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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tive activities in the rice cookies with R. glutinosa 

Preparata (0%, 4%, 8%, 12%) and bean flour (10%). The moisture of cookies was increased depending on amount of R. glutinosa 

Preparata (RRP). The pH of cookies with RRP was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cookies. Sugar content and reducing sugar of cookies 

were increased according to the amount of RRP. L-value and b-value of cookies with 12% RRP were lower than the control, whereas 

a-value was higher than the control. Spread factor of cookies with RRP was lower than the control, and hardness of cookies was 

increased depending on amount of RRP added. The antioxidant activity such as DPPH radical and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cookies with RRP, compared with that of the control. Also, total phenol content of cookies was 

increased according to the amount of RRP. In sensory test, cookies with 8% RRP received the highest score for overall preference. As a 

result, the optimum amount of RRP concentrate to be added in the cookies was found to b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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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에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

의 증가로 인해 식생활에도 웰빙을 추구하는 추세이다

(Jin SY 등 2014). 이에 부응하여 한약재로 이용되던 소

재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식품소재로써 개발되고 있는

데, 이러한 예로 백련초 분말을 첨가해 제조한 쿠키의 품

질특성(Jeon ER & Park ID 2006), 감초분말 첨가 파운드 

케이크의 품질 및 항산화 활성(Park GH & Lee JH 2014), 

계피 및 감초를 첨가한 초콜릿의 생리활성 및 관능적 특

성(Yoo KM 2012) 등의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지

황(Rehmannia glutinosa L.)은 현삼과에 속하는 다년생초

로서, 중국이 원산지인 약용 식물이다. 지황의 뿌리는 한

약재로 이용되는데, 용도에 따라 생지황, 건지황 및 숙지

황으로 구분된다(Kim DH 등 2008). 용도에 따라 나뉜 지

황은 존재하는 성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생지황과 건지

황에는 β-sitosterol, campesterol, rehmanin, catalpol, γ-  

butyl amino acid, norcarotenoid, stachyose, arginine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숙지황에는 sucrose, glucose, fructose, 

galactose 등의 당류와 vitamin A, mannitol 등이 소량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Oh HL 등 2013). 한방에

서는 숙지황을 보혈강장제, 지혈제, 및 해열제로 사용하

여 빈혈, 하제, 토혈, 폐결핵, 허약증, 혈증 및 수병에 사

용되었다(Lee JY 등 2011). 최근 숙지황에 관련된 연구는 

숙지황 추출물이 HEI-OC1세포의 항산화 효소 활성에 미

치는 효과(Yu HH 등 2005), 남성생식세포 GC-1의 항산

화에 미치는 영향(Chang MS 등 2007), 항산화효과, 고혈

압, 미백, 주름개선, 항염증 등(Cho YJ 2012)이 있고, 이

러한 숙지황의 생리활성을 식품에 첨가한 연구는 숙지황

을 이용하여 숙지황 젤리(Kim NY 등 2011), 숙지황 양갱

(Oh HL 등 2012), 숙지황 초콜릿(Kim CR 등 2012) 등이 

있으나 다양한 제품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 내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있으나(Yu HH 등 2005, Chang 

MS 등 2007, Cho YJ 2012), 식품으로써의 개발이 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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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ples Control C-4 C-8 C-12

Rice flour (g) 180 172.8 165.6 158.4

Bean flour (g) 20 20 20 20

R. glutinosa Preparata (g) - 7.2 14.4 21.6

Sugar (g) 80 80 80 80

Butter (g) 80 80 80 80

Egg (g) 50 50 50 50

Baking soda (g) 1.5 1.5 1.5 1.5

Table 1. Recipe of cookies with R. glutinosa Preparata and 

bean flour

Melting the butter (used hand mix, for 30 sec.)

↓

Mixing the eggs (3 times, for 1 min.)

↓

Mixing the sugar (3 times, for 90 sec.)

↓

Mixing the rice flour and bean flour, baking soda

R. glutinosa Preparata (3 times)

↓

Resting (for 1 hour.)

