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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was studied to optimize the recipe of rice pound cake with two concentrations of Euonymus 
alatus and grape seed oil, using central composite design (CCD). The mixing condition of rice pound 
cake was optimized by subjecting it to sensory evaluation and mechanical and physicochemical analysis,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The results of the mechanical and physicochemical analysis 
showed significant values for color (lightness, redness, yellowness), texture (hardness, springiness, che- 
winess, gumminess, cohesiveness), loss rate, volume, specific volume, sweetness, saltiness, moisture content 
and pH (p<0.05). The results of the sensory evaluation showed significant values for color, flavor, taste, 
softness, appearance and overall quality (p<0.05). As a result, the optimized compounding ratio was found 
to be 4.28 g of Euonymus alatus and 33.18 g of grape seed oil.

1. 서  론

혼잎나물(Euonymus alatus)은중국중북부, 일본, 한국을중
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 Celastraceae과에 속한다(Kim 
et al., 2014). 이 낙엽 관목은 높이 성장보다는 주로 옆으로
퍼지면서 번식하는데, 방추형의 날개가 달린 줄기가 특징적
이며, 이러한 줄기의 독특한 특징은 학명에서도 알 수 있듯
alatus가 “날개”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이다. 혼잎나물 잎은
길이 2∼7 cm 및넓이 1∼4 cm 정도의타원형으로주로장식
용으로 사용되어왔지만, 최근에 항염증, 항산화, 항비만 등

의 다양한 생리활성능이 알려지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 
한편, 감염 및 질병은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주로 발생
하는데, 혼잎나물과 같은 천연물을 통해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
에 부응해서, 천연물 중 존재하는 여러 성분의 단순한 영양
소 측면 외에 기능성을 지닌 물질로서의 역할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으며(Song & Lee, 2014; Moon, Assefa, Ko, & 
Park, 2015), 테프파운드케이크(Joung et al., 2017), 민들레쌀 
쿠키(Byeon, Ra, & Kim, 2017), 산수유 젤리(Jeong, Park, & 
Son, 2017) 등을 제조하여 항산화 활성 및 품질 특성 연구가



김다솔․정희선․주나미82

Table 1. An experimental design for the rice pound cake prepared with Euonymus alatus

Sample
No.

Variable level ingredient

Factor Whole egg 
(g)

Milk
(g)

Rice flour
(g)

Baking powder
(g)

Sugar
(g)

Salt
(g)Euonymus alatus (g) Grape seed oil (g)

1 1.00 10.00

35.00 70.00 120.00 4.00 40.00 1.00

2 7.00 10.00

3 1.00 50.00

4 7.00 50.00

5 1.00 30.00

6 7.00 30.00

7 4.00 10.00

8 4.00 50.00

9 4.00 30.00

10 4.00 30.00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생리활성능을 지
닌 혼잎나물은 기능성 식품 개발 부분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혼잎나물을 첨가한 파운드케이크를 개발하고
자 하였다.
한편, 제과류에 속하는 파운드케이크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
가 있다(Gong, 2015). 또한 파운드케이크의 주재료인 밀가루
에는 과민성 장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글루텐이 함유

되어있어, 밀가루를대체할 수 있는 gluten free 제과류제조
를 위한 소재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코페롤, 
올레인산, 리놀렌산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포도씨유로
버터를 대체하며,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고 전분입자의 크기
가 작은 쌀가루를 밀가루 대신 이용하여(Sang, 2012) 저지방
쌀 파운드케이크를 개발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응 값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실험

인자를 찾은 후 소수의 중요 인자를 활용하여 최적의 반응

값을 찾는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을 이용하여, 혼잎나물을 첨가한 쌀 파운드케이크의
관능 최적점을 갖는 배합비 및 조리법을 확립하고자 했다. 
이 때,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을 지닌 혼잎나물을 파운드케
이크에 접목시킴으로써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상품 가능성

또한 평가해 보고자 했다.

2. 연구방법

2.1. 실험 재료

쌀파운드 케이크를 제조하기 위하여 혼잎나물(경상남도

밀양, 한국), 쌀가루(햇쌀마루, 서울, 한국), 포도씨유((주)해
표, 서울, 한국), 달걀(영림축산, 경기도안양, 한국), 우유((주)
남양유업, 서울, 한국), 설탕((주)CJ, 서울, 한국), 소금((주)CJ, 
서울, 한국), 베이킹파우더((주)제니코, 서울, 한국)을 사용하
였다.

