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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미용 개선을 위한 맥주 효모 및 두류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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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 Skin Health of Lactating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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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cookies made with black soybeans, chick 
peas, lentils, oatmeal, and brewer’s yeast and to establish the optimum formula for the development of low 
glycemic index (GI) cookies with high biotin content for lactating women.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
termine the optimal composite recipe of oatmeal cookies with two different concentrations levels of bean 
powder (black soybeans, chick peas, lentils) and brewer’s yeast using a central composite design. In addition, 
the mixing conditions of oatmeal cookies were optimized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of sensory eval-
uation and mechanical and physicochemical analysis. As a result, mechanical and physicochemical analyses 
showed significant values for lightness, redness, yellowness, hardness, and water content (P＜0.05), while sen-
sory evaluation showed significant values for flavor, taste, crispness, and overall acceptability (P＜0.05). The op-
timal sensory combination was suggested to be 3.73 g of bean powder and 1.59 g of brewer’s yeast. 
Considering all outcomes obtained throughout the experiments, brewer’s yeast, black soybeans, chick peas, len-
tils, and oatmeal are suitable ingredients for increasing functionality and consumer acceptability of cookies. In 
addition,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ful in producing cookies of optimal quality,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nutritious foods, and improving the food industry for lactating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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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오틴(Biotin)은 황을 함유한 수용성 비타민 B 복
합체 중 하나로, 생체 내 대사 과정 중 카르복실기

를 제공하는 카르복실화 효소 및 탈탄산 효소의 조

효소로 작용하며 아미노산으로부터 에너지 생성 및 

deoxyribonucleic acid(DNA)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in 등 2016). 이는 알칼리 

용액과 산화제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반면, 뜨거운 

물에 잘 용해되며 열과 광선 및 산에 안정적이고 

조리과정 중 손실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비오틴은 

모든 식품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간, 콩팥, 
난황, 두류, 견과류, 효모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데, 체내 비오틴 결핍은 영아나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 저하를, 성인의 경우 피부염, 탈모증, 우울증 

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비오틴은 한국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자료가 부족하여 미국 및 캐나다의 

충분섭취량(Adequate intake, AI) 설정 방법을 토대로 

모유영양아의 자료로부터 AI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15년 발표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 KDRIs)
에 따르면 영유아의 경우 모유 중 비오틴 함량에 근

거하여 5∼11 μg/일, 성인 및 임산부의 경우 30 μg/
일을 AI로 제시하고 있으며, 수유부의 경우 5 μg/
일을 부가하여 설정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를 제외

한 대부분의 연령층은 난황, 과일, 치즈와 같은 다

양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비오틴을 충분

히 섭취하고 있으나 영유아의 경우 모유만을 통해 

비오틴을 섭취하고 있어, 수유부의 비오틴 관련 식

품 섭취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Chun 
등 2005; Shin 등 2016). 그러나 수유부를 위한 제품 

개발 연구가 미흡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의 고식

이섬유 및 고비오틴 함유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식

용 효모 첨가 수유부용 쿠키 개발은 현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 개발이 될 것이다.
식용 효모는 맥주 효모, 빵 효모, 우유 효모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특히 맥주 효모가 건강기능

식품의 소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맥주 효모는 약 

50%가 양질의 단백질, 약 6∼10%가 무기질로 구성

되어 있으며, 약 20%를 차지하는 세포벽은 장내 이

용도가 높은 식이섬유로 되어 있다. 또한 비타민 B
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정장 작용, 소화 촉진, 식
욕 증진제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천연 비타민 B 제품은 주로 맥주 효모에서 추

출하여 원료로 사용하거나 맥주 효모를 운반체로 

이용할 만큼 맥주 효모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식

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비타민 B군은 두류에도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그중 특히 렌틸, 검은콩, 병아리콩, 오트밀이 

혈당지수(Glycemic index, GI)가 낮으면서 식이섬유 함

량 역시 높아 당뇨병 환자의 내당능 개선, 콜레스테롤 

저하, 원활한 배변활동, 체중 조절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등 2014).
또한 렌틸, 검은콩, 병아리콩, 오트밀이 섬유아세

포 활성도를 높여 유의적인 세포 성장 효과를 보이

며, 이는 콜라겐 생성량을 증가시켜 탈모 및 피부 

미용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등 

2014; Bae 등 2016; Park 등 2017).
한편 수유부는 혈당이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

유아의 성장 발달을 위해 영양소가 풍부한 다양한 

식품을 고루 섭취하여 모체의 철저한 건강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수유부는 임신으로 인해 급

격히 증가된 체중을 회복하기 위하여 출산 후 혈당

지수가 낮은 적절한 식품을 선택하여 섭취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렌틸, 검은콩, 병아리콩, 오트

밀, 맥주 효모의 피부 보호 활성능을 평가하여 수유

부를 위한 피부 미용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후 오트밀에 맥주 효모와 세 

가지 두류(렌틸, 검은콩, 병아리콩)를 첨가하여 저혈

당 오트밀 쿠키를 제조하고, 이의 최적 배합비를 도

출하기 위하여 조절 가능한 입력변수(Factor)와 측정

된 반응변수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목적으로 최근 

식품 공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반응표면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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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을 통해 관능 최

적점을 갖는 재료 비율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맥주 효모와 두류의 혼합 비율에 따른 오트밀 쿠키

의 품질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수유부를 위한 생리

적 기능성이 개선된 쿠키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실험 재료

맥주 효모 및 두류 첨가 오트밀 쿠키를 제조하기 

위하여 박력분(씨제이제일제당, 서울, 한국), 오트밀

(E. Flahavan & Sons Limited, Waterford, Ireland), 병

아리콩(케이키바이오팜, 서울, 한국), 검은콩(흥일당, 
서울, 한국), 렌틸(인그린, 경기도 포천, 한국), 맥주 

효모(아이비티, 경기도 군포, 한국), 버터(서울우유협

동조합, 서울, 한국), 달걀(풀무원식품, 충북 음성, 한
국), 설탕(씨제이제일제당, 서울, 한국), 베이킹파우더

(삼양사, 경기도 안양, 한국)를 사용하였다.