↓

Baking (at 170°C, for 13 min.)

↓

Cooling (for 2 hours)

Fig. 1. Processing procedure for cookies with R. glutinosa 

Preparata and bean flour

숙지황을 쿠키에 첨가함으로써, 숙지황이 식품소재로 활

용될 수 있는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저트를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국내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어(Seong JH 등 2014) 본 연구에서도 쌀가루를 이용한 

쿠키를 제조하였고, 쌀가루와 콩가루를 이용하여 제조한 

쿠키에 숙지황 분말 첨가하여 기능성 쿠키를 제조하고 

품질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쌀가루(대두식품, 군산시, 한국), 콩가루(청오건강, 광주

시, 한국), 계란(홈플러스(주), 광주시, 한국), 베이킹 소다

(전원식품, 김포시, 한국), 설탕(삼양(주), 울산시, 한국), 

버터(롯데푸드(주), 천안, 한국)를 사용하였다. 또한 사용

된 시약으로는 glucose(Duksan pharmaceutical Co., Asan, 

Korea), DPPH(2,2-diphenyl-2-picryl hydrazyl,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EDTA(Junsei chemical Co., 

Saitama, Japan), TCA(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TBA(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Folin- 

Denis(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tannic 

acid(Yakuri Pure Chem Co., Kyoto, Japan) 등이 있다.

2. 시료의 제조

1) 숙지황 분말 제조

숙지황 제조법(Kim MR 등 2012)을 따라 생지황(고려

지황, 충남 금산군, 2009 수확)을 씻어 막걸리에 5시간 주

침한 후 주침된 지황을 70~90°C, 80~90% 습도에서 44~  

76시간 1차 숙성하는 단계, 1차 숙성된 지황을 45~55°C, 

80~90% 습도에서 92~100시간 2차 숙성하는 단계, 및 2

차 숙성된 지황을 60~80°C, 80~90% 습도에서 44~76시간 

3차 숙성하는 단계를 거쳐 숙지황(R. glutinosa Preparata) 

시료를 만들고 freeze dryer(FD8518, Ilshin, Gyeonggi, 

Korea)를 이용해 동결 건조하여 mixer(SM-800L, Sunbour, 

Seoul, Korea)로 분말을 내어 사용하였다.

2) 숙지황 쿠키 제조

숙지황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제조를 위한 기본 배합비

는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제조 과정은 Fig. 1에 나타내

었다. 믹서(Model K5SS, Kitchen Aid Co., Joseph, MI, 

USA)를 이용해 버터를 30초간 풀고, 총 3회에 걸쳐 1분

간 계란 흰자를 넣어 혼합한 후, 설탕을 30초에 1회씩 총 

3번에 걸쳐 넣으며 크림화 하였다. 그리고 쌀가루와 콩가

루, 베이킹 소다, 숙지황 분말을 3회로 나누어 체에 쳐서 

넣은 후 반죽하여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 1시간의 resting 

시간을 거친 후 반줄을 직경 30 mm로 동그랗게 말은 다

음 냉동 3시간 후 6 mm 두께로 잘랐다. 170°C의 오븐

(EDF213x, Esco, Ankara, Turkey)에서 13분간 구워낸 후 

2시간의 cooling 시간을 거친 후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였

다. 쿠키 제조에 첨가되는 총 쌀가루(180 g) 중에 숙지황 

분말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0%, 4%, 8%, 12%로 지정

하였다. Control은 숙지황 분말 0%, C-4은 숙지황 분말 

4%, C-8은 숙지황 분말 8%, C-12은 숙지황 분말 12%으

로 제조하여 실험하였다. 쿠키의 수율은 대조군, C-4, 

C-8, C-12군 각각 22.0%, 23.6%, 24.1%, 21.8%를 나타내

었다.

