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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한 쥐눈이콩가루 첨가 머핀 제조 조건의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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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muffin with the addition of jinuni bean powder. The 
whole Our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using Design Expert 7(Stat - Easy Co. Minneapolis). The jinuni bean muffin 
was produced by varying the contents of jinuni bean powder(A), sugar(B), and butter(C). According to the Response 
Surface Methodology(RSM), it showed we delineated 16 experimental points, including two replicants. The optimiza-
tion We attempted to optimize of the jinuni bean muffins was studied with regard to its analysis of rheology and sensory 
evaluations. As a result of the redness, hardness, and sensory evaluations, characteristics such as color, appearance, 
flavor, softness, and overall quality showed a varied in accordance with a quadratic model, whereas lightness, yellow-
ness, and cohesiveness, and gumminess showed evidenced a linear model pattern. Lightness, and yellowness decreased 
with the increases in the of jinuni bean powder content(p<0.0001), while whereas redness increased with the increases 
of in the content of jinuni bean powder(p<0.001), in case of over 80g, the redness tended to increase decrease again. In 
addition, hardness(p<0.05), gumminess(p<0.05), and cohesiveness(p<0.01) showed differed significantly differences 
with the increases of in the jinuni bean powder content. The results of our sensory evaluation results showed 
demonstrated significant values in color, appearance, flavor, softness,and overall quality values(p<0.05). The optimal 
formulation, as assessed by numerical and graphical methods, were was determined to be 50.05 g of jinuni bean powder, 
78.56 g of sugar, and 90.97 g of b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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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콩(대두 Glycine max Merrill)은 만주를 중심으로 한 동

북부 아시아로 추정되는 곳의 한해살이 식물로 곡류위주

의 식습관을 지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

인 형태로 다양하게 이용되어 온 영양식품으로 비교적 값

이 싸면서도 우수한 식품소재로 알려져 왔다. 콩은 우수

한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 지방, 탄수화물 

및 비타민, 미네랄 등 미량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콩
은 여러 가지 생리 활성이 풍부한 식품이며, 대표적인 기

능성 물질로는 이소플라본, 사포닌, 트립신 저해제, 펩타

이드, 올리고당, 인지질, 식이섬유, 피테이트 등이 있으며

(Messina M 등 1994), 또한 이러한 물질이 각종 암, 심혈

관계 질환, 골다공증, 고지혈증 등과 같은 질환 예방 및 

완화에 대한 효과들의 연구에서 광범위한 생리활성을 나

타내는 것으로 Kim SO(2006)은 보고 하였다.
특히 쥐눈이콩(Rhynchosia Molubilis : yak-kong)은 검정

콩 중 하나로 서리태보다 작고 윤기가 흐르는 콩으로 약

재상에서는 약콩이라고 하여 신경통, 신장질환, 노인성 치

매예방에 이용되었다. Kang SA 등(2003)은 연구에서는 쥐

눈이콩의 isoflavone 함량이 노란콩 보다 높다고 보고 하

였으며, Lee DH 등(2004)의 연구는 쥐눈이콩을 당뇨합병

증 예방식품으로 보고 하였고, Lee YT(2007)의 쥐눈이콩 

두부 제조 연구에서는 항산화 효과가 노란콩 만으로 제조

한 두부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색이 
짙은 쥐눈이콩 종피의 anthocyanin 색소는 항산화물질의 

역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항산화물질들과 시너지 효과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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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항산화 효과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Kim SH 등(2005)
은 보고 하였다.

한국인의 식생활이 서구 식생활의 영향을 받아 매우 급

변하여 전통적인 식사법과 관련된 주식의 패턴이 서구화

되면서 제과 제빵의 소비가 증가되고 있으며, 건강 식품 

및 성인병 예방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 기

능성 물질을 첨가한 다양한 빵과 머핀, 쿠키에 관한 연구

가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웰빙 시대에 적

합한 기능성 식품개발을 위해 머핀재료 중 밀가루의 일

부를 쥐눈이콩 가루로 대체하여 머핀을 제조함으로써 건

강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요구에 부합 할 수 있는 쥐눈

이콩가루 머핀의 품질특성 및 최적 배합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재료는 쥐눈이콩가루(남양알앤씨, 
국내산), 박력 밀가루((주)대한제분), 무염버터(서울우유, 국
산), 전지분유(서울우유), 베이킹 파우더(초야식품), 설탕

((주)CJ), 소금(꽃소금, 샘표, 국산), 정수된 물, 달걀(이마

트 구입)을 사용하였다.