2.2. 실험 계획

혼잎나물을첨가한쌀파운드케이크의모든실험은 Design 
Expert 8(Stat-Easy Co., Minneaplis, MN, USA)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RSM의 중심합성계획법(Central Composite Design; 
CCD)를 통해 설계했다. 이 때 독립변수로는 혼잎나물(X1)과
포도씨유(X2) 함량을 설정했고, 종속변수는 색도(명도, 적색
도, 황색도), 조직감(경도, 부착성, 탄력성, 씹힘성, 검성, 응
집성), 굽기손실률, 부피, 비용적, 당도, 염도, 수분 함량, pH, 
관능적특성(색, 향, 맛, 부드러움, 외관, 전반적기호도)를설
정했다. 독립변수 및종속변수 설정 후 예비 실험을반복진
행하여 혼잎나물 1.00∼7.00 g과 포도씨유 10.00∼50.00 g으
로 최소 및 최대 범위를 정하였으며, 이렇게 완성된 실험의
재료 배합 비율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2.3. 혼잎나물 첨가 쌀 파운드케이크 제조

달걀을 mixer(K5SS, Kitchen Aid Co., Joseph, MI, USA)를
이용해 풀어준 다음, 설탕을 첨가하고 3단에서 1분 동안 균
일하게한다. 이에 포도씨유를 넣어 1단에서 10초 동안혼합
하였고, 그 후 쌀가루, 베이킹파우더, 혼잎나물, 소금을 체에
내려 3회에 걸쳐 나누어 넣으면서 2단에서 30초 동안 혼합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유를 넣어 2단에서 30초 동안 혼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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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균일한 상태로 만든 후 사각 틀에 담아 convection oven 
(FDO-7102, Daeyoung Co., Anshan, Korea)에넣고온도를 180 
℃로 설정하여 35분간 구워내었다. 이것을 틀에서 빼내어 1
시간 동안 실온에 방치한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2.4. 기계적 특성 측정

2.4.1. 색도

색도(Color)는 시료를 가로 3.00 cm × 세로 3.00 cm × 높이
2.00 cm 크기로잘라 color difference meter(Colormeter CR-300, 
Minolta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ightness, L), 적
색도(Redness, a), 황색도(Yellowness, b)를 3회 반복해서 측
정하였고, 이 때 L값 93.23, a값 0.27, b값 3.42의 표준백판
(Standard plate)을 사용하였다.

2.4.2. 조직감

조직감(Texture)은 시료를 가로 3.00 cm × 세로 3.00 cm × 
높이 2.00 cm로 잘라 texture analyzer(TA XT Express v2.1, 
London, England)를 이용하여 경도(Hardness), 부착성(Cohesi- 
veness), 탄력성(Springiness), 씹힘성(Chewiness), 검성(Gummi- 
ness), 응집성(Adhesiveness)를 3회 반복하여 측정했고 stable 
micro systems(Expression TA ST Express v2.1, London, En- 
gland)을통해 결과 값을얻어내었다. 이때 측정하는조건을
75.00 mm ∅ aluminum compression platens, pre-test speed 
3.00 mm/s, test speed 1.00 mm/s, return speed 1.00 mm/s, test 
distance 10.00 mm/s, trigger force 10.00 g으로 설정하였다.

2.5. 이화학적 특성 측정

2.5.1. 굽기 손실률

굽기 손실률(Loss rate)은 한 처리군 당 3개의 시료를 이용
하여 굽기 전 반죽 중량과 구운 후 쌀 파운드케이크 중량을

3회 반복 측정해 아래 식을 통해 결과 값을 얻었다.

굽기 손실률(%) =

굽기전반죽중량g
굽기전반죽중량g 구운후쌀파운드케이크중량g 

×100

2.5.2. 부피

부피(Volume)는 종자치환법에 따라 좁쌀을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이때 500.00 mL 비커에좁쌀을가득담았
다가 그 좁쌀을비운다음, 여기에 시료를담고그의나머지
를 좁쌀로 채워서 윗면이 평평하도록 하며, 남은 좁쌀을 메
스실린더에 담아 부피를 측정하였다.

2.5.3. 비용적

비용적(Specific volume)은 한 처리군 당 3개의 시료를 이
용하여시료의부피와중량을 3회반복측정해아래식을통
해 결과 값을 얻었다.

비용적(mL/g) = 구운후 쌀파운드 케이크 중량
구운후 쌀파운드 케이크 부피

2.5.4. 당도

당도(Sweetness)는측정범위 0∼56%의당도계(Pocket PAL- 
1, ATAGO Co., Tokyo, Japan)를 이용해 3회 반복 측정했다. 
이 때 5.00 g 시료에 10배 Distilled water(DI)를 가해 hot plate 
& stirrer(MS300HS, Motops Co., Korea)로 1분 30초 혼합한
후, 110 mm ∅ filter paper(Cat# 1004110, WhatmanTM, Bucking- 
hamshire, England)로 거른 용액을 측정하였다.

