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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급변하는 식문화와 식재료의 개발, 
노령인구의 증가, 핵가족화, 혼족의 증가 등 다양한 소비층

의 변화와 함께 간편식과 즉석 편의식품, 가공식품의 소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즉석식품의 제조(Kim 등 2007; 
Kim 등 2018; Park 등 2019)와 가공 및 품질 안정성(Kim & 
Hwang 2017), 가공식품의 구매에 미치는 영향(Kim 등 2010; 
Kim & Ahn 2015)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더불어 건강

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기능성 소재를 함유한 다

양한 식품의 개발과 함께 제과제빵 분야에서도 소비자들의 

기호성을 높이고 건강한 간식을 공급하려는 노력으로 각종 

영양소와 기능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기능성 소재를 첨

가한 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가 증대되어 주재료인 밀가루에 

부재료를 첨가하여 다양한 맛과 색, 영양과 기능성을 동시에 

함유하는 베이커리 제품 제조와 품질특성에 관한 다수의 연

구(Seo 등 2006: Cheon 등 2014: Jung 등 2015)가 수행되었다. 
민들레는 국화과의 다년생 약초로 이른 봄부터 늦가을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데 종류도 다양하여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흰민들레(Taraxacum coreamm), 
좀민들레(T. hallaisanensis), 재래종민들레(T. mongolicum), 서
양민들레(T. officinale), 산민들레(T. ohwiamm)를 포함, 전 세

계에 약 2,000여종이 분포하고 있다. 다른 국화과 식물에 비

해 단백질 함량이 높고 inulin, 유기산, 비타민 A, B1, B2, C, 
E, Ca, Fe, K, Mg 등이 풍부하여 영양적 가치가 높다. 또한 

hydroxycinnamic acid, caffeic acid, chlorogenic acid, chicoric 
acid 등의 페놀화합물, lutein과 quercetin 등의 flavonoid 유도

체, taraxathin 등의 carotenoids, taraxaol과 taraxasterol 등의 

phytosterol류 등이 함유되어 다양한 약리효과를 갖고 있는데

(Dias 등 2014; Choi 등 2015) 특히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

유되어 민들레의 약리효과로 특히 항산화 효능이 잘 알려져 

있다(Im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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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는 한약재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 주로 잎과 

뿌리, 꽃과 꽃줄기 등 식물 전체를 약용으로 사용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어린순과 뿌리를 캐어 나물이나 국, 영양 강장식

으로 식용하였고 녹즙, 쌈채소, 샐러드에도 이용이 점차 증

가하고 있는 추세로 건강식품으로서의 민들레에 대한 일반

인들의 기호도가 높아져 우리나라에서도 생산과 소비가 꾸

준히 늘고 있어 요리에 좀 더 다양하게 사용되고 연구될 필

요가 있다(Oh HK 2013). 지금까지 민들레를 활용한 가공식

품 제조에 관한 연구들로 민들레복합추출물 선식의 품질특

성(Ra & Kim 2014), 민들레 분말 요구르트의 품질특성(Jung 
등 2011), 민들레 민속주의 생리활성(Kim 등 2000), 민들레 

설기떡의 품질 특성(Yoo 등 2005), 민들레 첨가 국수와 떡의 

저장성(Kim 등 1999), 민들레 추출액 돈육패티의 품질 변화

(Choi 등 2015) 등의 연구가 있다. 
베이커리 분야에서 쿠키는 만들기 쉽고 기호성이 높아 최

근 젊은층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홈베이킹으로 소비가 급

증하는 식품으로 앞으로도 그 소비량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제조공정에 다른 부재료를 첨가해 제품을 

만들기가 비교적 쉬워 앞으로 다양한 소재를 첨가하여 제품

의 품질을 개선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Cho & Kim 2013). 
기능성 부재료를 첨가하여 영양성, 관능성, 기능성을 개선