2. 실험계획

쥐눈이콩가루 첨가 머핀의 모든 실험디자인, 테이터 분

석 및 최적화는 Design Expert 7(Stat-Easy Co., Minnea-
polis)을 사용하였다. 제품 최적화는 Response surface 중 

Central Composite에 따라 설계하였고, 머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인 쥐눈이콩가루(A), 설탕(B), 버터(C)의 함

량을 독립변수의 세 가지 요인으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로

는 색도(L, a, b), 단면의 높이(Height), 부피(volume), 굽기 
손실, (Baking loss), 경도(hardness), 응집성(co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검성(gumminess) 관능검사(색, 외관, 
향, 부드러움, 전반적인 기호도)를 설정하였다. 첨가량의 

각 요인의 최소 및 최대 범위는 예비실험을 실시하여 쥐

눈이콩 가루 20～80 g,설탕 60～100 g, 버터 60～100 g 
으로 설정하였으며, 정중앙(0.0)과 ±α점(axial point), ±1 
level점(factorial point)에 따른 14개의 실험군과 모델설정 

및 적합결여 검증을 위한 2개의 반복점이 선택되었다. 각 
성분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는 perturbation plot과 response 
surface plot을 이용하였다.

3. 쥐눈이콩가루 첨가 머핀 제조

쥐눈이콩가루 첨가 머핀 재료 배합비는 Table 1이며, 머
핀의 제조는 Nicol A(1995)의 일반 머핀 제조방법에 준

하여, 배합비 분량의 3배를 계량하여 밀가루, 쥐눈이콩가

Table 1. Normal composition and increment of Jinuni bean 
muffin formula

Ingredients Weight(g) Increment(g)
Jinuni bean powder 50 ±30

Wheat flour 150
Sugar 80 ±20
Butter 80 ±20

whole egg 60
Water 120

Powder milk 15
Baking powder 8

Salt 1

루, 베이킹 파우더, 전지분유를 3번 체질하여 두고, 버터

는 상온에 1시간 두어 말랑말랑한 상태로 만든 후 버터

와 소금을 2분간 반죽기(Model K5SS, Kitchen Aid Co., 
Joseph, Michigan, U.S.A)에 넣고 크림 상태로 만들었다. 
버터에 설탕을 3회 걸쳐 나누어 넣어 저어 준 후, 달걀 

푼 것을 3회에 걸쳐서 나누어 넣으면서 3분 동안 반죽이 

연한 아이보리색까지 만든 후 체에 내린 재료들을 섞은 

뒤 물을 넣어 반죽하였다. 유산지를 깐 머핀 컵에 80 g
씩 분할하여 윗불 180℃ 아랫불 160℃로 예열된 오븐에

서 25분간 구워 낸 후 오븐에서 꺼낸 머핀은 실온에서 1
시간 방치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4. 쥐눈이콩가루 첨가 머핀의 물리적 특성

1) 색도측정

각 시료별 머핀 내부표면의 색도는 Color difference meter 
(Colormeter CR-200, Minolta CO., Osaka, Japan)를 사용하

여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의 색채 값을 한 

처리군당 3개의 시료를 이용하여 각각 3회 반복 측정하

여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한 표준백판(Stan-
dard Plate)의 L값은 97.26, a값은 -0.07, b값은 +1.86으로 

보정한 후 사용하였다.

2) 높이, 부피 및 굽기 손실률 측정

머핀의 높이는 시료의 정 가운데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

로 자른 단면의 최고 높이를 측정하며, 부피 측정은 좁

쌀을 이용한 종자치환법에 의하여 500 mL 비커에 종실을 
가득 담고 그 종실을 비운 후 비이커에 머핀을 넣고 그 

위에 덜어낸 종실을 다시 채우고,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하였다. 이 때 남은 종실을 메스실린더에 넣고 부피를 측

정하였다. 머핀의 굽기 손실률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측

정하였다.