2. 원료의 피부 미용 개선 효능 측정

1) 세포 성장률(Cell viability) 측정

Hs68 fibroblasts 및 HaCat keratinocytes 세포를 

1×104 cells/well 농도로 96 well plate에 분주하여 CO2 
incubator(MCO-15AC, SANYO Electric Co., Japan)에
서 24시간 배양한 후 각 well에 렌틸, 검은콩, 병아

리콩, 오트밀, 맥주 효모를 농도별(0.00, 62.50, 125.00, 
250.00, 500.00, EGCG μg/mL)로 추출하여 24시간 배

양하였다. 이때의 배양 조건은 37oC, 5% CO2였다. 
이후 MTT 시약 처리하여 MTT가 생존 세포의 효소 

작용에 의해 환원되도록 4시간 배양하였고, 이의 배

양액을 제거한 후 각 well에 생성된 formazan 결정에 

dimethylsulfoxide(DMSO)를 첨가하여 녹인 다음 mi-
cro plate reader(Model 680, Bio-Rad Hercules, CA, 

USA)로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Mosmann 
1983).

2) Pro-collagen type 1 생성량 측정

Hs68 fibroblasts 세포를 1×104 cells/well 농도로 96 
well plate에 분주하여 CO2 incubator(MCO-15AC, SANYO 
Electric Co., Japan)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각 well에 

렌틸, 검은콩, 병아리콩, 오트밀, 맥주 효모를 농도

별(0.00, 62.50, 125.00, 250.00, 500.00, EGCG μg/mL)
로 추출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이때의 배양 조건

은 37oC, 5% CO2였다. 이후 세포 배양액을 수집하

여 pro-collagen type 1 peptide ELISA kit(COL2A1, 
Cosmo Bio, CA, USA)로 pro-peptide의 양을 3회 반

복 측정하였다(Lee & Lee 2013).

3) Matrix-metalloproteinase(MMP) 1 생성량 측정

HaCat keratinocytes 세포를 1×104 cells/well 농도로 

96 well plate에 분주하여 CO2 incubator(MCO-15AC, 
SANYO Electric Co., Japan)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각 well에 렌틸, 검은콩, 병아리콩, 오트밀, 맥주 효

모를 농도별(0.00, 62.50, 125.00, 250.00, 500.00, EGCG 
μg/mL)로 추출하여 24시간 배양하였는데, 이때 

MMP 1의 활성을 높이기 위해 TNF-α를 10 μg/mL 
농도로 첨가하였다. 이후 세포 배양액을 수집하여 

Gross & Lapiere(1962)의 방법에 따라 MMP 1 bio- 
track activity assay kit(Bovine TNF-α, Cosmo Bio, 
CA, USA)로 측정하였다.

3. 실험 계획

맥주 효모 및 두류 첨가 오트밀 쿠키의 실험 설

계를 위해 반응표면분석법의 중심합성계획법(Central 
composite design, CCD)에 따라 Design Expert 8(Stat- 
Easy Co., Minneapolis, MN, USA)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렌틸, 검은콩, 병아리콩, 분말

을 1:1:1 동량으로 혼합한 두류 분말(X1)과 맥주 효

모(X2)의 함량을, 종속변수로는 색도(명도, 적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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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design for oatmeal cookies prepared with brewerʼs yeast.  
Variable level ingredients

Sample
No.

Factors Flour
(g)

Butter
(g)

Sugar
(g)

Oatmeal
(g)

Egg
(g)

Baking
powder (g)Brewerʼs yeast (g) Bean powder (g)

1 1.00 10.00 49.00 60.00 40.00 40.00 25.00 0.80

2 1.00 40.00 19.00

3 5.00 10.00 45.00

4 5.00 40.00 15.00

5 3.00 10.00 47.00

6 3.00 40.00 17.00

7 1.00 25.00 34.00

8 5.00 25.00 30.00

9 3.00 25.00 32.00

10 3.00 25.00 32.00

황색도), 퍼짐성 지수, 경도, 수분 함량, 관능적 특성

(색, 향, 맛, 바삭한 식감, 외관, 전반적 기호도)으로 

설정하였다. 예비실험을 통해 각 요인의 최소 및 최

대 범위를 각각 두류 분말 10.00∼40.00 g, 맥주 효

모 1.00∼5.00 g으로 정하였다. 완성된 실험 디자인

의 재료 배합 비율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실험점의 수 = 2k + 2k + n0

    2k = factorial points, 2k = axial points, 
    n0 = center points, k = factor 수

4. 맥주 효모 및 두류 첨가 오트밀 쿠키 제조

Table 1과 같은 재료와 분량으로 공립법에 준하여 

제조하였다(AACC 1995). 무가염 버터를 hand mixer 
(HB-125, Sanshui Hop Shing Metal & Plastic Manufactory 
Limited, Foshan, China)로 부드럽게 한 후, 설탕을 3회
에 걸쳐 나누어 섞고 달걀을 넣어 크림화하였다. 균일

