이 적게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솔잎 첨가 쿠키의 경우 반죽의 섬유소 함량

이 증가함에 따라 수분흡수율이 높아져 퍼짐성이 낮아졌

다고 보고되어 있다(Choi HY 2009). 생강쿠키도 대조군

에 비해 실험구에 생강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밀가루

의 양은 줄어들어서 퍼짐성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손실률은 대조구가 6.42, 2~8% 실험구가 6.11~4.13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대조구와 2% 실험구, 

4-8% 실험구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생강가루 첨

가량이 많아질수록 쿠키 속 생강의 섬유소가 쿠키 반죽

의 수분 흡수율을 높여 손실률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

된다. 고구마 잎 분말 첨가 쿠키(Go NH 2014), 들깻잎 

분말 쿠키(Choi HY 등 2009), 부추분말 첨가 쿠키(Lim 

EJ 등 2009), 새송이 버섯 분말을 첨가한 쿠키(Kim YJ 

등 2010), 블루베리분말을 첨가한 쿠키(Ji JR & Yoo SS 

2010), 감과피 분말 첨가 쿠키(Lim HS & Cha GH 2014)

도 첨가물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손실률이 감소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팽창률은 2~8% 실험구가 92.57~63.11로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감소하였다. 대조구와 모든 실험구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생강쿠키의 팽창률 감소는 생강

가루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밀가루의 양이 감소되고, 단

백질 함량의 감소의 영향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생강

가루 내의 식이섬유소가 반죽의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에 

필요한 수분이 부족하여 팽창률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

다. Choi HY(2009)의 솔잎 첨가 쿠키 연구와 흑미 미강 

쿠키(Joo SY & Choi HY 2012a), 부추 분말 첨가 쿠키

(Lim EJ 등 2009)에서도 첨가량 증가에 따라 팽창률이 

감소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4. 생강쿠키의 색도

생강가루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쿠키는 Fig. 2와 

같고, 생강가루를 첨가한 쿠키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쿠키의 명도(L value)를 나타내는 L값은 대조구가 60.00, 

2~8%, 실험구가 59.32~55.12으로 8% 실험구가 가장 낮은 

명도를 나타내어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가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p<0.05). 이는 생강가루의 명도가 낮아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명도(L value)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Han EJ(2012)의 생강즙을 첨가한 머핀 연구, Lee SM(2014)

의 생강을 첨가한 사과잼 연구와 Kim EK(2009)의 국내

산 생강분말을 첨가한 소맥분의 레올리지 특성과 제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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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2%  4%  6% 8%

Fig. 2. Photograph of cookie with different amount of ginger powder.

Control: Cookie with no ginger powder

2%: Cookie with 2% added ginger powder

4%: Cookie with 4% added ginger powder

6%: Cookie with 6% added ginger powder

8%: Cookie with 8% added ginger powder

Ratio of ginger powder (%)

Control 2 4 6 8

L 60.00±0.18
a1)

59.32±0.91
b

58.30±0.64
b

56.47±0.53
c

55.12±0.41
d

a  8.69±0.29
e

 9.89±0.68
d

10.57±0.32
c

11.51±0.14
b

11.59±0.24
a

b 28.24±0.49
d

29.29±1.43
c

29.39±0.10
b

 29.42±1.48
ab

30.34±0.64
a

1) 
Mean±SD

a-e 
Superscriptive letters in a row indicate significance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L-value: Black = 0, White = 100

a-value: Red = 0 to 100, Green = 0 to -80

b-value: Yellow = 0 to 70, Blue = 0 to -70

Table 5. Color value of cookies with different amount of ginger powder

적성에 관한 연구에서 생강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가 떨어졌다. 이는 생강분말의 명도가 낮은 것이 주

요 원인이지만, 또한 생강분말 첨가량이 많아지면 반죽의 

안정도가 떨어지고 식빵의 기공이 거칠게 되어 빛의 반

사가 충분하지 못해 명도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Jung EK & Joo NM(2010)의 표고버섯 분말 첨가 쿠키, 

Shin DS 등(2011)의 감과피 분말 첨가 식빵은 감과피를 

4%, 6%, 8% 첨가함에 따라 각각 75.89, 71.48, 69.91로 

미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색이 어두워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해 본 실험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색의 붉은 정도를 나타내는 적색도(a value)는 대조구