Baking loss rate(%) =
(Dough weight-Bread weight)/Dough weight×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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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mental data under various composition of Jinuni bean powder, sugar, butter and their physical properties of Jinuni
bean muffin

Sample 
No.  A B C

Physical properties
Height
(mm)

Volume
(ml)

Loss rate
(%) Lightness Redness Yellowness Hardness

(Dyne/cm3) Cohesiveness Springness Gumminess

 1 20 60 60 6.40 206.67 4.17 59.21 -0.81 10.41 1725962 43.29 74.65 99.14
 2 80 60 60 6.20 196.67 5.59 47.30 0.60 5.66 2170642 47.88 63.38 137.90
 3 20 100 60 6.90 215.00 5.12 64.14 -0.98 9.50 1778721 49.24 78.87 116.21
 4 80 100 60 5.90 230.00 5.83 49.52 1.59 6.93 3007244 61.41 83.10 245.01
 5 20 60 100 6.20 200.00 8.33 61.56 -0.38 10.99 2112347 46.11 78.87 129.10
 6 80 60 100 6.00 208.33 4.25 46.66 1.41 6.27 2977096 59.02 83.09 233.14
 7 20 100 100 6.70 191.67 5.78 63.67 -0.86 10.61 1791178 50.21 75.00 121.00
 8 80 100 100 6.20 203.33 5.07 49.07 1.32 5.88 2660544 69.46 83.09 231.09
 9 20 80 80 6.10 198.33 6.62 59.69 -0.77 9.76 1776313 35.34 70.83 84.45
10 80 80 80 5.90 196.67 5.08 49.47 1.27 6.64 3024935 53.49 80.56 225.86
11 50 60 80 6.10 195.00 6.27 49.04 0.88 6.89 1871578 51.71 76.06 197.02
12 50 100 80 5.90 203.33 4.08 49.89 0.97 6.81 1530001 50.71 69.01 102.94
13 50 80 60 6.50 211.67 6.58 52.05 1.25 8.05 1958044 55.54 87.50 221.04
14 50 80 100 6.00 211.67 5.02 54.02 0.83 8.10 1748573 58.99 81.69 136.87
15 50 80 80 6.10 190.00 6.33 55.49 0.76 8.18 1385759 57.69 83.33 185.20
16 50 80 80 6.20 190.00 6.47 56.73 1.39 8.81 1441861 61.56 72.22 119.42

A: Jinuni bean powder B: Sugar C: Butter

각 측정은 한 처리군당 3개의 시료를 이용하여 각각 3
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3) 물성 측정

머핀의 물성 측정은 Rheomether(Compac-100, Sun scien-
tific CO.,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masticability 
test를 실시하여 경도(hardness), 응집성(cohesiveness), 탄력

성(springiness), 검성(gumminess)을 측정하였다. 처리군당 

3개의 시료를 3×3×3 cm로 잘라 측정하여 평균값을 나타

내었으며 Rheomether의 조건은 Max wt(2 kg), Table speed 
(140 mm/min), mode 21(2 bite), prove은 직경 10 mm의 

number N25 needle type으로 측정하였다.

5. 쥐눈이콩가루 첨가 머핀 관능검사

관능 요원은 숙명여자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재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객관성과 정확성을 기

하기 위하여 균형 불완전 블록 계획(BIBD: balanced in-
complete block design)을 사용하였다. 32명의 관능요원이 

16가지의 시료 중 6가지의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각 처리는 12번 반복되며, 머핀은 균일크기(1/4조각)로 절

단하여 난수표에 의해 4자리 숫자로 표시하였다. 관능검

사 항목은 색(Color), 외관(Appearance), 향(Flavor), 부드러

움(Softness),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quality)에 대한 기

호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7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여 기

호도가 높을수록 7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6. 최적화 분석

Canonical 모형의 수치 최적화(numerical optimization)와 
모형적 최적화(graphical optimization)를 통하여 최적화를 