한 상태의 크림이 되면 체에 친 박력분, 오트밀 분

말, 병아리콩 분말, 검은콩 분말, 렌틸 분말, 맥주 

효모를 3회에 걸쳐 나누어 혼합하였다. 완성된 반

죽은 3×3×30 cm 틀에 성형하여 –18oC에서 24시간 

동안 휴지시켰으며, 이후 3×3×3 cm의 정사각형으로 

성형하여 180oC로 예열한 convection oven(FDO-102, 
Daeyoung Co., Anshan, Korea)에서 20분간 구웠다. 
이를 시료로 하여 기계적 특성, 이화학적 특성, 관

능적 특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5. 기계적 및 이화학적 특성 측정

1) 색도 측정

맥주 효모 및 두류 첨가 오트밀 쿠키의 표면색은 

color difference meter(Colormeter CR-300, Minolta Co., 
Tokyo, Japan)로 명도(Lightness, L), 적색도(Redness, 
a), 황색도(Yellowness, b)의 값을 3회 반복 측정하였

으며, 이때 사용한 표준백판의 L값은 +93.30, a값은 

+0.19, b값은 +3.45였다.

2) 퍼짐성 지수 측정

퍼짐성 지수(Spread factor)는 직경에 대한 두께의 

비로 나타낸 것으로, 시료 10개의 직경과 두께를 3회 

반복 측정하였다(AACC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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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도 측정

경도(Hardness)는 texture analyzer(TA XT Express v2.1, 
London, England)로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stable 
micro systems(Expression TA ST Express v2.1, London, 
England)로 결과 값을 얻었다. 맥주 효모 및 두류 첨

가 오트밀 쿠키는 probe가 침투한 후 쉽게 깨지며 

복원력이 없는 시료이므로 one cycl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조건은 2.00 mm cylinder probe- 
SMS P/2, pre-test speed 2.00 mm/s, test speed 0.50 
mm/s, return speed 5.00 mm/s, test distance 3.00 
mm/s, trigger force 5.00 g이었다.

4) 수분 함량 측정

수분 함량(water content)은 dry oven(SW-90D, Sanwoo, 
Seoul, Korea)으로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측정 조

건은 sample weight 3.00 g, temperature program fast, 
drying temperature 180oC, switch-off criterion A60이었다.

6. 관능적 특성 측정

관능 검사는 (주)일동후디스에서 운영 중인 ‘후디

스맘 아카데미 예비맘 클래스’ 수강생 중 임신초기 

또는 입덧 중인 임신부에게 실험의 목적, 방법, 위

험요소, 준수사항 등을 설명한 후 참여 희망 임신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관능 평가 항목은 색

(Color), 향(Flavor), 맛(Taste), 바삭한 식감(Crispness), 
외관(Appearance), 전반적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에 대한 특성으로 구성하였으며, 7점 기호 척도법으

로 평가하여 선호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도

록 하였다.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

인(IRB 승인번호: SMWU-1712-HR-139)을 받아 진행

하였다.

7. 통계 분석

맥주 효모 및 두류 첨가 오트밀 쿠키의 품질 특성 

및 성분 간의 상호 작용과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de-
sign expert 8 프로그램의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및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으

며, 모델의 적합성 여부는 Leven의 F 검정으로 유의성

을 검증하였다. 각 성분의 반응을 보기 위하여 perturba-
tion plot과 response surface 3D plot을 이용하였다.

수치 최적화(Numerical optimization)는 canonical model
을 기준으로 하는 모델의 계수 중 독립변수인 맥주 

효모 및 두류 분말은 범위 내에서, 반응변수인 관능 

평가 항목 중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색, 향, 맛, 바
삭한 식감, 외관, 전반적인 기호도 항목은 목표 범

위를 최대로 설정하였으며, 수치 최적화를 통해 제

시된 최적점 중 다음 식에 기준하여 적합도

(Desirability)를 구하고 가장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최적점을 채택하였다.

 = (××…×)




 = (
  



)




       = overall desirability, d = desirability, 
      n = number of response

모델의 최적화는 각 반응에 대한 최소 혹은 최대 

제한점을 결정하여 입력하였을 때 가능한 범위에서 

그래프가 중첩되는 부분으로 구하였다.

결 과

1. 원료의 피부 미용 개선 효능

렌틸, 검은콩, 병아리콩, 오트밀, 맥주 효모에 대

한 세포 성장률, pro-collagen type 1 및 MMP 1 생성

량을 측정하였다.

1) 세포 성장률

세포 성장률 측정 결과 검은콩, 병아리콩, 오트밀 

추출물은 각각 대조군 대비 모든 농도 처리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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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ffect of various extracts of lentils, black soybean, chick pea, oatmeal, and brewerʼs yeast on cell viability in HaCat cells. 
#Control, **P＜0.01, ***P＜0.001.

Figure 2. Effect of various extracts of lentils, black soybean, chick pea, oatmeal, and brewerʼs yeast on cell viability in Hs68 cells. 
#Control, **P＜0.01, ***P＜0.001.



J Korean Diet Assoc 24(1):31-47, 2018 | 37

Table 3. Cell viability and inhibitory activity on MMP 1 in cul-
tured HaCat cells. 