가 8.69으로 가장 낮았고, 생강가루 8% 첨가 실험구가 

11.59로 가장 높게 나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 차

이가 있었다(p<0.05). Kim EK(2009)의 국내산 생강분말

을 첨가한 소맥분의 레올리지 특성과 제빵 적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생강분말이 증가할수록 a값이 증가하였고, 

Choi YS 등(2011)의 강황 분말 첨가도 적색도 값이 증가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Lim EJ(2008)의 

파래 첨가 쿠키에서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적색도가 감

소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부재료의 색

소 성분에 의한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황색도(b value)는 대조구가 28.24, 6%와 8% 실험구에

서 각각 29.42와 30.34의 값으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p<0.05). Kim EK(2009)의 국

내산 생강분말을 첨가한 소맥분의 레올리지 특성과 제빵 

적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생강분말이 증가할수록 황색도

가 증가하였고, Choi YS 등(2011)의 강황 분말 첨가 쿠

키에서도 황색도가 첨가량에 따라 증가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Han EJ(2010)의 응고제를 달리한 생강 양갱의 품질특성

연구에서는 생강의 천연색소인 황색색소 커큐민(cureumin)

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생강가루 

자체의 색이 제품의 색에 큰 영향을 미쳐 생강가루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명도는 감소하고, 적색도와 황색

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쿠키의 색

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주로 당에 의한 영향이 크며, 환원

당에 의한 비효소적 마이야르 반응과 열에 불안정한 당

에 의한 카라멜화 반응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Park GS 등 2008, Kim E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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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of ginger powder (%)

Control 2 4 6 8

Hardness (kgf) 1.045±0.03
c1)

1.072±0.04
c

1.234±0.11
b

1.288±0.07
ab

1.383±0.14
a

1) 
Mean±SD

a-b 
Superscript letters in a row indicate significance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Hardness of cookies with different amount of ginger powder

Fig. 3. Contents of total phenolic compounds of cookies with

different amount of ginger powder.
a-e 

Means without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생강쿠키의 경도

생강가루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쿠키의 경도는 Table 

6과 같다. 대조구 1.045, 2~8% 실험구가 1.072~1.383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증가하였다. 쿠키의 경도는 

첨가되는 부재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부재료의 

수분 함량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Kwak DY 등 

2002). 생강분말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반죽이 더 단단

해졌고, 이는 곧 흡수율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그 이유는 

생강분말에 들어 있는 섬유소, 당 등이 수분을 흡착하여 

반죽의 농도를 높이기 때문이다(Kim EK 2009). 쿠키의 

경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재료는 버터로, 버터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경도는 감소하고, 반대로 설탕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는 증가하였다(Jung BM 등 

2013). 왜냐하면 설탕은 구운 쿠키가 냉각되면서 결정화

(crystallization)되므로 경화제(hardening agent)로서 작용하

여 쿠키의 내부 구조를 단단하게 하기 때문이다(Han HS 

2004).

국내산 생강분말을 첨가한 소맥분의 레올리지 특성과 

제빵 적성에 관한 연구에서 생강분말 첨가량이 많아질수

록 경도가 높아졌다(Kim EK 2009). 생강을 첨가한 사과

잼 연구에서도 생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 차이

를 보이며, 경도가 증가하였다(Lee SM 2014). 연잎 분말

(Kim GS & Park GS 2008)과 양송이버섯 분말(Lee JS & 

Jeong SS 2009), 아스파라거스 분말 첨가 쿠키(Yang SM 

등 2010) 등의 연구에서 부재료가 건조 분말 상태이므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증가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감과피 첨가 쿠키 연구에서도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경도가 증가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경

향을 보였다(Lim HS & Cha GH 2014).

6. 생강쿠키의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생강가루 첨가 쿠키의 총 폴리페놀 함량측정결과는 

Fig. 3과 같다. 대조군은 46%로 가장 낮았고, 생강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각각 97~132%로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다(p<0.05).