2.5.5. 염도

염도(Saltiness)는 0∼56% 범위의 염도계(Pocket PAL-03S, 
ATAGO Co., Tokyo, Japan)를이용하여 3회반복측정하였다. 
이때시료 5.00 g에 10배 DI를가해 hot plate & stirrer(MS300- 
HS, Motops Co., Korea)로 1분 30초 혼합한 후, 110 mm ∅
filter paper(Cat# 1004110, WhatmanTM, Buckinghamshire, En- 
gland)로 거른 용액을 측정하였다.

2.5.6. 수분 함량

수분 함량(Moisture content)는 상압가열건조법에 따라 dry 
oven(SW-90D, Sanwoo, Seoul, Korea)을 사용하여 3회 반복해
측정했다. 이 때 알루미늄 접시에 시료 3.00 g을 칭량하고, 
105℃에서 수분 함량을 측정하였다.

2.5.7. pH

pH는 5.00 g 시료와 45.00 mL DI를교반한후, 110 mm ∅
filter paper(Cat# 1004110, WhatmanTM, Buckinghamshire, En- 
gland)로 거른 용액으로 pH meter(F-51, Horiba, Tokyo, Japan)
를 사용하여 3회 반복해 측정했다.

2.6. 관능적 특성 측정

관능검사는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생 중에서 훈련된 25명
을 대상으로 본연구의 목적, 방법, 위험요소, 준수사항 등을
설명한 후 응하게 하였으며(Larmond, 1997) 7점 척도법(1점: 
매우 싫다, 7점: 매우 좋다)으로 색(Color), 향(Flavor), 맛(Ta- 
ste), 부드러움(Softness), 외관(Appearance), 전반적인 기호도
(Overall quality)의 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시료는 4자리
난수를 표시한 플라스틱 접시에 각각 담아서 제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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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 rice pound cake prepared with Euonymus alatus

Sample 
No.

Euonymus 
alatus (g)

Grape seed 
oil (g)

Response

L a b Hardness Adhesiveness Springiness Chewiness Gumminess Cohesiveness

1 1.00 10.00 57.64 —6.23 16.27 407,536.00 —46.00 0.73 212,644.00 274,192.00 0.68

2 7.00 10.00 35.50 —5.34 14.66 469,025.00 —90.40 0.78 231,539.00 298,410.00 0.64

3 1.00 50.00 49.12 —5.68 16.01 203,870.00 —81.10 0.82 145,726.00 120,962.00 0.63

4 7.00 50.00 33.74 —5.39 14.11 312,910.00 —85.60 0.84 150,607.00 205,662.00 0.54

5 1.00 30.00 49.47 —6.07 16.49 301,928.00 —62.50 0.77 101,553.00 188,876.00 0.65

6 7.00 30.00 33.82 —5.62 14.57 491,350.00 —77.90 0.81 214,926.00 264,604.00 0.59

7 4.00 10.00 41.15 —6.19 16.43 463,372.00 —51.90 0.77 218,335.00 266,131.00 0.67

8 4.00 50.00 35.72 —5.55 14.80 412,571.00 —78.07 0.83 180,882.00 217,210.00 0.52

9 4.00 30.00 40.88 —6.03 16.31 503,902.00 —83.00 0.85 204,144.00 307,729.00 0.57

10 4.00 30.00 41.05 —5.74 16.46 370,915.00 —88.60 0.84 204,674.00 209,674.00 0.57

다음의 시료 평가 시 미칠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입

안을 헹굴 수 있도록 물과 함께 제공하였다.

2.7. 통계 분석

혼잎나물 첨가 쌀 파운드케이크 요인간의 상호 작용 및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design expert 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OVA test를 통해 모델 적합성을 검증하였으며, perturba- 
tion plot 및 response surface 3D plot을통해 각 변수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장높은적합도를나타내는최적점을채택하기위

하여 목표 범위를 canonical model을 기준으로 하는 모델 계
수 중에서 독립변수인 혼잎나물 및 포도씨유의경우에는 범

위 내로, 반응 변수 즉 종속변수인 관능 평가의항목들 중에
서 유의적인 결과 값을 나타내는 색, 향, 맛, 부드러움, 외관, 
전반적 기호도항목의 경우에는 최대치로 설정하여 수치 최

적화(Numerical optimization) 하였다. 이를 통해 제시된 최적
점은 아래 식에 준하여 적합도(Desirability)를 구하였다.