Sample Concentration 
(μg/mL)

Cell viability 
(%)

MMP 1 
(μg/mL)

Lentils Control 100.00±3.73 1.03±0.08

62.5 111.13±4.73*** 0.90±0.04

125 103.61±3.12 0.78±0.08**

250  94.01±2.67 0.64±0.05***

500  87.26±3.07 0.62±0.01***

EGCG 113.29±2.23*** 0.77±0.06**

Black
 soybean

Control 100.00±3.73 1.03±0.08

62.5 102.70±0.91 1.06±0.11

125 109.51±5.51** 0.81±0.01**

250 120.10±1.49*** 0.71±0.02***

500 118.06±1.46*** 0.68±0.03***

EGCG 113.29±2.23*** 0.77±0.06**

Chick pea Control 100.00±3.73 1.03±0.08

62.5 107.39±6.79** 1.06±0.06

125 114.48±4.17** 0.92±0.11

250 114.69±2.40*** 0.87±0.11

500 107.43±4.31** 0.99±0.05

EGCG 113.29±2.23*** 0.77±0.06**

Oatmeal Control 100.00±3.73 1.03±0.08

62.5 106.47±5.26** 1.10±0.09

125 108.43±1.93** 0.83±0.08*

250 107.37±2.21** 0.74±0.04**

500 112.43±0.62*** 0.79±0.07**

EGCG 113.29±2.23*** 0.77±0.06**

Brewerʼs 
yeast

Control 100.00±3.25 0.54±0.05

62.5 112.56±4.98*** 0.61±0.02

125 124.19±7.77*** 0.58±0.04

250 142.33±7.26*** 0.55±0.09

500 138.45±2.44*** 0.57±0.01

EGCG 124.28±3.59*** 0.07±0.03***
*P<0.05, **P<0.01, ***P<0.001

Table 2. Cell viability and pro-collagen type 1 activity in cul-
tured Hs68 cells.

Sample Concentration 
(μg/mL)

Cell viability
(%)

Pro-collagen type 1 
(μg/mL)

Lentils Control 100.00±1.60 480.85±62.86

62.5 113.06±4.37** 557.75±59.41

125 113.46±0.88** 648.22±25.85**

250 127.52±0.94*** 668.60±22.38***

500 125.38±1.74*** 631.05±9.18**

1,000 131.99±6.05*** 360.23±31.77

Black 
 soybean

Control 100.00±5.38 635.66±25.37

62.5 131.70±0.80*** 705.19±19.44**

125 139.23±3.11*** 727.37±58.46**

250 168.47±9.80*** 722.00±67.58**

500 189.96±3.24*** 686.44±34.21*

EGCG 128.23±3.90*** 725.00±18.05**

Chick 
 pea

Control 100.00±5.38 635.66±25.37

62.5 133.25±0.48*** 671.11±38.70

125 143.07±10.23*** 690.40±6.32**

250 146.09±9.49*** 732.62±34.97***

500 171.96±1.70*** 701.81±36.95**

EGCG 128.23±3.90*** 25.00±18.05**

Oatmeal Control 100.00±5.38 635.66±25.37

62.5 118.91±0.44*** 772.89±20.23***

125 117.01±1.47*** 761.67±26.75***

250 122.10±1.73*** 776.36±54.63***

500 129.34±2.10*** 775.79±31.10***

EGCG 128.23±3.90*** 725.00±18.05**

Brewerʼs 
 yeast

Control 100.00±6.94 559.84±28.26

62.5 115.49±8.69*** 674.19±67.73

125 132.44±1.49*** 628.04±39.39

250 173.57±0.64*** 507.85±81.23

500 172.00±9.94*** 528.71±9.23**
*P<0.05, **P<0.01, ***P<0.001

농도 의존적으로 HaCat 세포 성장 효과를 보였다

(Fig. 1). Hs68 세포 성장 효과도 보였는데(Fig. 2), 
검은콩 추출물은 대조군 대비 62.5 μg/mL 이상부

터, 병아리콩 및 오트밀 추출물은 62.5 μg/mL 이상

부터 나타났다. 한편, 렌틸 추출물은 62.5 μg/mL 처

리군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HaCat 세포 성장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장률을 감소시켰다(Fig. 1).

2) Pro-collagen type 1 생성량

콜라겐의 전구체인 pro-collagen의 c-말단을 인지하

는 항체를 이용하여 콜라겐의 생성량을 측정하기 

위해 렌틸, 검은콩, 병아리콩, 오트밀, 맥주 효모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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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ffect of various extracts of lentils, black soybean, chick pea, oatmeal, and brewerʼs yeast on pro-collagen type 1 pro-
duction in Hs68 cells. #Control, *P＜0.05, **P＜0.01, ***P＜0.001.

Figure 4. Effect of various extracts of lentils, black soybean, chick pea, oatmeal, and brewerʼs yeast on MMP 1 production in HaCat 
cells. #Control,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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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mechanical and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oatmeal cookies prepared 
with brewerʼs y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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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ness Linear 0.8701 13.39** 0.0046 +51.42–4.72A–2.02B+2.44AB

Redness Linear 0.5913  5.06* 0.0436 +5.08+0.71A+0.41B

Yellowness Linear 0.6378  6.16* 0.0286 +16.61–0.68A+0.02B

Spread factor Linear 0.2747  1.33 0.3250 +5.93–0.35A–(3.333E–003)B

Hardness Linear 0.7834 12.66** 0.0047 +512.81–23.80A–48.12B

Water content Linear 0.6509  6.53* 0.0251 +5.46+0.20A+0.32B
A: Bean powder (lentils, Black soybean, chick pea), B: Brewerʼs yeast
1) 0＜R2

＜1, close to 1 means more significant
2) *P＜0.05, **P＜0.01

Table 4. The mechanical and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oatmeal cookies prepared with brewerʼs yeast. 
Sample 

No.
Ingredients Responses

Bean powder (g) Brewerʼs yeast (g) Lightness Redness Yellowness Spread factor Hardness (g) Water content (%)