페놀 화합물은 환원제, 수소공여제, 일중항산소(singlet 

oxygen) 제거제 등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그리고 안토

시아닌 등의 총 페놀함량은 유리라디칼 소거능을 가진 

주요 인자로 작용한다(Choi HY 등 2009). 식품 내에 존

재하는 지질이나 체내 생체막에 존재하는 지질은 활성산

소의 존재 하에 유리기와 연쇄반응을 일으켜 산화되어 

식품의 품질변화 및 생체 노화의 원인이 된다(Choi HS 

1994). 산화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물질로 페놀성 화합물

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Pratt DE 1992, Jung YS 등 2012). 

커큐민(curcumin)과 같은 페놀류 물질들은 식물체에 독특

한 색을 부여하며, 산화반응을 억제하고, 미생물의 공격

을 막아 식물 자체를 보호하며, 식품에서는 고유한 맛에 

관여한다(Goel A 등 2008).

생강, 울금, 강황 추출물 중에서 울금이 가장 높은 폴

리페놀 함량을 보였는데 이는 커큐민(curcumin)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Jung YS 등 2012). 들깻잎 

쿠키(Choi HY 등 2009), 양송이버섯 첨가 쿠키(Lee JS & 

Jung SS 2009), 흑미 미강 쿠키(Joo SY & Choi HY 

2012a), 밤쿠키의 항산화활성(Joo SY & Choi HY 2012b)

연구에서도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 페놀 화합물이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여 본 실험과 같은 경향을 보

였다. 페놀성 화합물들은 항 돌연변이원성, 콜레스테롤 

저하작용, 정장작용, 항암 및 항산화작용등의 다양한 항

산화 생리활성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Han EJ 2010),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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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ookies with different

amount of ginger powder.
a-e 

Means without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5. Correlation between total polyphenol content (mg/100

g)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of cookies with 

different amount of ginger powder.

키에 생강을 첨가하는 것은 총 페놀 함량을 늘려주어 매

우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7. 생강 쿠키의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생강쿠키의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결과는 Fig. 4와 

같다. 대조군의 EDA값이 14.7%로 가장 낮았고, 생강가루

의 첨가량에 비례해서 각각 45.7~86.7%로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다(p<0.05).

DPPH는 짙은 자색을 띄는 비교적 안정한 프리라디칼

(free radical)이다. 항산화제나 방향족 아민류 등에 의해 

환원되어 그 색이 탈색되는데, 천연소재의 항산화 물질을 

검색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Lee SO 등 2005). DPPH 

radical 소거능은 페놀산, 플라보노이드 및 페놀성 화합물

에 기인된다고 하였다(Kang YH 등 1995).

본 연구 결과 생강쿠키의 총 폴리페놀 함량과 DPPH 

radical 소거능이 생강가루 첨가량에 비례적으로 증가하

였다. 이것은 생강가루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폴리페놀 

화합물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생강가루 첨가량과 

DPPH radical 소거능 증가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분석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이는 흑미 

미강 쿠키(Joo SY & Choi HY 2012a), 들깻잎 쿠키(Choi 

HY 등 2009)의 연구에서 폴리페놀 함량이 DPPH radical 

소거능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가 같은 

경향을 보였다. 흑미 미강 쿠키(Joo SY & Choi HY 

2012a), 대추분말 첨가 쿠키(Kim MJ 등 2014), 양송이버

섯 첨가 쿠키(Lee JS & Jeong SS 2009), 율무청국장 분말

과 밀겨 분말을 활용한 아메리칸 쿠키(Lee HJ 등 2011), 

솔잎 분말 첨가 쿠키(Choi HY 2009) 연구에서도 시료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쿠키의 항산화활성이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다. 국산 생강의 경우 총 폴리페놀 함량은 국산 강

황과 비슷하나 라디칼소거능은 이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진 6-Shogaol 함유에 기인함을 보

고하였다(Jung YS 등 2012).

생강의 항산화 및 항균성에 대한 연구로는 생강 추출

물의 항산화효과에 관한 연구(Kim EJ & Ahn MS 1993), 

생강의 부위별 이화학적특성 및 항산화활성(Lee HR 등 

2014), 생강으로부터 6-Gingerol의 분리 및 항산화 활성

(Lee BS 등 2006), 생강, 울금, 강황추출물의 항산화효과, 

AChE 억제활성 및 GABA 함량(Jung YS 등 2012), 생강

추출물의 열처리에 따른 항산화성 변화(Lee JY & Ahn 

MS 1994) 등이 보고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총 폴리페

놀 함량과 항산화능과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항산화능의 주된 성분은 페놀화합물인 것으로 보고하였