하려는 쿠키 관련 연구로는 매생이 분말(Lee 등 2010), 도토

리 분말(Joo 등 2013), 손바닥 선인장 분말(Han 등 2007), 율피 

분말(Joo & Choi 2012a), 자색고구마 분말(Liu 등 2013) 등을 

첨가한 쿠키의 항산화 활성 및 품질특성 개선 연구, 부추 분

말(Lim 등 2009), 보리와 귀리(Lee 등 2002) 등을 첨가한 쿠키

의 관능적 특성 연구, 다시마 가루(Pyo 등 2010), 시금치 가루

(Lee & Joo 2010), 쥐눈이콩(Ko & Joo 2005), 표고버섯 분말

(Jung & Joo 2010) 등을 첨가한 쿠키 제조의 최적화 연구 등

이 수행되었는데 아직까지 민들레 분말을 첨가한 쿠키 제조

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민들레 분말이 쿠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민들레 분말을 첨가한 쿠키를 제조한 후 쿠

키의 특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을 위

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민들레 분말은 국내산 흰민들레(T. coreamm) 

품종(경북 청송)으로, 그린내추럴로부터 분말 제품을 2021년

에 구입한 후 30 mesh 체에 거른 다음 진공 포장하여 5℃ 냉

장실에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박력분(Daehanmill, Seoul, Korea), 

백설탕(Samyang, Seoul, Korea), 달걀(CJ, Gwangju, Korea), 무
염 버터(Seoulmilk, Gwangju, Korea), 소금(CJ, Shinan, Korea)
은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쿠키 제조
민들레 분말을 첨가한 쿠키는 선행 연구(Park ID 2017)를 

참고로 하여 Table 1과 같은 배합비율로 쿠키 제조에 많이 쓰

이는 반죽형 방법으로 분류되는 크림법(creaming method)에 따

라 제조하였다. 먼저 믹싱볼에 버터를 넣고 믹서기(5K45SS, 
Kitchen Aid, MI, USA)를 사용하여 2단으로 1분간 부드럽게 

풀어준 후 설탕을 두 번에 나누어 넣고 4단으로 3분간 믹싱

하였다. 다음으로 달걀을 풀어 3회 나누어 혼합하면서 6단에

서 10분간 버터의 크림화와 달걀의 기포성이 잘 유지된 안정

한 유화액을 만들었다. 작업 도중 3회 스크래핑을 했고 반죽 

상태는 부피는 2배 이상 팽창되고 설탕 입자는 거의 다 녹고 

유지와 달걀이 분리되지 않은 매끈하고 흰색의 크림 상태를 

유지하였는데 대조군과 민들레 분말 첨가군 모두 동일한 공

정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 체질한 가루를 넣고 

반죽을 끊어주듯 작업하여 글루텐 형성을 최소화하면서 가

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가볍게 반죽을 섞어 마무리한 후 

비닐에 담아 5℃ 냉장고(CWSM-1244D, Grandwoosung, Seoul, 
Korea)에서 1시간 휴지시켰고 이후 밀대로 0.5 cm 두께로 균

일하게 편 후 직경 5 cm의 원형 정형기로 찍어내 팬닝한 후 

윗불 190℃, 밑불 160℃로 설정된 오븐(Daeyung Co., Seoul, 
Korea)에 15분간 구운 후 실온에서 1시간 냉각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민들레 분말 쿠키의 배합은 무첨가군을 대조군

으로 하였고, 민들레 분말 첨가량은 예비실험 결과 민들레의 

향과 맛이 강한 10% 이상의 함량은 제외하였고 밀가루 

100%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2, 4, 6, 8% 비율로 대체하였다.

Ingredients
T. coreamm powder (%)1)

T0 T2 T4 T6 T8

Soft wheat flour 100 98 96 94 92

T. coreamm powder   0  2  4  6  8

Sugar  35 35 35 35 35

Butter  65 65 65 65 65

Egg  15 15 15 15 15

Salt 0.5 0.5 0.5 0.5 0.5
1)T0: Control(no T. coreamm powder), T2: 2% T. coreamm powder 
added, T4: 4% T. coreamm powder added, T6: 6% T. coreamm 
powder added, T8: 8% T. coreamm powder added.