D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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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  과

3.1. 기계적 특성

혼잎나물을첨가한쌀파운드케이크의색도(명도, 적색도, 
황색도) 및 조직감(경도, 부착성, 탄력성, 씹힘성, 검성, 응집

성)을 측정한 결과 값은 Table 2와 Table 3에 제시하였다.

3.1.1. 색도

혼잎나물 첨가쌀파운드케이크의색도를측정한 결과 명

도 33.74∼57.74, 적색도 —6.23∼—5.34, 황색도 14.11∼16.49
의범위를나타내었다(Table 2). 적색도는각요인이독립적으
로반응하는 Linear 모델이선택됐으며 p-value의경우 0.0162 
(p<0.05)로 유의성을 나타내었고(Table 3) 혼잎나물 및 포도
씨유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적색도가 증가하였다(Fig. 1). 
명도 및 황색도도 p-value의 경우 0.0003(p<0.001), 0.0109(p< 
0.05)로 유의성을 나타낸 반면(Table 3), 혼잎나물 및 포도씨
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 및 황색도가 감소했다(Fig. 1). 
한편, Perturbation plot 및 반응표면곡선을 분석한 결과, 포도
씨유 첨가량보다 혼잎나물 첨가량이 증가하게 될 때 명도, 
적색도, 황색도 모두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쌀 파운
드케이크색도에 가장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혼잎나물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세발나물 첨가 쌀 머핀(Kim, Lee, 
& Joo, 2016), 케일 첨가 머핀(Choi, 2015) 등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혼잎나물 본연의 명도, 적색도, 황색
도가 낮아서 이에 의해 혼잎나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쌀

파운드케이크의 색도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

료된다. 이외에도, 굽는 단계 중에 혼잎나물의 환원당과 쌀
파운드케이크 반죽 배합 내 아민화합물과의 마이야르 반응

(Maillard reaction)에 의한 갈색화로 인한 것이라 사료된다.

3.1.2. 조직감

혼잎나물 첨가 쌀 파운드케이크의 조직감을 분석한 결과

(Table 2), 경도, 부착성, 탄력성, 씹힘성, 검성, 응집성항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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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 rice pound cake prepared with 
Euonymus al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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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inear 0.8981 30.84*** 0.0003 41.81—8.86A—2.62B

a Linear 0.6921 7.87* 0.0162 —5.78+0.27A+0.19B

b Linear 0.7252 9.23* 0.0109 15.61—0.91A—0.41B

Hardness Linear 0.5897 5.03* 0.0442 (3.937E+005)+59,991.67A—68,430.41B

Adhesiveness Linear, 2FI 0.7418 5.75* 0.0338 —74.51—10.72A—9.41B+9.98AB

Springiness Linear 0.6671 7.01* 0.0213 0.80+0.018A+0.035B

Chewiness Linear 0.5762 4.76* 0.0496 (1.865E+005)+222,858.08A—30,883.88B

Gumminess Linear 0.6807 7.46* 0.0184 (2.353E+005)+30,774.31A—49,149.81B

Cohesiveness Linear 0.7549 10.78** 0.0073 0.61—0.032A—0.05B

A: Euonymus alatus, B: Grape seed oil.
1) 0<R2<1, close to 1 means more significant.
2) * p<0.05, ** p<0.01, *** p<0.001.

Color L value Color a value Color b value

Hardness Adhesiveness Springiness

Chewiness Gumminess Cohesiveness

Fig. 1. Perturbation plot for the effect of Euonymus alatus (A) and grape seed oil (B) on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 rice pound cake prepared with Euonymus al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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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rice pound cake prepared with Euonymus alatus

Sample 
No.

Euonymus 
alatus (g)

Grape seed
oil (g)

Response

Loss rate
(%)

Volume
(mL)

Specific 
volume (mL/g)

Sweetness
(%)

Saltiness
(%)

Moisture
(%) pH

1 1.00 10.00 23.02 203.00 1.07 1.90 1.50 31.15 6.38

2 7.00 10.00 20.02 191.00 1.21 1.90 1.30 29.48 6.17

3 1.00 50.00 21.00 190.00 1.36 1.70 1.30 27.89 6.45

4 7.00 50.00 19.01 174.00 1.52 1.60 1.20 27.84 6.19

5 1.00 30.00 23.01 185.00 1.28 1.60 1.40 28.74 6.42

6 7.00 30.00 19.00 182.00 1.27 1.80 1.20 27.86 5.97

7 4.00 10.00 22.01 196.00 1.22 1.80 1.40 31.22 6.09

8 4.00 50.00 19.00 194.00 1.35 1.60 1.40 28.53 6.02

9 4.00 30.00 20.03 192.00 1.26 1.70 1.30 30.03 6.16

10 4.00 30.00 18.99 191.00 1.28 1.70 1.30 30.19 6.22

Table 5.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rice pound cake prepared 
with Euonymus al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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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ss rate Linear 0.7949 13.57** 0.0039 20.51-1.50A-1.01B