다(Gheldof N & Engeseth NJ 2002). 한편 향신료는 단순

한 식품첨가물이 아닌 항산화성 등 새로운 기능성을 가

진 것으로 주목되면서 향신료의 항산화 효과에 대한 연

구가 계속 수행되어 왔다(Kang JH 등 1988). 따라서 쿠키

에 생강가루 첨가함으로써 기능성이 향상된 제품을 제조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쿠키 섭취를 통한 항산화 효과의 

일부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8. 생강쿠키의 정량적 묘사분석

생강가루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쿠키의 정량적 

묘사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생강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색, 바삭함, 아린맛, 향, 후미는 각각 

강해진다고 평가되었고, 단맛은 반대로 평가되었다.

쿠키 표면의 전체적인 색을 분석 평가한 결과 대조구

는 3.53, 실험구 3.92~6.24로 생강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진하게 평가되었으며, 대조구와 2~8% 실험구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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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Ratio of ginger powder (%)

Control 2 4 6 8

Color 3.53±0.39
c1)

3.92±0.69
c

4.94±0.92
b

5.68±0.93
a

6.24±1.14
a

Crispiness 4.94±0.58
c

 5.31±0.47
bc

5.50±0.55
ab

5.75±0.56
a

5.78±0.63
a

Sweetness 4.81±0.52
a

4.76±0.90
a

4.71±0.68
a

4.69±0.78
a

4.52±0.82
a

Acrid taste 2.08±0.61
e

2.72±0.79
d

3.39±0.65
c

4.83±0.88
b

5.41±0.68
a

Flavor 4.52±0.54
c

4.79±0.51
c

5.27±0.41
b

5.79±0.69
a

6.10±0.79
a

After taste 4.47±0.55
c

4.76±0.44
c

5.42±0.51
b

6.18±0.69
a

6.58±0.78
a

1) 
Mean±SD

a-e 
Superscriptive letters in a row indicate significance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5 cm line scale 1 = weak very much, 15 = strong very much.

Table 7. Quantitative descriptive analysis of cookies with different amount of ginger powder

생강에 함유된 노란색의 커큐민(curcumin)이 증가되어 색

이 진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생강분말 첨가량이 많

아지면 색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생강분말에 함유된 

당이 오븐에 구워질 때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멜 반응을 

일으켜 색이 진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연구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Kim EK 2009).

생강가루 첨가 쿠키의 단맛은 대조구 4.81, 2~8% 실험

구가 4.76~4.52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대

조구와 실험구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는 생강가

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생강에 함유된 6-ginger 성분

도 증가하여 매운맛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단맛이 약하

게 느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생강을 첨가한 사과잼 연

구에서 생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잼의 당도가 유의적

으로 감소한다고 보고하였고(Lee SM 2014), 생강을 이

용한 샐러드드레싱 제조의 품질 특성연구에서 당도 측

정 결과 생강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Jung HA 등 2013). Han EJ & Kim 

JM(2011)의 생강가루 첨가량에 다른 양갱의 품질특성연

구와 Seok MS(2014)의 생강즙을 첨가한 식혜의 품질특성 

연구에서도 생강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당도가 감소한다

고 보고하였다.

아린맛은 대조구 2.08, 2~8% 실험구 2.72~5.41로 생강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대조구와 실험

구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향신료를 첨가

한 식빵연구에서 아린맛, 매운맛, 떫은맛이 생강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본 연구과 같은 경향을 보였

다(Kim ML 등 2000).

향은 대조구 4.52, 2~8% 실험구 4.79~6.10로 생강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진하게 나타났으며, 대조구와 실험

구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향신료를 첨가

한 식빵 연구에서 생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강하다고 

평가되었으나, 밀가루의 독특한 냄새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Kim ML 등 2000).

쿠키를 먹고 난 후의 입안에 남는 맛인 후미는 대조구

가 4.47, 2~8% 실험구가 4.76~6.58로 생강가루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게 평가되었다. 대조구와 2% 실험구 사

이와 6% 실험구와 8% 실험구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고, 4% 실험구와는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5). 이

는 생강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생강특유의 향미성

분들도 증가하여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된 것으로 생각된

다. 생강분말을 첨가한 찹쌀머핀의 최적화 및 품질특성은 

관능항목 중에서 색과 향미에서 생강가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Lee SM & Joo NM 2011). 색과 향, 후미는 대조군과 2% 

실험구, 6% 실험구와 8% 실험구간의 유의적 차이가 없

는 것이 같은 양상을 보였다.