1 10.00 1.00 60.27 4.16 17.02 6.44 568.83 4.88

2 40.00 1.00 46.92 5.99 16.04 5.56 522.29 5.44

3 10.00 5.00 50.42 4.84 16.74 7.09 493.33 6.01

4 40.00 5.00 46.82 6.02 16.26 5.54 464.50 5.87

5 10.00 3.00 56.02 4.92 17.92 5.80 563.91 5.21

6 40.00 3.00 44.65 6.17 15.28 6.12 496.48 5.97

7 25.00 1.00 51.36 4.27 16.43 6.30 596.37 5.16

8 25.00 5.00 49.19 6.00 16.61 5.65 440.91 5.55

9 25.00 3.00 54.53 4.32 17.10 5.35 498.79 5.35

10 25.00 3.00 54.01 4.14 16.69 5.48 482.65 5.16

출물의 pro-collagen 생성량을 확인한 결과 Table 2, 
Fig. 3과 같았다. 검은콩 및 오트밀 추출물은 모든 

농도 처리군에서 pro-collagen type 1 생성을 유의적

으로 증가시켰으며, 렌틸 및 병아리콩 추출물 또한 

125 μg/mL 이상부터 pro-collagen type 1 생성 촉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MMP 1 생성량

렌틸, 검은콩, 병아리콩, 오트밀, 맥주 효모 추출

물을 첨가하여 MMP 1 생성량을 확인한 결과 Table 
3, Fig. 4와 같았다. 렌틸, 검은콩, 오트밀 추출물은 

125 μg/mL 이상부터 MMP 1 생성을 유의적으로 저

해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병아리콩 추출물 또한 

MMP 1 생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기계적 및 이화학적 특성

맥주 효모 및 두류 첨가 오트밀 쿠키의 색도(L, a, 
b), 퍼짐성 지수, 경도, 수분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 Table 5와 같았다.

1) 색도

 맥주 효모 및 두류 첨가 오트밀 쿠키의 색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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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erturbation plot for the effect of bean powder (A) and brewerʼs yeast (B) on the mechanical and physicochemical charac-
teristics of oatmeal cookies prepared with brewerʼs yeast. 

측정한 결과 L값은 44.65∼60.27, a값은 4.14∼6.17, 
b값은 15.28∼17.92의 범위를 나타냈으며(Table 4) 
linear 모델이 선택되어 각 요인이 독립적으로 작용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5). 또한 명도는 R2가 

0.8701로 신뢰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Table 5). 
Perturbation plot을 살펴보면(Fig. 5) 맥주 효모와 두

류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가 유의적으로 

감소(P＜0.01)하는 반면, 적색도는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으며(P＜0.05), 황색도는 맥주 효모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콩 분말 첨가량이 감소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그런데 두류 분말 첨가량보다 

맥주 효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색도에 급격한 변화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트밀 쿠키의 색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맥주 효모임을 확인하였다.

2) 퍼짐성 지수(Spread factor)

맥주 효모 및 두류 첨가 오트밀 쿠키의 퍼짐성 

지수는 5.35∼7.09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맥주 효모 

및 두류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퍼짐성 지수가 

감소하였다(Table 4). Perturbation plot을 살펴보면(Fig. 
5) 맥주 효모 첨가량보다 두류 분말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퍼짐성 지수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트밀 쿠키의 퍼짐성 지수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맥주 효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경도(Hardness)

맥주 효모 및 두류 첨가 오트밀 쿠키의 경도는 

440.91∼596.37 g의 범위를 나타냈으며(Table 4), linear 
모델이 선택되어 각 요인이 독립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Table 5), 맥주 효모와 두류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P＜0.01) (Fig. 5). 또한 R2가 0.7834로 신뢰도가 비

교적 높게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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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oatmeal cookies prepared with brewerʼs yeast.
Responses Model R-squared1) F-value2) Prob＞F Polynomial equation

Color Quadratic 0.8533 4.65 0.0807 +5.34+0.11A+0.10B+0.02AB–0.37A2–0.79B2

Flavor Quadratic 0.9197  9.16* 0.0260 +5.55–0.13A+0.46B–0.25AB–0.86A2–0.81B2

Taste Quadratic 0.9556  17.21** 0.0083 +5.49–0.11A+0.25B–0.07AB–0.82A2–0.67B2

Crispness Quadratic 0.8981  7.05* 0.0409 +5.10–0.10A+0.37B–0.05AB–0.72A2–0.35B2

Appearance Quadratic 0.5855 1.13 0.4659 +5.53+0.37A–0.23B+0.34AB–0.37A2–0.55B2

Overall acceptability Quadratic 0.9393 12.38* 0.0152 +5.37–0.13A+0.60B+0.21AB–0.87A2–0.56B2

A: Bean powder (Black soybean, chick pea, lentils), B: Brewerʼs yeast
1) 0＜R2

＜1, close to 1 means more significant
2) *P＜0.05, **P＜0.01

Table 6.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oatmeal cookies prepared with brewerʼs yeast. 