위한 쥐눈이콩 가루(A), 설탕(B), 버터(C)의 양을 독립 변

수로 선정하였고, 그 한계 범위 내에서 관능평가 중 유

의적으로 나타난 색, 외관, 향, 부드러움, 전반적인 기호

도 항목을 최대(maximum)로 설정하여 그 때의 지점을 지

점 예측(point prediction)을 통해 최적점으로 선정하였다. 
수치 최적화는 canonical model을 기준으로 하는 모델의 

계수에 각각의 반응 중 관능평가의 최고점을 목표 범위

(goal area)로 설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물리적 특성

쥐눈이콩가루를 이용한 머핀의 제조조건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세가지 독립변수(쥐눈이콩가루, 설탕, 버터)를 

design expert로 이용하여 16가지 조건에서 얻어진 물리

적 측정의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Table 3은 설정 된 

반응별로 모델링화 하여 F-test를 통해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회귀식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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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Jinuni bean muffin
Responses Model R-squared1) F-value P-value Prob>F Equation of on terms of pseudo component
Lightness Linear 0.8577 24.12 <0.0001*** 54.22-6.63A+1.25B+0.28C

Redness Quadratic 0.9644 18.07 0.0011** 1.03+1.00A+0.034B+0.067C+0.19AB-0.1250AC-0.17BC-
0.75A2-0.079B2+0.036C2

yellowness Linear 0.8628 25.15 <0.0001*** 8.09-1.99A-0.049B+0.13C
Height Linear 0.4434 3.19 0.0629 6.21-0.21A+0.070B-0.080C

Volume Quadratic 0.8436 3.59 0.0667 196.03+2.33A+3.67B-4.50C+3.54AB+1.87AC-6.87BC-
1.55A2+0.11B2+12.62C2

Baking loss 2FI 0.5715 2.00 0.1680 5.661875-0.42A-0.273B+0.116C+0.3325AB-0.865AC-0.365BC

Hardness Quadratic 0.8975 5.83 0.0219* 1.648E+4.656A-8993.72B+64912.45C+98557.56AB+
7614.06AC-1.909BC+6.354A2-64386.70B2+88132.17C2

Cohesiveness Linear 0.6143 6.37 0.0079** 53.23+6.71A+3.30B+2.64C

Springness Quadratic 0.6575 1.28 0.3949 77.71+1.50A+1.30B+1.43C+2.42AB+2.42AC-3.48BC-
1.98A2-5.14B2+6.92C2

Gumminess Linear 0.5804 5.53 0.0128* 161.59+52.31A+2.00B+3.19C
1) A: Jinuni bean powder B: Sugar C: Butter
2) 0 < R2 < 1, close to 1 means more significant.
3) *p<.05, **p<.01, ***p<.001

bean powder(A)×sugar(B) bean power(A)×butter(C) sugar(B)×butter(C)
Color(L)

bean powder(A)×sugar(B) bean power(A)×butter(C) sugar(B)×butter(C)
Color(a)

bean powder(A)×sugar(B) bean power(A)×butter(C) sugar(B)×butter(C)
Color(b)

Fig. 1. Response surface and perturbation plot for the effect of bean powder(A), sugar(B), butter(C) on color of Jinuni bean muffin.

1) 색도(Color Value)

Table 3에서의 쥐눈이콩가루 머핀의 색도측정 결과 명

도의 회귀곡선에 대한 결정계수 R2 0.8577, P-value <0.0001, 

적색도 R2값 0.9644, P-value 0.0011, 황색도 R2값은 0.8628, 
P-value는 <0.0001로서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고, 명
도와 황색도는 쥐눈이콩가루, 설탕과 버터에서 각각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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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n powder(A)×sugar(B) bean power(A)×butter(C) sugar(B)×butter(C)
Hardness

bean powder(A)×sugar(B) bean power(A)×butter(C) sugar(B)×butter(C)
Cohesiveness

bean powder(A)×sugar(B) bean power(A)×butter(C) sugar(B)×butter(C)
Gumminess

Fig. 2. Response surface and perturbation plot for the effect of bean powder(A), sugar(B), butter(C) on physical characteristics of
Jinuni bean muffin.