Volume Linear 0.5788  4.81* 0.0485 189.80-5.17A-5.33B

Specific volume Linear 0.8432 18.82** 0.0015 1.28+0.048A+0.12B

Sweetness Quadratic 0.9566 40.71** 0.0016 1.71-0.017A-0.12B-0.025AB+0.086A2-0.014B2

Saltiness Linear 0.6996  8.15* 0.0149 1.33-0.083A-0.05B

Moisture Quadratic 0.9594 18.89** 0.0069 29.82-0.43A-1.26B+0.40AB-1.22A2+0.35B2

pH Linear 0.5803  4.84* 0.0479 6.21-0.15A+(3.333E-003)B

A: Euonymus alatus, B: Grape seed oil.
1) 0<R2<1, close to 1 means more significant.
2) * p<0.05, ** p<0.01, *** p<0.001.

두 Linear 모델이 선택됐고, p-value는 0.0442(p<0.05), 0.0338 
(p<0.05), 0.0213(p<0.05), 0.0496(p<0.05), 0.0184(p<0.05), 0.0073 
(p<0.01)로 전 항목에서 유의성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Table 
3). Perturbation plot 및 반응표면곡선을 분석한 결과, 경도, 
씹힘성, 검성은혼잎나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포도씨유 첨
가량이 감소할수록 증가하였다(Fig. 1). 부착성 및 응집성은
혼잎나물 및 포도씨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한 반면, 
탄력성은 증가하였다. Kim과 Kim(2013)의 연구에 의하면 부
첨가물이 제과류의 조직감, 특히 경도 및 씹힘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쌀 파운드케이크
의 부첨가물 함량이 증가해서 글루텐의 망상 구조가 약화돼

가스를 포집하는 능력이저하 되면서이의 밀도가 증가하게

돼 경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도의 변화로 씹

힘성이 증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3.2. 이화학적 특성

혼합나물을첨가한쌀파운드케이크의굽기손실률, 부피, 
비용적, 당도, 염도, 수분 함량, pH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 
및 Table 5와 같았다.

3.2.1. 굽기 손실률

혼잎나물 첨가쌀파운드케이크의굽기손실률 측정결과

는 18.99∼23.02% 범위를나타내었으며(Table 4), p-value의경
우, 0.0039(p<0.01)로 유의성 있는 결과 값을 나타냈다(Table 
5). Perturbation plot 및 반응표면곡선을 분석하였더니, 혼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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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 rate Volume Specific volume

Sweetness Saltiness Moisture

pH

Fig. 2. Perturbation plot for the effect of Euonymus alatus (A) and grape seed oil (B) on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rice pound cake prepared with Euonymus alatus.

나물 및 포도씨유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굽기손실률이 감

소하였으며(Fig. 2) 포도씨유 첨가량보다 혼잎나물 첨가량이
증가될 때 굽기 손실률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쌀
파운드케이크 굽기 손실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미친 요인은

혼잎나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혼잎나물
에 함유된 식이섬유소의수분에 대한결합력이강해서 수분

증발을 감소시켜서 쌀 파운드케이크의 굽기 손실률에 영향

을 준 것으로 보인다(Lee & Lee, 2014).

3.2.2. 부피

혼잎나물 첨가 쌀 파운드케이크의 부피를 측정한 결과

174.00∼203.00 mL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Table 4), p-value
의 경우, 0.0485(p<0.05)로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줬다(Table 
5). Perturbation plot 및 반응표면곡선을 분석하였더니, 혼잎

나물및포도씨유의첨가량이증가할수록부피가감소하였다

(Fig. 2). 일반적으로 파운드케이크의 반죽은 밀가루의 종류
및 온도, 기타 사용 재료, 혼합 속도, 화학 팽창제 사용 유무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제과 제품의 가공 적성에 영향
을 주면 부피가 줄어들고, 기공이 조밀해서 씹힘성이 저하
되며, 비중이 낮을 경우에는 너무 약해서 쉽게 부서지는 내
부를 형성한다고 보고되었다(Bae & Jung, 2013). 본 연구에
서도 혼잎나물 첨가 쌀 파운드케이크 제조 시 가공 적성에