3. 이화학적 특성

1) 수분함량

시료의 수분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시료 1.0 g을 적외선 

수분 측정기(ISCO, US/Retriever 500Sartorius, Frankfurt, 

Germany)를 사용하였으며, 3회 반복실험을 하여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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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Condition

Pre test speed 2.0 mm/s

Test speed 1.0 mm/s

Post test speed 2.0 mm/s

Test distance 50.00%

Time 5 m/s

Trigger type Auto 5 g

Distance 25 mm

Table 2. Instrumental condition of texture analyzer (TA/XT2)

을 나타내어 mean±SD(n=3) 로 표기하였다.

2) pH 및 산도

시료의 pH는 Kim HJ 등(2013)의 방법을 참고하여 시

료 4 g을 36 mL의 증류수와 함께 넣고 Bag Mixer(Model 

400, Interscience, Mourjou, France)를 이용하여 균질화 하

였다.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Combi-514R, Hanil, 

Anyang, Korea)한 후 상등액을 취하여 pH meter(420 

Benchtop, Orion Research, Beverly, DC, USA)로 측정하

였다.

산도는 pH와 동일한 방법으로 준비하여 상등액 10 mL

취하고 0.1N NaOH buffer를 이용하여 pH 8.3까지 도달하

는데 필요한 NaOH량(mL)을 citric acid 함량(%)으로 환산

하여 총 산 함량을 표시하였다.

Acidity (%) =
mL of 0.1 N NaOH×0.0064

×100
Weight of sample

3) 당도 및 환원당

당도는 시료 5 g을 45 mL의 증류수와 함께 넣고 균

질화 하였다.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

액을 취하여 당도계(N-1E Brix 0~32%, Atag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환원당 함량은 dinitrosalicylic acid(DNS)에 의한 비색법

으로 분광광도계(UV-1800 240 V, Beckman, Fullerton, 

USA)를 사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

곡선은 glucose(Duksan pharmaceutical Co., Asan, Korea)

를 농도별로 반응시켜 작성하였다.

4) 색도

색도는 색차계(D-1001 DP, Nippon Denshoku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백색도, 적색도, 황색도를 4회 반복 측

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시료 가루를 페트리디쉬

(50×12 mm)에 담아 색도를 측정하였다. Standard color 

value는 L값 90.46, a값 0.12, b값 3.35인 calibration plate

를 표준으로 사용하였으며, 4회 측정하여 mean±SD(n=4) 

로 표기하였다.

5) 퍼짐성

시료의 퍼짐성 지수는 AACC 방법(2000)을 참고하여 측

정하였다. 시료의 직경은 시료 6개를 가로로 정렬해 그 길

이를 측정한 후 각각의 시료를 90°로 회전 시켜 다시 측정

해 얻은 수치를 각각 mean±SD(n=6)로 나타냈다. 두께는 6

개의 시료를 세로로 쌓아올려 높이를 측정한 후 해체해 쌓

아 올린 순서를 바꾸어 다시 쌓아올려 높이를 측정해 얻은 

수치를 각각 6으로 나누어 평균값을 얻었다. 퍼짐성 지수

는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Spread Factor =
Average width of 6 cookies (mm)

Average thickness of 6 cookies (mm) 

6) 조직감

시료의 조직감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경 30 mm, 

두께 6 mm로 준비하고, texture analyser(TA/XT2, Stable 

Micro System Ltd., London, England)를 사용하여 probe(Φ 

3 mm, cylinder typ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총 5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Texture analyser의 조건

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4. 항산화능

1) DPPH(2,2-diphenyl-2-picryl hydrazyl) radical 

소거능

시료 3 g에 methanol 50 mL을 넣은 후 1분간 blending

하여 교반(150 rpm, 12 hr, 25°C)한 후 3,000 rpm으로 4°C

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얻어진 상등액을 감압농축

기(Rotary Vaccum Evaporator N-11, Eyela, Tokyo, Japan)

로 용매를 휘발하여 추출물을 얻었다. 추출물 220 mg 당 

1 mL methanol을 첨가하여 220 mg/mL 농도의 추출물 용

액을 제조하였다. 시료용액 50 μL에 1.5×10
-4

 mM DPPH  

(2,2-diphenyl-2-picryl hydrazyl)용액 150 μL을 가한 후 30

분 후에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515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으며 라디칼 소거능(%)을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후 각 농도별 라디칼 소거능에 대한 검량선에서 라디칼 

소거능이 50%가 되는 농도인 IC₅₀을 표시하였다.