적으로 작용하는 linear model이 선택되었고, 적색도는 독

립변수간의 교호 작용하는 quadratic model이 선택되었다. 
명도에 대한 반응표면과 perturbation plot으로 이에 의하

면 쥐눈이콩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적색도는 쥐눈이콩 가루의 첨가량에 

매우 유의적으로 나타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

나다가 지나친 첨가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설
탕, 버터는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반면에 황색

도는 쥐눈이콩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을 

보여 주었다(Fig. 1). 이는 Lee YT(2007)의 쥐눈이콩 두

부연구와 같은 견해를 보이며, 또한 검정콩이 노란콩에 

비해 명도가 낮고 적색도가 높으며 황색도가 낮은 Kim 
DH 등(1990)의 결과는, 쥐눈이콩 종피의 anthocyanin 색소 
영향으로 판단되었다. 반면에 Ko YJ와 Joo NM(2005)의 

쥐눈이콩 첨가 냉동쿠키 연구에서 쥐눈이콩가루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적색도는 오히려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쿠키의 색은 주로 당에 의한 비효소적 갈변반

응으로 가열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계속적인 에너지의 공

급으로 오는 캐러멜화 반응 때문이라 생각된다.

2) 높이, 부피, 굽기 손실률

쥐눈이콩가루를 첨가한 머핀의 단면의 높이, 부피, 굽
기 손실률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머핀 단면의 

높이는 5.90～6.90로 분포되었으며(Table 2). 측정 결과, 이
차회귀식에 의한 R2은 0.4434, P-value는 0.0629로 회귀

곡선에 대한 결정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굽기 손실율

은 R2은 0.5715, P-value는 0.1680으로 유의수준을 보이지

는 않았지만 굽기 손실은 발효산물 중 휘발성 물질이 휘

발하면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으로 같은 굽기 조건에서 

손실율이 증가할수록 호화가 양호하고 껍질의 착색도 좋

다고 Kim SK 등(1978)의 연구에서는 보고 하였다. 회귀곡

선에 대한 부피의 결정계수 R2은 0.8436, P-value는 0.0667
로(Table 3) 유의적이지 않아 제빵류에서 지방은 creaming 
process에서 많은 공기를 포함하여 부피를 증가시킨다는 

Mc Williams M(2001)의 보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독립변수간의 교호 작용하는 quadratic model이 선정되어 

세요인 모두에 부피에 영향 준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버

터의 첨가량이 가장 영향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머핀의 물성 측정

머핀의 물성에 대한 분산 분석한 결과 경도(Hardness) 
와 탄력성(springiness)은 독립변수간의 교호 작용하는 q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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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perimental data under various composition of Jinuni bean powder, sugar, butter and there sensory properties of Jinuni
bean muffin

Sample
No.

Jinuni bean 
powder(g)

Sugar
(g)

Butter
(g)

Sensory properties
Color Appearance Flavor Softness Overall quality 

1 20 60 60 3.83 3.83 3.50 3.00 3.17
2 80 60 60 3.50 4.50 2.17 2.67 2.50
3 20 100 60 4.17 3.00 3.33 4.00 3.83
4 80 100 60 3.67 3.33 4.00 3.67 3.33
5 20 60 100 4.17 3.17 4.17 4.33 4.00
6 80 60 100 3.67 3.33 3.67 4.17 3.67
7 20 100 100 3.67 3.33 3.50 3.83 3.33
8 80 100 100 3.83 3.83 3.67 3.50 3.50
9 20 80 80 3.17 3.17 4.00 3.83 4.00
10 80 80 80 3.50 3.83 5.17 3.33 4.83
11 50 60 80 5.67 4.50 4.00 4.67 3.67
12 50 100 80 4.83 4.17 4.17 5.50 4.67
13 50 80 60 4.33 5.17 5.00 4.50 4.83
14 50 80 100 4.67 5.33 5.67 4.83 5.17
15 50 80 80 5.17 6.17 5.67 5.83 6.17
16 50 80 80 5.33 5.83 6.00 5.67 5.83

dratic model이 선택되었으며, 응집성(cohesiveness) 검성

(gumminess)은 쥐눈이콩가루, 설탕과 버터에서 각각 독립

적으로 작용하는 linear model이 선택되었다(Table 3). 경
도의 신뢰구간 R2은 0.8975, P-value는 0.0219(p<0.05)로 