영향을 받아 부피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3.2.3. 비용적

혼잎나물 첨가 쌀 파운드케이크의 비용적을 측정한 결과

1.07∼1.52 mL/g 범위를 나타내었으며(Table 4), p-value의 경
우, 0.0015(p<0.01)로 유의성 있는 결과 값을 나타냈다(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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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erturbation plot 및 반응표면곡선을 분석한 결과는, 비용
적은 혼잎나물 및 포도씨유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였다(Fig. 2). 이는 혼잎나물 첨가로 인해서 밀가루 단백질의
상대적인 변화나 전분의 호화 속도 및 점성 등에 변화가 일

어나게됨으로써비용적이감소하게된것으로판단된다(Lee 
& Lee, 2014).

3.2.4. pH

혼잎나물첨가쌀파운드케이크의 pH를측정한결과, 5.97∼
6.45의 범위를 나타냈으며(Table 4) Linear 모델이 선택됐고, 
p-value의 경우 0.0497(p<0.05)로 유의성 있는 결과 값을 나
타냈다(Table 5). Perturbation plot 및 반응표면곡선을 분석하
였더니 혼잎나물 첨가량이 감소할수록, 포도씨유의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pH가 증가했으며(Fig. 2), 포도씨유의 첨가량
보다 혼잎나물 첨가량이 증가하게 될 때 pH가 크게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나, 쌀 파운드케이크 pH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이 혼잎나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Kim 등(2016)
의연구에서세발나물첨가쌀쿠키제조시세발나물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쌀 쿠키 pH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발나물
이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반죽의 pH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첨가된 부재료인 혼잎나물이
산성을띠고있어반죽의 pH에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3.2.5. 수분 함량

혼잎나물첨가 쌀파운드케이크의수분함량을측정한결

과, 27.84∼31.22%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Table 4), quadratic 
모델이 선택됐고, p-value의 경우에는 0.0069(p<0.01)로 유의
성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Table 5). Perturbation plot 및 반응
표면곡선을 분석하였더니, 쌀 파운드케이크 수분 함량에 영
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인이 혼잎나물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Fig. 2). 이는혼잎나물의식이섬유가쌀파운드케이크의 
수분 흡수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Kim et al., 
2016).

3.2.6. 당도

혼잎나물 첨가 쌀 파운드케이크의 당도 측정 결과는 1.60
∼1.90% 범위를 나타냈고(Table 4), quadratic 모델이 선택됐
으며, p-value의경우 0.0016(p<0.01)로유의성있는결과를나
타냈다(Table 5). Perturbation plot 및 반응표면곡선을 분석하
였더니, 쌀 파운드케이크 수분 함량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
친 요인이 혼잎나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3.2.7. 염도

혼잎나물 첨가 쌀 파운드케이크의 염도 측정 결과는 1.20

∼1.50% 범위를나타냈으며(Table 4), linear 모델이선택됐고, 
p-value의 경우 0.0149(p<0.05)로 유의성 있는 결과 값을 나
타냈다(Table 5). Perturbation plot 및 반응표면곡선을 분석하
였더니, 혼잎나물과 포도씨유의 첨가량이 감소할수록 염도
가 증가했으며(Fig. 2), 포도씨유의 첨가량보다 혼잎나물 첨
가량이 증가하게 될 때 염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

어, 쌀 파운드케이크 염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혼잎나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관능적 특성

총 16가지의 배합 비율에 따라 만든 혼잎나물 첨가 쌀 파
운드케이크의 관능적인 특성(색, 향, 맛, 부드러움, 외관, 전
반적인 기호도)를평가하도록 한결과는 Table 6과 Table 7에
제시하였다.

3.3.1. 색

색 범위는 2.43∼5.71를 나타냈으며(Table 6), 각 독립변수
간에교호작용을하는 quadratic 모델이선택됐고, p-value의경
우 0.0010(p<0.01)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Table 7). Per- 
turbation plot 및 반응표면곡선을 분석한 결과, 색에 대한 선
호도에가장크게영향을미친요인은혼잎나물이었으며, 이
러한 결과는 혼잎나물이 지니고 있는 특유 색에 의한 것으

로 판단된다. 혼잎나물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색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증가를 하다가 일정한 수준에서 감소하게

되는 경향을 보였고(Fig. 3), 포도씨유의 첨가량 또한 증가하
게 될수록 색에 대한선호도가증가하다가 일정한 수준에서

감소했다.