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 (%)

=
AbsDPPH - Abssample

×100
AbsDPPH

2) Hydroxyl radical 소거능

1)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물을 얻은 후 추출물 180 mg 

당 1 mL buffer를 첨가하여 180 mg/mL 농도의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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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C-4 C-8 C-12

Moisture (%) 2.95±0.12
N.S

3.09±0.04 3.12±0.58 3.39±0.61

All values are Mean±SD.
N.S

Not significant.

Table 3. Moisture content of cookies with R. glutinosa Preparata

and bean flour

pH Acidity (%)

Control 7.40±0.01
a

0.005±0.000
d

C-4 7.16±0.01
b

0.008±0.000
c

C-8 7.02±0.01
c

0.011±0.001
b

C-12 6.85±0.01
d

0.014±0.000
a

All values are Mean±SD.
a-d

Different superscripts in a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4. pH and acidity content of cookies with R. glutinosa

Preparata and bean flour

용액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시료용액 0.15 mL에 buffer 

0.35 mL, 3 mM deoxyribose, 0.1 mM ascorbic acid, 0.1 

mM EDTA, 0.1 mM FeCl3, 1 mM H2O2 용액 0.1 mL을 

넣어 잘 교반한 후 37°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

응이 끝난 후 2% TCA 용액과 1% TBA 용액을 잘 섞은 

후 100°C에서 20분간 반응한 후 실온으로 냉각하여 원심

분리한 뒤 상등액을 취하여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라디칼 소거능(%)을 다

음의 식으로 계산한 후 각 농도별 라디칼 소거능에 대한 

검량선에서 라디칼 소거능이 50%가 되는 농도인 IC₅₀을 

측정하였다.

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 (%)

=
Absblank - Abssample

×100
Absblank

3) Total Phenol 함량

1)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물을 얻은 후 추출물 200 mg 

당 1 mL buffer를 첨가하여 200 mg/mL 농도의 추출물 

용액을 제조하였다. 페놀성 물질이 phosphomolybdic acid

와 반응하여 청색을 나타내는 현상을 이용한 방법으로 

Folin-Denis법(Singleton VL & Rossi JA 1965)에 의해 측

정하였다. 시료추출액에 Folin- Denis 시약과 Na2CO3 포

화용액을 넣고 30분간 반응시킨 후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표준품은 tannic acid를 사용하였다.

5. 관능적 특성

시료에 대하여 7점 척도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패

널은 식품영양학과 대학생과 대학원생 10명을 선정하여 

외관, 냄새, 맛, 조직감, 기호도에 대하여 숙지황 분말 시

료의 기호도 특성(1점: 매우 약함, 7점: 매우 강함)을 평

가하였다. 각 시료는 3자리 난수를 표기한 코팅된 일회용 

컵에 담아서 제시하였다.

6.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SPSS 21.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분산분석(ANOVA)

을 이용하여 유의성이 있는 경우에 Duncan의 다중범위검

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시료간의 유의차(p<  

0.05)를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수분함량

시료의 수분 함량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대조군, 

C-4, C-8, C-12군이 각각 2.95%, 3.09%, 3.12%, 3.39%로 

숙지황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각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이러한 결과는 대추분말을 첨가한 시료

의 품질 특성(Kim MJ 등 2014)에 대한 연구 결과와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 연구에서 대추분말을 첨가할

수록 수분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대추 분

말을 5%, 10%, 15% 첨가한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액상 형태의 시료가 

아닌 분말의 형태로 시료를 첨가함으로써 쿠키의 수분함

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2. pH 및 산도

시료의 pH 및 산도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시료의 

pH는 대조군, C-4, C-8, C-12군이 각각 7.40, 7.16, 7.02, 

6.85로 숙지황 분말을 증가함에 따라 pH가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5). 이러한 경향은 대