Sample No.
Ingredients Responses1)

Bean powder (g) Brewerʼs yeast (g) Color Flavor Taste Crispness Appearance Overall acceptability

1 10.00 1.00 3.75 3.13 3.65 3.75 4.38 3.50

2 40.00 1.00 4.25 3.75 3.80 3.83 5.13 3.13

3 10.00 5.00 4.00 4.50 4.35 4.50 3.13 4.37

4 40.00 5.00 4.58 4.13 4.21 4.38 5.25 4.85

5 10.00 3.00 5.25 5.23 5.00 4.50 5.75 4.88

6 40.00 3.00 4.83 4.18 4.32 3.95 5.13 4.00

7 25.00 1.00 4.63 4.25 4.63 4.13 5.38 4.25

8 25.00 5.00 4.63 5.25 5.00 5.05 5.13 5.25

9 25.00 3.00 5.28 5.45 5.50 5.28 5.13 5.50

10 25.00 3.00 5.25 5.63 5.50 5.25 5.38 5.35
1) By the 7-point hedonic scale

4) 수분 함량(Water content)

맥주 효모 및 두류 첨가 오트밀 쿠키의 수분 함

량은 4.88∼6.01%의 범위를 나타냈으며(Table 4) line-
ar 모델이 선택되어 각 요인이 독립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Table 5), 맥주 효모와 두류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다(P＜0.05)(Fig. 5).

3. 관능적 특성

10가지 배합 비율로 제조한 맥주 효모 및 두류 

첨가 오트밀 쿠키의 관능적 특성(색, 향, 맛, 바삭한 

식감, 외관, 전반적 기호도)을 7점 기호 척도법으로 

평가한 결과는 Table 6, Table 7과 같았다.

1) 색(Color)

색은 3.75∼5.28의 범위를 나타냈으며(Table 6), 맥
주 효모 및 두류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색에 

대한 선호도가 완만히 증가하다가 중심점 이후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줬다. Perturbation plot을 살펴

보면(Fig. 6) 두류 분말 첨가량보다 맥주 효모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색에 대한 선호도 변화가 크게 나

타나 오트밀 쿠키의 색에 대한 선호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맥주 효모임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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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erturbation plot for the effect of bean powder (A) and brewerʼs yeast (B) on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oatmeal cook-
ies prepared with brewerʼs yeast. 

었다. 그러나 각 요인이 교호작용은 하였으나 결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7).

2) 향(Flavor)

향은 3.13∼5.63의 범위를 나타냈으며(Table 6) 
quadratic 모델이 선택되어 각각의 독립변수 간에 교

호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맥주 효모 및 두류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향에 대한 선호도가 유

의적으로 증가하다가 중심점 이후로는 감소하는 경

향을 보여줬다(P＜0.05). Perturbation plot을 살펴보면

(Fig. 6) 향에 대한 선호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

던 요인이 두류 분말이었으며, R2가 0.9197로 신뢰도

가 매우 높게 나타나 두류 분말 첨가가 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Table 7).

3) 맛(Taste)

맛은 3.65∼5.50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quadratic 모

델이 선택되어 각각의 독립변수 간에 교호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Table 6), 맥주 효모 및 두류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향에 대한 선호도가 유의적으

로 증가하다가 중심점 이후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줬다(P＜0.01). Perturbation plot을 살펴보면(Fig. 6) 
향에 대한 선호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요인

이 두류 분말이었으며, R2가 0.9556으로 신뢰도가 매

우 높게 나타나 두류 분말 첨가가 맛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Table 7).

4) 바삭한 식감(Crispness)

바삭한 식감은 3.75∼5.28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Table 6) quadratic 모델이 선택되어 각각의 독립변수 

간에 교호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Table 7), 맥주 

효모 및 두류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바삭한 식감

에 대한 선호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다가 중심점 이후

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줬다(P＜0.05). Pertur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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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erturbation, 3D surface, and overlay plot for the optimization mixture on desirability of oatmeal cookies prepared with 
brewerʼs yeast. 

plot을 살펴보면(Fig. 6) 바삭한 식감에 대한 선호도

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요인이 두류 분말로 

나타났으며 R2가 0.8981로 신뢰도가 비교적 높았다

(Table 7).

5) 외관(Appearance)

외관은 3.13∼5.75의 범위를 나타냈으며(Table 6), 
맥주 효모 및 두류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외관

에 대한 선호도가 완만히 증가하다가 중심점 이후로

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erturbation plot을 살펴

보면(Fig. 6) 두류 분말 첨가량보다 맥주 효모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외관에 대한 선호도 변화가 큰 것

으로 나타나 오트밀 쿠키의 외관에 대한 선호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맥주 효모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6) 전반적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전반적 기호도는 3.13∼5.50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Table 6) quadratic 모델이 선택되어 각각의 독립변

수 간에 교호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Table 7), 
맥주 효모 및 두류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전반

적인 선호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다가 중심점 이후

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줬다(P＜0.05). Perturbation 
plot을 살펴보면(Fig. 6) 전반적 기호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요인이 두류 분말인 반면, 맥주 효모 

첨가량에는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았으며, R2가 0.9393

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았다(Table 7).

4. 맥주 효모 및 두류 첨가 오트밀 쿠키의 관능 최적화

맥주 효모 및 두류 첨가 오트밀 쿠키의 배합비 

최적화를 통해서 각 독립변수에 대해 예측된 최적

값은 반죽의 총량 100.00 g당 맥주 효모 1.59 g, 병
아리콩 분말 3.73 g, 검은콩 분말 3.73 g, 렌틸 분말 

3.73 g이었다(Fig. 7).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피

부 미용 개선, 콜레스테롤 저하, 혈당 조절 기능이 

있는 두류 첨가 오트밀 쿠키에 맥주 효모의 생리활

성 효능을 활용하면서도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한 

기능성 쿠키로써의 식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 판

단된다. 한편, 수유부의 혈중 비오틴 수준과 맥주 

효모 내 비오틴 수준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와 이

를 활용한 식품 개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점

에서 추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

된다.