9. 쿠키의 기호도 평가

생강가루를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생강 쿠키의 기

호도 검사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생강쿠키의 색은 대조

구가 3.25로 평가되었고, 4% 실험구가 5.29로 ‘좋아한다’

라는 수준으로, 대조구와 실험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

였다(p<0.05). 대조군과 8% 실험구, 2%와 6% 실험구가 

유사하게 평가되었다. 생강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

강가루 6-8% 첨가구에서는 낮아졌으며, 8% 첨가군이 가

장 낮게 평가되었다는 생강 첨가 사과잼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Lee SM 2014). 울금 분말 첨가 쿠키 연구

에서 울금으로부터 유래된 황색이 쿠키 표면의 황갈색과 

잘 어울려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경

향을 보였다(Ju SM & Hong KW 2011).

바삭한 정도는 대조구 3.22, 4% 실험구 5.68로 ‘좋아한

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대조구와 실험구간에 유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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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Ratio of ginger powder (%)

Control 2 4 6 8

Color 3.25±1.81
c1)

4.37±1.61
b

5.29±1.51
a

4.20±1.68
b

3.68±1.73
c

Crispiness 3.22±2.01
d

4.66±1.58
c

5.68±1.05
a

5.19±1.22
b

4.76±1.71
bc

Taste 3.34±1.66
d

4.40±1.64
b

5.70±1.12
a

4.01±1.66
bc

3.66±1.74
cd

Flavor 3.44±1.39
c

4.36±1.56
b

5.58±1.17
a

4.32±1.55
b

3.82±1.78
c

Overall acceptability 3.70±1.24
cd

4.50±1.40
b

5.82±1.18
a

4.02±1.61
c

3.44±1.68
d

1) 
Mean±SD

a-d 
Superscriptive letters in a row indicate significance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even point scale: 1 = dislike very much, 2 = dislike moderately, 3 = dislike, 4 = neither like nor dislike, 5 = like, 6 = like 

moderately, 7 = like very much.

Table 8. Preference acceptance test of cookies with different amount of ginger powder

차이를 보였다(p<0.05). 실험구 2%와 실험구 8%, 그리고 

실험구 6%와 실험구 8% 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고, 대

조구와는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5). 6, 8% 실험구는 

생강가루 첨가량의 증가로 인해 쿠키의 경도가 증가하여 

단단하게 느껴졌고, 대조구는 반대로 느끼면서 4%의 첨

가구를 가장 바삭하게 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바삭한 

정도(brittleness)는 쿠키의 기호도와 제품의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

을 보였다(Hwang SH 2010).

맛의 기호도에서는 대조구 3.34, 4% 실험구는 5.70로 

‘좋아한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조구와 2~6% 실험구간

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생강가루 첨가구가 

대조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맛에 대한 기호도가 높았으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이는 생강 첨가 사과잼 

연구에서 생강을 6%까지 첨가하는 것은 맛에 대한 기호

도를 높이지만 8% 첨가는 오히려 맛에 대한 기호도를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Lee SM 2014). 풍미는 대조구 3.44, 4% 실험구 5.58로 

‘좋아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대조구와 실험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풍미는 Ju SM & Hong 

KW(2011)의 연구에서 대조군에 비해 울금 분말 첨가군

이 높았으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지나치게 강하여 선호

도가 높지 않았다는 연구와 본 연구결과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4% 실험구 5.82로 대조구와 다른 

첨가군 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고, 4% > 2% > 6% > 0% 

> 8% 첨가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대조구와 실험구간

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울금 분말 첨가 쿠키

에서 너무 많은 양의 첨가는 관능적으로 대조구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아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Ju SM & Hong KW 2011). 생강 첨가 사과잼에서 생강 

4% 첨가군이 색, 풍미, 맛 등의 여러 특성에서 가장 높

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는 연구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Lee SM 

2014). 생강가루 첨가 쿠키의 기호도 평가는 색, 바삭한 

정도, 맛, 풍미, 전반적인 기호도 등에서 4% 실험구가 가

장 높게 평가되었다.