나무 잎 분말을 첨가한 시료의 품질특성 연구(Lee JY 등 

2006)에서도 대조군의 pH는 6.46, 대나무 잎 분말의 첨가

량이 증가 할수록 6.41, 6.31, 6.31, 6.24로 낮아지는 경향

을 나타내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Oh HL 등(2013)은 생지

황과 생지황을 발효시켜 만든 숙지황의 분말의 pH를 확

인하였을 때 생지황 분말보다 숙지황 분말의 pH가 더 낮

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발효에 의해 pH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숙지황 분말을 첨가하였

을 때 더 낮은 pH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시료의 산도는 C-4, C-8, C-12군이 각각 0.005%, 

0.008%, 0.011%, 0.014%로 숙지황을 첨가할수록 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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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content (°Brix ) Reducing sugar (%)

Control 21.67±0.58
d

0.97±0.01
d

C-4 25.67±0.58
c

1.85±0.04
c

C-8 27.67±0.58
b

3.43±0.02
b

C-12 30.33±0.58
a

6.01±0.09
a

All values are Mean±SD.
a-d

Different superscripts in a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5. Sugar content and reducing sugar of cookies with R.

glutinosa Preparata and bean flour

L-value a-value b-value

dough cookie dough cookie dough cookie

Control 68.14±0.08
a

56.69±0.02
a

1.73±0.1
d

3.61±0.15
d

22.36±0.01
a

24.45±0.03
a

C-4 46.2±0.09
b

26.34±0.93
b

3.25±0.05
a

4.83±0.03
a

9.95±0.05
b

14.95±0.06
b

C-8 37.51±0.04
c

18.19±0.2
c

2.93±0.08
b

4.59±0.07
b

7.2±0.05
c

12.21±0.04
c

C-12 34.69±0.13
d

14.59±0.11
d

2.7±0.07
c

3.89±0.05
c

6.17±0.04
d

10.76±0.06
d

All values are Mean±SD.
a-d

Different superscripts in a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6. Hunter's color values of cookies with R. glutinosa Preparata and bean flour

pH와 반비례 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5). 

이는 생지황을 이용하여 숙지황을 제조하면서 발효에 의

해 pH가 낮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Oh HL 등(2013)의 지

황 및 숙지황 분말의 품질 및 항산화 특성에 관한 연구에

서 숙지황 분말의 pH가 4.23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숙지황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시료의 pH가 낮아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3. 당도 및 환원당

숙지황 첨가 시료의 당도 및 환원당은 Table 5에 나타

내었다. 당도는 대조군, C-4, C-8, C-12군이 각각 21.67, 

25.67, 27.67, 30.33 °Brix으로 숙지황 분말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이러한 경

향은 숙지황 농축액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갈비찜 

소스 연구(Na YG 등 2012)에서도 나타나는데, 대조군은 

7.9 °Brix, 숙지황 농축액 18% 첨가군은 10.9 °Brix로 숙

지황 농축액 첨가군이 대조군에 비해 당도가 높았다.

또한 환원당은 대조군, C-4, C-8, C-12군이 각각 0.97, 

1.85, 3.43, 6.01%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p<0.05). Oh HL 등(2012)의 숙지황 농축액 첨가 양

갱의 품질특성 및 항산화성에 관한 보고에서도 숙지황 

농축액 첨가량이 높아질수록 양갱의 당도 및 환원당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생지황

을 찌면 fructose와 glucose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어(Lee CK & Seo JM 2004), 본 연구에서도 숙지

황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당도와 환원당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색도

숙지황 첨가 반죽 및 시료의 색도는 Table 6에 나타내

었다. 숙지황 분말을 첨가할수록 백색도는 반죽이 68.14~  

34.69, 시료가 56.69~14.59로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

을 보이고 있으며(p<0.05), 반죽보다 시료의 백색도가 낮

게 측정되었다. 이는 숙지황 분말이 쌀가루 보다 어두운 

색을 띄고 있으므로 숙지황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백색도

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며, 황기주박 시료(Lim 

JM 등 2013), 검은비늘버섯 분말 시료(Kim JW 등 2013)