고 찰

H2O2는 심근세포, 연골세포, 피부 섬유아세포 등 

다양한 세포들의 세포자살을 유도한다(Ji 등 2013). 
이에 H2O2에 의한 세포 독성이 렌틸, 검은콩, 병아

리콩, 오트밀, 맥주 효모 추출물 처리에 의하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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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는지 확인하고자 MTT assay 방법으로 세포 성

장률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검은콩, 병아리콩, 
오트밀 추출물이 각각 대조군 대비 모든 농도 처리

군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HaCat 및 Hs68 세포 성장 

효과를 보였다.
콜라겐은 대부분이 피부의 진피층에 존재하고 있

으며, 일반적으로 피부에서 1형 콜라겐의 합성과 그 

분해효소인 MMP 1의 활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내외적인 원인으로 인해 1형 콜라겐 

합성이 저하되고, MMP 1 활성이 증가되면 피부 두

께가 얇아지고 주름이 생기며 색소 침착 등의 임상

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 Lee 
2013). 따라서 콜라겐의 전구체인 pro-collagen의 c-말
단을 인지하는 항체를 이용하여 콜라겐의 생성량을 

측정하기 위해 렌틸, 검은콩, 병아리콩, 오트밀, 맥

주 효모 추출물의 pro-collagen 생성량 실험을 진행

하였다. 그 결과 렌틸, 검은콩, 병아리콩 및 오트밀 

추출물이 모든 농도 처리군에서 pro-collagen type 1 
생성 촉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결과

를 통해 렌틸, 검은콩, 병아리콩, 오트밀이 피부의 

견고성과 콜라겐 생합성 촉진 효능에 기여할 것으

로 판단된다.
MMP 1 생성량 측정 결과 렌틸, 검은콩, 오트밀 

추출물이 125 μg/mL 이상부터 MMP 1 생성을 저

해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렌틸, 검은

콩, 오트밀이 피부 탄력뿐만 아니라 주름 개선 효능

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피부 세포의 결합조

직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서 콜라겐은 피부 건

조 중량의 70∼90%를 차지하는 주요 구성 단백질로, 
콜라겐의 분해는 결합조직의 탄력 저하나 주름 생

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체내에서 생성되

는 수십 종의 MMPs 중 MMP 1은 콜라겐에 대하여 

특이적으로 작용을 하는 단백질 분해효소로, MMP 1 
활성을 억제하여 콜라겐 분해를 감소시켜서 피부 

조직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의 생성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 Lee 2013).
색도 측정 결과, 맥주 효모와 두류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가 감소하는 반면, 적색도는 증가하

였으며 황색도는 맥주 효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두

류 분말 첨가량이 감소할수록 증가하였다. Suh(2011)
의 맥주 첨가 식빵의 제빵 특성에 관한 연구에 의

하면 맥주를 첨가할수록 식빵의 명도는 감소한 반

면, 적색도 및 황색도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본 연

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맥주 효모의 

고유한 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에

도 오트밀 쿠키를 굽는 과정 중 마이야드 반응

(Maillard reaction) 및 캐러멜화 반응(Caramelization)
에 의해 발생한 비효소적 갈변이나 반죽의 pH, 부재

료 등이 색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퍼짐성 지수 측정 결과, 두류 분말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식이섬유의 함량이 증가되고 수분 흡수율을 

증가시키며 당의 용해성 및 보습성이 감소해 건조

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동성에 필요로 하는 일정 수

준의 점도를 갖지 못하는 등의 이화학적 특성 변화

로 인해 퍼짐성 지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Lee 
2002). 일반적으로 퍼짐성 지수는 쿠키의 품질을 판

단하는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되는데, 이들이 클수록 

바람직한 쿠키로 평가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각 

요인이 독립적으로 작용하였으나 결과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경도 측정 결과, 맥주 효모와 두류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감소하였다. Park 등(2017)의 대

두콩 및 서리태 분말 혼합 쿠키가 혈당반응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대두콩과 서리태 분

말을 첨가할수록 경도가 감소했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밀가루 단백질의 역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쿠키 반죽 과정 중 생

성된 글루텐은 내부 구조의 고정화 및 부피에 영향

을 주어 일정한 조직감을 주는데, 두류 분말 첨가량

이 증가하면서 박력분 대체 비율이 높아져 밀가루 

단백질이 희석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밀가루 

단백질의 희석효과로 인해 쿠키 반죽 과정 중 글루

텐 네트워크 형성을 방해하여 부드러운 조직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류 분말 첨가량 증가



J Korean Diet Assoc 24(1):31-47, 2018 | 45

에 따른 반죽 내 식이섬유 함량 증가로 인한 수분 

함량 증가가 경도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Park 2013).
수분 함량 측정 결과, 맥주 효모와 두류 분말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 함량이 증가하였다. Lee 
(2002)의 보리와 귀리 첨가 쿠키의 이화학적 및 관

능적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귀리를 첨가

할수록 수분 함량이 감소했는데, 쿠키의 수분 함량

은 퍼짐성 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류 분말

에 함유된 식이섬유 및 단백질의 영향으로, 식이섬

유 및 단백질의 보수성이 수분 흡수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Bae 등 2016).
관능적 특성 측정 결과 중 색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 맥주 효모 및 두류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완만히 증가하다가 중심점 이후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Bae 등(2016)의 렌틸콩 분말 첨가 마들렌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색에 대한 선호도가 

일정 수준까지 증가하다 감소하였으며, Cho(2009)의 
검은콩 및 다시마 첨가 선식쿠키에 관한 연구에서

도 색에 대한 선호도가 일정 수준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는 기계적 특성 중 색도 측정 결과와 비교했을 때 