3.3.2. 향

향의 경우에는 2.00∼5.86의 범위를 나타냈으며(Table 6) 
quadratic 모델이선택됐고, p-value의경우 <0.0001(p<0.001)로 
신뢰성이 매우 높았다(Table 7). Perturbation plot 및 반응표면
곡선을 분석하였더니, 향에 대한 선호도에 가장 크게 영향
을미친요인은혼잎나물이며, 이러한결과는혼잎나물이지
니고 있는 특유 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혼잎나물 첨가
량이 증가하게 될수록향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다가일정

한 수준에서 감소하게 되는 경향을 보였고(Fig. 3), 포도씨유
의 첨가량 또한 증가할수록 향의 선호도가 증가하다가일정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이는 혼잎나물 향이 쌀 파운드케이크
의 달콤한 향과 복합돼, 쌀 파운드케이크의 풍미를 형성하
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이라 판단된다.

3.3.3. 맛

맛의 경우에는 2.29∼5.43의 범위를 나타냈으며(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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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the rice pound cake prepared with Euonymus alatus

Sample 
No.

Euonymus 
alatus (g)

Grape seed 
oil (g)

Response

Color Flavor Taste Softness Appearance Overall quality

1 1.00 10.00 2.43 2.00 2.29 3.00 2.86 2.29

2 7.00 10.00 3.29 3.86 3.43 2.71 3.29 3.14

3 1.00 50.00 3.00 2.29 2.86 3.00 2.71 2.71

4 7.00 50.00 3.71 4.00 3.57 3.00 3.71 4.00

5 1.00 30.00 3.43 2.86 3.14 3.43 3.00 3.00

6 7.00 30.00 3.71 4.57 3.29 3.29 3.71 3.29

7 4.00 10.00 4.86 4.86 4.43 3.86 4.43 4.29

8 4.00 50.00 5.00 5.00 4.57 4.14 5.00 4.71

9 4.00 30.00 5.71 5.57 5.14 4.14 5.57 5.00

10 4.00 30.00 5.57 5.86 5.43 4.57 5.86 5.43

Table 7.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the rice pound cake prepared with 
Euonymus al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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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r Quadratic 0.9851 52.93 0.0010 5.57+0.31A+0.19B—0.037AB—1.93A2—0.57B2

Flavor Quadratic 0.9968 245.85 <0.0001 5.68+0.88A+0.095B—0.037AB—1.94A2—0.72B2

Taste Quadratic 0.9506 15.40 0.0101 5.11+0.33A+0.14B—0.11AB—1.72A2—0.44B2

Softness Quadratic 0.9710 26.78 0.0036 4.38—0.072A+0.095B+0.073AB—1.04A2—0.40B2

Appearance Quadratic 0.9609 19.65 0.0064 5.49+0.36A+0.14B+0.14AB—1.91A2—0.55B2

Overall quality Quadratic 0.9480 14.58 0.0112 5.04+0.41A+0.28B+0.11AB—1.72A2—0.37B2

A: Euonymus alatus, B: Grape seed oil.
1) 0<R2<1, close to 1 means more significant.
2) * p<0.05, ** p<0.01, *** p<0.001.

quadratic 모델이 선택됐고, p-value의 경우 0.0101(p<0.05)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Table 7). Perturbation plot 및 반응표
면곡선을 분석하였더니 혼잎나물이 맛의 선호도에 가장 크

게영향을미쳤으며, 혼잎나물첨가량이증가하게될수록맛
의 선호도가 증가되다가일정한 수준에서 감소한 경향을 보

였다(Fig. 3). 이는혼잎나물맛이일정량이상의첨가에의하
여 강하게 발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3.4. 부드러움

부드러움은 2.71∼4.57의범위를나타냈으며(Table 6), qua- 
dratic 모델이 선택됐고 p-value의 경우 0.0036(p<0.01)로신뢰
성이 높게 나타났다(Table 7). Perturbation plot 및 반응표면곡
선을 분석한 결과, 부드러움에 대한 선호도에 가장 크게 영
향을 미친 요인이 혼잎나물이었으며, 혼잎나물 첨가량이 증

가하게 될수록 부드러움의 선호도가 증가하게 되다가 일정

한 수준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Fig. 3). 
포도씨유의 첨가량도 증가할수록 부드러움에 대한 선호도

가 증가하게되다가일정한수준에서감소했다. 이러한결과
는 혼잎나물 첨가에 의해서 증가한 경도가 부드러움의선호

도에 영향을 준 것이라 사료된다.