등의 연구와도 유사했다. 적색도는 반죽과 시료 모두 대

조군에 비해 숙지황 분말 첨가군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났으나 농도 의존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황색도는 숙지황 분말 첨가가 증가할수록 반죽과 시료 

모두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p<0.05), Jin SY 등(2014)의 오가피 분말을 첨가한 시료

의 품질 특성 및 항산화 활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오가피 

분말의 첨가량이 0%, 1%, 3%, 5%로 늘어나면 황색도는 

23.71, 20.15, 19.10, 17.57로 낮아져 본 실험과 유사한 경

향을 보였다. 시료의 색도에는 당에 의한 비효소적 마이

얄 반응과 카라멜 반응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또한 제

조 공정 조건에 따른 tyrosinase에 의한 갈색화 반응에 의

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Lee SM 등 2005, Lee SJ 

등 2007), 이러한 이유로 반죽과 시료의 색도 차이가 유

발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5. 퍼짐성 및 조직감

숙지황 첨가 시료의 퍼짐성 및 조직감은 Table 7에 나

타내었다. 시료의 퍼짐성 지수는 숙지황 분말 첨가량이 

높을수록 퍼짐성 지수가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p<0.05). 반죽 내에 존재하는 수분이 자유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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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C-4 C-8 C-12

Spread factors (W/T) 5.37±0.08
a

5.34±0.12
a

5.17±0.11
b

5.10±0.12
b

Hardness (g) 276.04±0.02
d

449.91±0.01
c

535.56±0.01
b

681.17±0.04
a

All values are Mean±SD.
a-d

Different superscripts in a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7. Spread factors and bulk density of cookies with R. glutinosa Preparata and bean flour

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ookies with R. glutinosa

Preparata and bean flour. 
a-c

Different letters on the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Fig. 3. Hydroxyl radical scavenging of cookies with R. glutinosa

Preparata and bean flour. 
a-d

Different letters on the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Fig. 4. Total phenol content of cookies with R. glutinosa

Preparata and bean flour. 
a-c

Different letters on the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태로 존재할 경우에는 반죽의 점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퍼짐성 지수가 높아질 수 있지만, 결합수 상태로 존재할 

경우에는 반죽의 점성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Kissel LT & Yamazaki WT 1975, Lee JS & 

Jeong SS 2009). 따라서 수분함량과 퍼짐성 지수는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시료의 조직감을 나타내는 경도는 대조군, C-4, C-8, 

C-12군 각각 276.04, 449.91, 535.56, 681.17 g으로 숙지황 

분말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경도가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5). 이는 숙지황 분말을 첨가할

수록 퍼짐성이 작아지는 결과로 인해 경도가 강해진 것

으로 사료된다. 쿠키의 경도는 퍼짐성에 영향을 받게 되

는데 다시마 분말을 첨가한 쿠키(Cho HS 등 2006), 쑥 

분말을 첨가한 쿠키(Bang BH 등 2014)의 연구에서 퍼짐

성이 낮을수록 경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6. 항산화능

숙지황 첨가 쿠키의 DPPH radical 소거능, hydroxyl 

radical 소거능, 총 페놀 함량은 각각 Fig. 2, 3, 4에 나타

내었다. 시료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대조군, C-4, C-8, 

C-12군 각각 IC50값이 82.39, 75.70, 67.77, 56.36 mg/mL

로 숙지황 분말의 양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

타내었으며, hydroxyl radical 소거능 또한 대조군, C-4, 

C-8, C-12군 IC50값이 212.57, 174.18, 146.76, 75.51 

mg/mL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대조군과 비교해 

볼 때 첨가군의 DPPH radical 소거능과 hydroxyl radical 

소거능 IC50값이 모두 낮게 나타났으므로 숙지황 분말 첨

가군의 항산화력이 모두 대조군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Min AY & Kim MR(2014)의 숙지황 농축액을 첨가한 