건조방법을 달리한 생강가루를 첨가한 배잼의 품질 특

성연구는 생강가루를 첨가한 잼의 외관, 풍미, 단맛, 전체

적인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다(Rho JO 등 2011). 생강을 

첨가한 사과잼의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는 생강 4% 첨가

군이 색, 풍미, 맛 등에서 높은 기호도를 보여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Lee SM 2014).

이상의 연구결과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생강쿠키

의 이화학적 특성 측정 결과 pH가 높을수록 쿠키의 팽창

률과 손실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커졌다(p<0.05). 

생강가루 첨가 쿠키의 수분함량이 적을수록 손실률이나 

팽창률은 낮아졌지만 경도는 높아져 단단하게 평가되었

다. 쿠키의 명도가 낮으면 적색도와 황색도는 음(-)의 상

관관계를 보이며, 반대로 높아졌다(p<0.05). 생강쿠키의 

총 폴리페놀과 라디컬 소거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로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05). 관능검사의 

정량적 묘사분석 결과 생강가루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쿠키의 색도 진해지면 적색도와 황색도는 음(-)의 상관관

계를 보이며 낮아졌고(p<0.05), 팽창률·명도는 양(+)의 상

관관계를 보이며 커졌다(p<0.05). 소비자 기호도 검사에

서 색·풍미·단맛·전체적인 기호도가 높게 평가된 쿠키는 

적색도와 황색도가 높고, 향과 단맛이 진하다고 평가되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05).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풍부한 영양성분과 기능적 특성을 가진 

생강가루를 제과 분야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밀가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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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4%, 6%, 8%를 생강가루로 대체하여 생강가루 

첨가 쿠키를 제조하였다. 쿠키의 품질특성 및 관능적 특

성을 분석하여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이용 가능성과 표준 

레시피 개발을 위한 쿠키의 품질 특성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강가루를 첨가한 쿠키 반죽의 밀도는 대조구가 1.41 

g/mL, 실험구 2%, 4%, 6%, 8%는 1.36, 1.33, 1.32, 1.30 

g/mL로 생강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밀도가 감소하였

다(p<0.05). 쿠키 반죽의 pH는 생강가루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pH는 높아졌다(p<0.05). 생강쿠키의 수분은 대조구

가 3.13, 실험구는 3.02~2.66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

은 줄어들었다(p<0.05). 생강가루 첨가 쿠키의 퍼짐성, 손

실율, 팽창율은 생강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졌

다(p<0.05). 생강가루 첨가 쿠키의 경도는 생강가루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생강쿠키의 명도(L value)는 8% 첨가군에서 가장 낮아 

생강가루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어둡게 나타났다. 반대

로 적색도(a value)와 황색도(b value)는 생강가루의 첨가

량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p<0.05). 생강가루 첨가쿠

키의 총 폴리페놀 함량과 DPPH radical 소거능은 대조군

이 가장 낮았고, 생강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다(p<0.05).

생강가루 첨가 쿠키의 정량적 묘사분석 결과 생강가루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색, 바삭함, 아린 맛, 풍

미, 후미는 각각 강해진다고 평가되었고, 단맛은 반대로 

평가되었다. 소비자 기호도는 생강가루 4% 첨가구가 색, 

바삭한 정도, 맛, 풍미, 전반적인 기호도등에서 가장 높게 

평가 되었다. 특히 소비자 기호도에서 4% 첨가구가 높게 

평가되어 생강가루 첨가 쿠키 제조 시에는 밀가루 96 g, 

생강가루 4 g, 버터 50 g, 흑설탕 50 g, 계란 20 g, 베이

킹파우더 2 g으로 제조한 생강가루 4% 첨가가 적합하다

고 사료된다. 소비자 기호도 검사에서 색·향·단맛·전체적

인 기호도가 높게 평가된 쿠키는 적색도와 황색도가 높

고, 향과 단맛이 진하다고 평가되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는 생강가루를 

활용한 쿠키를 제조하여 그 품질특성과 항산화활성을 측

정하여 천연소재를 통해 건강을 얻고자 하는 소비자의 

기호도를 반영하여 맛과 품질이 우수한 기능성 쿠키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의 

생강 산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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