맥주 효모 첨가량 증가에 의한 오트밀 쿠키의 명도 

및 황색도 감소와 적색도 증가가 색에 대한 선호도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향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 맥주 효모 및 두류 분

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다가 중

심점 이후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Kim 등

(2014)의 귀리 및 보리 첨가 쿠키의 품질 특성 연구

에 의하면 향에 대한 선호도가 일정 수준까지 증가

하다가 감소하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

었으며, 이는 두류 분말이 지닌 특유의 고소한 향이 

향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맛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 맥주 효모 및 두류 분

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다가 중

심점 이후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Cho(2009)

의 검은콩 및 다시마 첨가 선식쿠키와 Kim 등(2014)
의 귀리 및 보리 첨가 쿠키의 품질 특성 연구에서

도 맛에 대한 선호도가 일정 수준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는 두류 분말이 지닌 특유의 고소한 맛이 맛에 대

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바삭한 식감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 맥주 효모 및 

두류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가 중심점 이후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줬다. 
이는 기계적 특성 중 경도, 퍼짐성 지수, 수분 함량 

측정 결과와 비교했을 때 두류 분말 첨가량 증가에 

의한 밀가루 단백질의 희석 효과 및 식이섬유 함량 

증가에 따른 수분 흡수율 상승이 바삭한 식감에 영

향을 미쳐 바삭한 식감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다

가 중심점 이후로는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외관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 맥주 효모 및 두류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완만히 증가하다가 중심

점 이후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Kim 등(2014)
의 귀리 및 보리 첨가 쿠키와 Suh(2011)의 맥주 첨

가 식빵의 품질 특성 연구에서도 외관에 대한 선호

도가 일정 수준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본 연구

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기계적 특성 중 

색도 및 퍼짐성 지수 측정 결과와 비교했을 때 맥

주 효모가 지닌 특유 색에 의한 오트밀 쿠키의 명

도 및 황색도 감소와 적색도 증가, 수분 흡수율 증

가에 따른 유동성 저하 등이 외관에 영향을 미쳐 

외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다가 중심점 이후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각 요

인이 교호작용하였으나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이에 맥주 효모가 생리활성을 지닌 재료

라 하더라도 지나친 첨가는 소비자의 기호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적점 도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전반적 기호도의 경우, 맥주 효모 및 두류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다가 중심

점 이후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Kim 등(2014)
의 귀리 및 보리 첨가 쿠키와 Suh(2011)의 맥주 첨

가 식빵의 품질 특성 연구에서도 전반적 선호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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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까지 증가하다 감소하는 본 연구와 유사

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렌틸, 검은콩, 병아리콩, 오트밀, 
맥주 효모의 피부 미용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하여 섬유아세포 활성도, pro-collagen type 1 
및 MMP 1 생성량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들 모두 섬유아세포 활성도를 높이고 pro-colla-

gen type 1 생성량을 증가시키며 MMP 1 생성량

을 감소시켰다. 즉 렌틸, 검은콩, 병아리콩, 오트

밀, 맥주 효모는 콜라겐 생성량을 증가시켜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신으로 인

해 늘어졌던 피부를 복원시켜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리활성 기능을 지닌 고비오틴 맥주 효

모와 두류(렌틸, 검은콩, 병아리콩)를 이용한 수

유부용 오트밀 쿠키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CCD에 

따라 맥주 효모 및 두류를 독립변수로 하여 실험

을 계획하였으며, RSM을 통해 오트밀 쿠키의 품

질 특성을 분석하였고 관능 최적 배합 레시피를 

산출하였다. 
2. 이의 실험결과를 모델링하여 유의성을 검증한 결

과 색도(L, a, b), 경도, 퍼짐성 지수, 수분 함량은 

linear 모델이 선정되었으며 관능 검사 항목(색, 
향, 맛, 바삭한 식감, 외관, 전반적 기호도)은 

quadratic 모델이 선정되었다. 이중 색도, 경도, 수
분 함량과 색 및 외관에 대한 선호도를 제외한 

관능 검사 항목 모두 P-value가 5% 이내의 유의

성을 보여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기계적 

특성 중 색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맥주 

효모였으며, 명도 및 황색도는 두류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반면, 적색도는 두류 분말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경도 및 수분 함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맥주 효모였으며, 경도는 맥주 

효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반면, 수분 

함량은 맥주 효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맥

주 효모 및 두류 분말 첨가는 관능적 특성에 바

람직함을 나타내었는데, 이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향, 맛, 바삭한 식감, 전반적 기호도가 증가하

다가 중심점 이후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P＜0.05, P＜0.01). 
3. 이상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맥주 효모 및 두류 

첨가 오트밀 쿠키의 관능 최적 배합비는 반죽의 

총량 100.00 g당 맥주 효모 1.59 g, 병아리콩 분

말 3.73 g, 검은콩 분말 3.73 g, 렌틸 분말 3.73 g
으로 산출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리활성능을 지닌 식품을 수유부용 건강기능식

품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과ㆍ제빵류 중 국내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쿠키에 비오틴 함량을 높이

면서 혈당 저하 및 피부 미용 개선 효과를 위한 목

적으로 맥주 효모 및 두류 분말을 첨가한 오트밀 

쿠키를 개발한 후 품질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맥주 효모 및 두류 첨가 오트밀 쿠키

는 품질 및 소비자의 기호도 측면에서 충분한 경쟁

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렌틸, 검은콩, 병

아리콩, 오트밀, 맥주 효모을 이용한 다양한 수유부

용 식품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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