Table 1. Formula for the cookies prepared with T. 
coreamm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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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죽의 특성 측정
반죽의 밀도는 메스실린더에 증류수 30 mL를 넣은 후 시

료 5 g을 넣었을 때 증가한 부피로 나타내었으며 3회 반복 

측정한 후 반죽의 부피에 대한 무게의 비(g/mL)로 구하였다

(Lee 등 2010). 반죽의 pH는 반죽 5 g에 증류수 45 mL를 넣고 

균질화한 후 여과(Whatman No. 2)한 여액을 pH meter(HM- 
42X, Tokyo, Japan)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한 후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4. 굽기 특성 측정
굽기 특성은 쿠키의 굽기 손실률 및 수분함량, 퍼짐성 지

수를 이용하였다. 굽기 손실률(baking loss rate)은 실험군의 

굽기 전후 중량 차와 굽기 전 중량을 측정하여 굽기 전 반죽 

한 개의 중량(g)에 대한 굽기 전후 한 개의 중량(g) 차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Yoo & Hong 2012). 수분함량은 중

간 부분을 취해 적외선 수분측정기(FD-600, KETT Electric 
Laboratory, Tokyo, Japan)로 105℃에서 측정하였다(An SH 
2015). 퍼짐성 지수(spread factor)는 시료 6개의 직경과 두께

를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고 쿠키 6개의 평균 직경에 

대한 두께의 비로 측정하였다(AACC 2000).

5. 경도 측정
쿠키의 경도는 Cho & Kim(2013)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texture analyzer(TA/XT, Stable Micro Systems, Slurry England)
로 10회 측정하였다. 측정조건은 probe는 직경 2 mm cylinder 
type 사용, pretest speed 2mm/s, test speed 0.5mm/s, posttest 
speed 10 mm/s, distance 70%, trigger force 5.0 g, 시료 크기는 

폭 32 mm, 두께는 52 mm였다.

6. 색도 측정 및 외관관찰
쿠키의 색도는 색차계(Minolta CR-300, Tokyo, Japan)로 명

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를 3
회 반복 측정하고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Park ID 2017). 이
때 사용된 표준 백색판의 명도 95.21, 적색도 0.11, 황색도 

0.23이었다. 쿠키를 구운 후 실온에서 식힌 다음 디지털 카메

라(ES55, Samsung, Seoul, Korea)로 외관을 촬영하였다. 

7.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민들레 분말과 민들레 분말 쿠키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은 대조군과 민들레 분말 첨가군 간의 상대적인 비교로 나타

내었다. 민들레 분말과 쿠키 분말 1 g에 70% 메탄올(Firstchem., 
Seoul, Korea) 30 mL를 첨가해 3시간 교반한 후 3,600 rpm에

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얻었는데 이 과정을 3회 반

복해 시료로 사용하였고, 메탄올로 시료의 농도가 200 μg/mL이 

되도록 하였다. 시료 3.4 mL에 100 μM DPPH(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1.4 mL를 넣고 메탄올 0.2 mL로 최

종 부피가 5 mL가 되게 정용한 것을 암소에서 30분간 반응

시킨 다음 분광광도계(UV-1601, Shimadzu, Kyoto, Japan)로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활성의 비교를 위하여 양

성대조군으로 천연 항산화제인 ascorbic acid(비타민 C)를 사

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Lee & Kim 2009; Cho 
& Kim 2013). 시료액 대신 메탄올을 가한 대조군의 흡광도를 

함께 측정하여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3회 반복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8.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였고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s(ver. 21.0, IBM,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먼저 민들레 분말 첨가량에 따른 쿠키 특성들의 평

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분산분석(ANOVA)과 다중

범위 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반죽의 밀도 및 pH
민들레 분말 첨가 쿠키 반죽의 밀도와 pH를 측정한 결과

(Table 2) 반죽의 밀도는 6% 민들레 분말 첨가군이 1.23으로 

가장 높았으나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반
죽의 밀도는 쿠키의 품질에 중요한 평가 지표로 밀가루 종

T. coreamm powder1)

F-value
T0 T2 T4 T6 T8

Bulk density (g/mL) 1.21±0.02 1.22±0.02 1.22±0.03 1.23±0.03 1.22±0.01 0.92
pH 6.61±0.02a2) 6.32±0.01b 6.27±0.02b 5.98±0.02c 5.51±0.01d 895.21***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p<0.001.