복분자 소스의 품질 특성 및 항산화성에 관한 연구에서

도 숙지황 농축액의 양이 증가할수록 DPPH radical 소거

능과 hydroxyl radical 소거능의 IC50값이 낮아져 항산화성

이 증가된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총 페놀 함량은 대조군, C-4, C-8, C-12군의 각각 

0.16, 0.21, 0.28, 0.32 mg/mL로 숙지황 분말이 증가할수

록 총페놀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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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ance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preference

Control 4.0±1.2
ab

4.3±1.6
ab

3.4±0.8
b

6.0±1.2
a

4.1±1.3
bc

C-4 5.0±0.7
b

3.6±1.3
b

4.7±0.8
a

4.9±0.9
b

5.0±1.1
b

C-8 6.5±1.4
a

5.1±1.1a 5.4±1.0
a

4.1±0.9
b

6.3±0.8
a

C-12 6.0±0.9
b

4.1±1.1
ab

3.1±1.4
b

3.1±0.9
c

3.7±1.3
c

All values are Mean±SD.
a-c

Different superscripts in a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8. Sensory characteristics of cookies with R. glutinosa Preparata and bean flour 

다(p<0.05). Oh HL 등(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숙지황 

분말에서 총페놀 측정결과 3.66 mg/mL로 나타나 숙지황 

분말 첨가량이 많을수록 쿠키의 총페놀 함량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7. 관능평가

숙지황 첨가 쿠키의 기호도는 Table 8에 나타내었다. 

시료의 7점 척도의 관능 결과 외관은 대조군, C-4, C-8, 

C-12군 각각 4.0, 5.0, 6.5, 6.0점, 향미는 대조군, C-4, 

C-8, C-12군 각각 4.3, 3.6, 5.1, 4.1점, 맛은 대조군, C-4, 

C-8, C-12군 각각 3.4, 4.7, 5.4, 3.1점으로 외관, 향미, 맛 

모두 C-8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 숙지황 분

말이 8% 이상 첨가될 경우 쿠키의 외관, 향미, 맛을 떨어

뜨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질감은 대조군, C-4, C-8, C-12

군 각각 6.0, 4.9, 4.1, 3.1점으로 C-4가 가장 좋게 나타났

으나, 전체적인 기호도는 대조군, C-4, C-8, C-12군 각각 

4.1, 5.0, 6.3, 3.7점으로 C-8이 가장 좋다는 결과를 나타

내었다. 관능검사 결과 질감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숙

지황 분말 C-8첨가의 기호도가 가장 높으므로 숙지황 분

말 첨가 쿠키를 만들 때 C-8 수준으로 첨가할 경우 소비

자에게 가장 높은 기호도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항산화능이 있는 숙지황 분말을 첨가하여 

일상생활에서 간식으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쿠키에 첨

가하여 이화학적 관능적 품질 특성 및 항산화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숙지황 첨가량에 따른 0%, 4%, 8%, 12%의 

샘플을 각각 대조군, C-4, C-8, C-12로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수분 함량은 숙지황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 증가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p<0.05). pH는 숙지황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낮아지며, 산도, 당도 및 환원당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5). 색도 측정 결과 반죽과 쿠키

의 백색도와 황색도는 숙지황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낮아졌으며(p<0.05), a값은 반죽과 쿠키 모두 

대조군에 비해 숙지황 분말 첨가군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시료의 퍼짐성은 5.37에서 5.17로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이에 따라 경도는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p<0.05). 시료의 항산화능 평가 결과 

DPPH radical 소거능, hydroxyl radical 소거능, 총페놀 함

량이 숙지황 분말의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관능검

사에서 C-8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어 

숙지황 분말을 첨가한 쿠키를 제조할 때 숙지황 분말 8%

의 첨가가 소비자로부터 가장 높은 수용도를 나타낼 것

으로 생각되며, 숙지황 분말 첨가 쿠키로 숙지황의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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