3.3.5. 외관

외관은 2.86∼5.86의 범위를나타냈으며(Table 6), quadratic 
모델이 선택됐고 p-value는 0.0064(p<0.01)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Table 7). Perturbation plot 및 반응표면곡선을 분석
하였더니 외관에 대한 선호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

인이 혼잎나물인 반면에, 포도씨유의 첨가량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다(Fig. 3). 이러한 결과는 초석잠 분말을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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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Flavor Taste

Softness Appearance Overall quality

Fig. 3. Perturbation plot for the effect of Euonymus alatus (A) and grape seed oil (B) on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the rice pound cake prepared with Euonymus alatus.

한 쌀 머핀의 최적화실험(Park et al., 2014)에서 초석잠분말
이 지니고 있는 색의 영향에 의한 과한 첨가 때문에 저조한

외관선호도결과를보인것과일치하였으며, 생리활성을가
지고 있는 재료라 하더라도 지나친 첨가의 경우에는 소비자

기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적점 도출의 필요성이요구

된다.

3.3.6. 전반적 기호도

전반적인 기호도의 경우에는 2.29∼5.43의 범위를 나타냈
으며(Table 6), quadratic 모델이 선택됐고 p-value는 0.0112(p< 
0.05)로신뢰성이높게나타났다(Table 7). Perturbation plot 및 
반응표면곡선을 분석하였더니 전반적인 기호도에 가장 크

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혼잎나물이었으며, 혼잎나물 첨가
량이 증가하게 될수록 전반적인 기호도가 증가하게 되다가

일정한 수준에서 감소하게 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Fig. 3). 
포도씨유의 첨가량도 증가하게 될수록 전반적인 기호도가

증가하게 되다가 일정한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3.4. 혼잎나물 첨가 쌀 파운드케이크의 관능 최적화

혼잎나물 첨가 쌀 파운드케이크의 배합 비율의 최적화를

통해 각각의 독립변수의 예측되어진 최적 값이 혼잎나물

4.28 g, 포도씨유 33.18 g으로 제시되어(Fig. 4) 생리활성능을
갖고 있는 혼잎나물을 활용한 식품의 개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밀가루를 대신해서 쌀가루를 첨가한 혼잎나물 첨가
쌀 파운드케이크는 영양학적 및 기능적으로 우수하면서, 품
질 및 기호도 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생리활성능을 지니고 있는 혼잎나물을 첨

가한 쌀 파운드케이크의 품질 특성 및 관능의 최적화를 위

해 중심합성계획법에 따라서 혼잎나물 및 포도씨유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본 실험을 계획했으며, 반응표면분석법을
통해서 쌀 파운드케이크의 품질 특성을 분석했고, 관능 최
적 레시피를 산출했다.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modeling하
여 유의도를 검증해본 결과, 색도(명도, 적색도, 황색도), 조
직감(경도, 부착성, 탄력성, 씹힘성, 검성, 응집성), 굽기 손실
률, 부피, 비용적, 염도, pH는 Linear 모델이 선정되었으며
당도, 수분 함량, 관능 검사한 항목(색, 향, 맛, 부드러움, 외
관, 전반적 기호도)의 경우에는 quadratic 모델이 선정됐다. 
기계적 특성 중에서 색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혼

잎나물이었으며, 이의 첨가량이 증가하게 될수록 명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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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erturbation plot, response surface and overlay plot for common area for optimization mixture on the 
desirability of the rice pound cake prepared with Euonymus alatus.

황색도는 유의적으로 감소한 반면, 적색도는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다(p<0.05). 한편, 조직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포도씨유였으며, 그 첨가량이 증가하게 될수록 경도, 
씹힘성, 검성, 응집성은 유의적으로 감소한 반면, 부착성 및
탄력성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이화학적 특성 중
굽기 손실률, 당도, 염도, 수분 함량, pH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혼잎나물이었으며, 이의 첨가량이 증가하게 될
수록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한편, 부피 및 비용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이 포도씨유였으며, 이의 첨가
량이 증가하게 될수록 부피는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비용
적은 유의하게 증가했다(p<0.05). 그리고 혼잎나물 첨가의
경우에는 관능적인 특성에 바람직함을 나타내었으며, 혼잎
나물 첨가량이 증가하게 될수록 색, 향, 맛, 부드러움, 외관
뿐 아니라 전반적인 기호도도 증가하다가 일정한 수준에서

유의하게 감소했다(p<0.05).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혼
잎나물 첨가 쌀 파운드케이크의 관능 최적 배합 비율은 혼

잎나물 4.28 g, 포도씨유 33.18 g으로 최종 산출됐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혼잎나물첨가 쌀 파운드케이크는 품질뿐 아

니라, 소비자의 기호성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혼잎나물을 활용한 여러 식품 개발의 필요성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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