Table 2. Density and pH of cookie dough prepared with T. coreamm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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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지방 종류와 사용량, 반죽 혼합방법과 시간, 팽창제 종류

와 사용량, 흡수율 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쿠키 반죽이 팽창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낮은 밀도는 쿠키의 경도를 증가시

켜 기호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높은 밀도는 쉽게 부서지는 

성질을 나타낼수 있다(Koh & Noh 1997). Yoo & Hong(2012)
은 식이섬유소와 단백질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반죽에 영향

을 주어 밀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해 본 실험 결과와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Kim & Park(2008) 결과와는 동일한 양상을 보

였다. 반죽의 pH는 대조군이 6.61이었고 민들레 분말 첨가군

이 5.51~6.32로 나타나 대조군보다 낮았으며, 민들레 분말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pH는 감소하였다(p<0.001). 반죽의 pH 역
시 쿠키의 품질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반죽의 

pH는 완성된 쿠키의 향과 표면 색도에 영향을 주는데 pH가 

높을수록 갈색화 경향을 나타내고(Cho 등 2006; Cho & Kim 
2013), 유지가 섞인 유화액은 산성에서 비교적 안정한 경향

을 나타낸다(Park ID 2015). 본 연구에서 민들레 분말의 첨가

로 pH가 낮아진 것은 민들레의 유기산 성분, 즉 citric acid, 
oxalic acid, malic acid 등에 의한 것으로(Shin SR 1999; Oh HK 
2013) 쿠키 제조시 곰취 분말(Jeong & Han 2015), 구아바잎 

분말(Jeong 등 2012) 등의 녹색식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반죽의 pH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연구 결과와 유사해 첨

가되는 기능성 성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쿠키의 굽기 특성
민들레 분말 첨가 쿠키의 굽기 특성으로 굽기 손실률, 수

분함량, 퍼짐성을 측정한 결과(Table 3) 굽기 손실률은 대조

군이 11.33% 민들레 분말 첨가군은 10.31~10.42%로 대조군

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p<0.05) 연잎 분말 첨가 쿠키 연구

(Kim & Park 2008)에서도 부재료의 첨가로 굽기 손실률이 낮

게 나타났다는 보고와 동일한 양상이었다. 수분함량은 대조

군이 6.28%로 가장 낮았고, 민들레 분말 첨가군은 6.45~ 
6.71%로 민들레 분말을 첨가할수록 수분함량은 증가하였다

(p<0.01). 민들레 쿠키의 경우 민들레에 포함된 불용성 식이

섬유로 인해 수분 보유 능력을 향상시켜 쿠키의 수분함량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밀싹 첨가 쿠키 연구(An SH 
2015), 구기자 첨가 쿠키 연구(Park 등 2005) 등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식물을 부재료로 사용한 쿠키 제조 시 수분함량

은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퍼짐성은 대조군이 

7.15로 가장 높았고, 민들레 분말 첨가군이 6.92~7.12로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져 민들레 분말 8% 첨가군이 가장 낮

았다(p<0.05). 쿠키의 퍼짐성은 반죽이 오븐 열로 가열되기 

시작하면 중력적인 유동성에 의해 팽창하기 시작하고 반죽 

내 단백질인 글루텐의 유리 전이로 연속적인 상태가 되어 반

죽 유동성이 중지될 때까지 계속된다(Park ID 2017). 쿠키의 

퍼짐성은 쿠키의 재료를 섞어 반죽하고 성형한 후 오븐에서 

구울 때 쿠키 반죽이 바깥쪽으로 밀려 두께가 감소하고 직경

이 커지는 현상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매우 다양한 요인의 영

향으로 알려져 있다. 밀가루의 종류와 흡수율, 지방 및 설탕

의 종류와 첨가량, 반죽법과 반죽 시간, 팽창제의 종류와 양, 
굽는 온도와 시간 등에 영향을 받는데(Lee JA 2015a), Lee 등
(2006)에 따르면 반죽 내 수분이 자유수로 존재할 경우는 점

성이 낮아 퍼짐성 지수가 높아지며 결합수로 존재할 경우는 

퍼짐성 지수는 낮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실험 결과 민

들레 분말의 첨가로 수분흡수율을 증가시켜 용해성과 보습

성이 낮아져 반죽의 건조도가 높아 유동성에 필요한 일정한 

점도를 나타내지 못해 퍼짐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되는

데 비파잎 분말(Cho & Kim 2013)의 첨가로 일정 비율까지는 

글루텐 희석효과로 퍼짐성을 증가시켰다는 보고와는 상반되

나 쿠키에 구아바잎(Jeong 등 2012)이나 구기자잎 분말(Park 
등 2005) 등을 첨가했을 때 반죽 형성에 필요한 수분량이 낮

아져 유동에 필요한 점도 형성이 어려워 퍼짐성이 증가했다

는 보고와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 첨가물의 종류와 사용량, 
제조방법 등에 의한 차이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쿠키의 경도
민들레 분말 첨가량에 따른 쿠키의 경도를 측정한 결과

(Table 4) 대조군의 경도는 3,587 g/cm2, 민들레 분말 첨가군

은 3,882~4,580 g/cm2로 나타났는데 민들레 분말의 첨가량이 

Properties
T. coreamm powder1)

F-value
T0 T2 T4 T6 T8

Baking loss rate %) 11.33±1.75a2) 10.42±1.20b 10.39±0.64b 10.48±1.17b 10.31±0.58b 25.98*

Moisture content %) 6.28±0.08c 6.45±0.05bc 6.69±0.04ab 6.73±0.05a 6.71±0.05a 168.47**

Spread factor 7.15±0.25a 7.12±0.21a 6.97±0.22ab 6.94±0.13b 6.92±0.21b 5.95*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p<0.05, **p<0.01.

Table 3. Baking loss rate, moisture content and spread ratio of cookies prepared with T. coreamm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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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수록 쿠키의 경도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여(p<0.001) 쑥
부쟁이 분말(Lee JA 2015a), 케일 분말(Lee JA 2015b), 연잎 

분말(Kim & Park 2008) 등의 부재료를 첨가한 경우 쿠키의 

경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바와 동일한 양상이었다. 쿠키

의 경도는 다양한 요소 즉, 부재료 첨가량, 버터, 설탕, 달걀 

배합비율, 수분함량, 섬유소 함량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Joo & Choi 2012b) 본 실험 결과 민들레 분말

의 수분결합력에 의해 경도가 증가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4. 쿠키의 색도 및 외관관찰
민들레 분말 첨가 쿠키의 색도 측정과 외관관찰 결과는 

Table 5와 Fig. 1과 같다. 명도 L값은 대조군이 68.15였으며, 
민들레 분말 첨가군은 49.84~61.12로 민들레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01). 적색도 a값은 

대조군에서 3.51, 민들레 분말 첨가군은 －2.93~0.84로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졌고(p<0.001), 황색도 b값은 대조군이 

26.20, 첨가군은 26.31~29.32로 6% 민들레 분말 첨가군이 가장 

높았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다(p<0.05). 
쿠키의 색도는 일정 조건 하에서 당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데 굽는 과정 중 고온에서 당에 의한 카라멜화 반응과 환원

당과 아미노산 간의 Maillard 반응이 일어나 쿠키의 색에 영

향을 준다(Lee 등 2007). 또한 첨가된 부재료의 pH와 첨가량

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데(Kim & Park 2008; Song & Lee 
2014), 본 연구에서는 민들레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조군에 비해 색이 어두워지고 진해진 결과는 민들레 분말

의 자체 색도의 영향으로 생각되는데 녹색채소인 곰취 분말

(Jeong & Han 2015)과 구아바잎 분말(Jeong 등 2012) 등을 첨

가했을 때 나타난 결과와 동일한 양상이었다. 이와 같은 쿠

T. coreamm powder1)

F-value
T0 T2 T4 T6 T8

Hardness
(g/cm2) 3,587.24±408.13c 3,882.65±294.54b 3,908.12±325.62b 4,221.55±307.43a 4,580.42±512.36a2) 38.48***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p<0.001.

Table 4. Hardness of cookies prepared with T. coreamm powder

Color value
T. coreamm powder1)

F-value
T0 T2 T4 T6 T8

L 68.15±0.89a2) 61.12±0.81b 55.45±1.24c 50.13±0.66d 49.84±1.02d 196.41***

a 3.51±1.05a 0.84±0.22b 0.78±0.35b －1.69±0.36c －2.93±0.42d 78.45***

b 26.20±1.06b 26.31±0.73b 26.40±0.42b 29.32±1.11a 28.91±0.98a 12.49*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p<0.05, ***p<0.001.

Table 5. Color values of cookies prepared with T. coreamm powder

T01)                    T2                   T4                 T6               T8

Fig. 1. Appearance of cookies prepared with T. coreamm powder.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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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색의 변화는 쿠키에 대한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민들레 분말을 활용한 다양한 제과

제빵 레시피 개발 및 소비자의 기호도에 관해 연구할 필요성

이 있다. 

5. DPPH 라디칼 소거능
민들레 분말 쿠키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200 μg/mL 수준에서 민들레 분말

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63.76%, 비타민 C는 95.14%로 높

게 나타났다. 민들레 분말 쿠키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21.95~37.54%로 대조군 10.91% 보다 높은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었는데 첨가량에 비례하여 활성이 증가하는 결과였고 

대조군에 비해 2% 첨가군에서도 2배 이상의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p<0.001). DPPH는 비교적 안정한 라디칼을 갖는 

물질로서 항산화 효과가 있는 물질과 만나면 라디칼이 소거

되어 탈색되는데(Lee 등 2015), DPPH에 의한 항산화 활성 측

정은 항산화 물질의 전자공여능으로 방향족 화합물과 아민

류 등이 환원되는 것을 지표로 해서 DPPH 라디칼 소거능에 

의해 측정한다(Heo 등 2008). Byeon & Kim(2015)은 민들레복

합추출물 첨가 간편가정식 비빔밥의 항산화적 품질 연구에서 

민들레는 세포 노화와 산화적 손상에 관여하는 free radical을 

억제하여 항암, 항산화 및 항균작용을 하는 생리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민들레추출물 첨가로 시료의 항산화능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고 Ra & Kim(2014)은 간편 가정식용 

선식 제조시 민들레 추출물 첨가로 높은 DPPH 라디칼 소거

능의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Cho & Kim 
(2013)의 연구에서 비파잎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첨가군

의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고, Park ID 
(2017)의 연구에서도 쿠키 제조시 뽕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어 본 실험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본 실험 결과로 

쿠키에 민들레 분말을 일정 농도 첨가했을 때 민들레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쿠키보다 농도 의존적으로 항산화 효과가 높

아 쿠키의 저장 중 산패로 인한 품질 저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재료로 민들레 분말을 0%, 2%, 4%, 6%, 
8% 첨가하여 기능성을 갖는 쿠키를 제조하여 반죽의 밀도 

및 pH, 굽기 특성(쿠키의 손실률 및 수분함량, 퍼짐성 지수), 
색도, 경도, DPPH 라디칼 소거능 등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쿠키 반죽의 밀도는 6% 민들레 분말 첨가군이 1.23으로 가장 

높았으나 시료간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pH는 대조군이 

6.61, 민들레 분말 첨가군이 5.51~6.32로 민들레 분말의 첨가

량이 많을수록 pH는 감소하였다. 굽기 손실률은 대조군이 

11.33%, 민들레 분말 첨가군은 10.31~10.42%로 대조군 보다 

낮았다. 수분함량은 대조군이 6.28%, 민들레 분말 첨가군은 

6.45~6.71로 민들레 분말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퍼짐성

은 대조군이 7.15%, 민들레 분말 첨가군이 6.92~7.12%로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졌다. 쿠키의 경도는 대조군이 3,587 
g/cm2, 민들레 분말 첨가군은 3,882~4,580 g/cm2로 민들레 분

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색도 측

정 결과 명도 L값은 대조군은 68.15, 민들레 분말 첨가군은 

49.84~61.12로 민들레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적색도 a값은 대조군에서 3.51, 민들레 분말 첨

가군은 －2.93~0.84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은 값이었다. 
황색도 b값은 대조군은 26.20, 첨가군은 26.31~29.32로 6% 민
들레 분말 첨가군이 가장 높았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

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대조군은 10.91%, 민들레 분

말 첨가군은 21.95~37.54%로 대조군 보다 높은 라디칼 소거

능을 나타내었고 민들레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활성

이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민들레 분말은 항산화 

능력을 함유하여 쿠키의 산화 안정성에 기여하고, 반죽형 쿠

키 제조시 에멀젼 반죽은 산성에서 비교적 안정적인데 본 실

험에 사용된 2~8% 민들레 분말의 첨가는 민들레 분말에 함

유된 유기산 등으로 쿠키의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

재료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제과제빵 및 식품가공 분야에서 

민들레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초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라며, 
민들레 분말을 이용한 다양한 베이커리 제품 제조 최적화와 

품질에 관한 연구가 계속적인 과제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T. coreamm powder1)

F-value
T0 T2 T4 T6 T8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0.91±0.98d 21.95±0.45c 22.33±0.91c 30.02±0.88b 37.54±0.42a2) 1,048.94***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p<0.001.

Table 6.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cookies prepared with T. coreamm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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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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