유의적이고 세요인 중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버터

이며, Fig. 2의 경도에 대한 반응표면과 perturbation plot에 
의하면 쥐눈이콩가루 첨가 시 경도는 감소하다가 50 g 이
상부터는 경도가 증가함을 보여 주었다. 이는 Lee SM와 

Joo NM(2007)의 단호박가루 첨가량에 따라 경도를 증가

시킨 머핀과는 비슷한 견해이고 Park SH와 Lim SI(2007)
의 홍국분말을 첨가한 머핀에서 첨가된 재료가 경도의 증

가를 의미하지는 않아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는 첨가되

는 재료의 고유성분의 차이에서 기인 된 것으로 본다.
응집성(Cohesiveness)은 R2은 0.6143, P-value는 0.0079 

(p<0.01)으로 1%이내 신뢰수준을 보이며 세 요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linear model이며, 세요인의 첨가량

이 증가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미세한 상승을 보여주

었다. 검성(gumminess)은 R2은 0.5804, P-value는 0.0128 
(p<0.05)으로 5% 이내 수준으로 설탕, 버터는 전혀 영향

이 없는 듯 보이며, 쥐눈이콩가루 함량이 증가하면 검성

은 점차 증가하였다. 탄력성(springiness)은 R2은 0.6575, P- 
value는 0.3949로 유의 수준을 보여주지 않았다.

2. 관능적 특성

16개의 쥐눈이콩 가루 첨가 머핀에 대하여 7점 척도 법

으로 관능적 품질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4이며, 설정 된 

반응별로 모델링화 하여 F-test를 통해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회귀식은 Table 5에 제시하였다.

1) 색(Color)

쥐눈이콩가루 첨가 머핀의 색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 이

차회귀식에 의한 R2은 0.8755, P-value는 0.0368(p<0.05) 
이내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각각의 독립변수간의 교호 작

용하는 quadratic model이 선택되었으며(Table 5), 관능적 

특성 중 색에서는 쥐눈이콩가루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

났으며 쥐눈이콩가루 첨가량이 첨가할수록 색의 기호도는 
증가하다 50 g일 때 최고점을 나타내며 그 이후에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설탕은 재료의 첨가에 따라 색의 기

호도는 감소하다가 80 g일 때 최저점을 나타내며 그 이후

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버터함량은 80 g 보
다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색에 대한 기호도는 낮아지는 경

향을 보였다.

2) 외관(Appearance)

머핀의 외관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 이차회귀식에 의한 

R2은 0.8766, P-value는 0.0360(p<0.05) 이내 수준에서 유의

하며, 각각의 독립변수간의 교호 작용하는 quadratic model
이 선택되었으며, 세요인 중 버터의 영향이 가장 적고 쥐

눈이콩가루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perturbation plot
은 쥐눈이콩가루 첨가량이 첨가할수록 외관의 기호도는 

증가하다 50 g일 때 최고점을 나타내며 그 이후에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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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Jinuni bean muffin

Responses Model R-squared F-value P-value
Prob>F Equation of on terms of pseudo component

Color Quadratic 0.8755 4.69 0.0368* 4.91-0.084A-0.067B+0.051C+0.061AB+0.061AC-0.11BC-
1.41A2+0.51B2-0.24C2

Appear
ance Quadratic 0.8766 4.74 0.0360* 5.32+0.23A+-0.17B-0.084C+0.000AB-0.042AC+0.33BC-

1.48A2-0.65B2+0.27C2

Flavor Quadratic 0.9063 6.45 0.0171* 5.51+0.018A+0.12B+0.27C+0.33AB+0.041AC-0.29BC-
0.77A2-1.27B2-0.017C2

Softness Quadratic 0.9118 6.89 0.0145* 5.25-0.17A+0.17B+0.28C-0.021AB+0.021AC-0.40BC-
1.42A2+0.087B2-0.33C2

Overall quality Quadratic 0.8802 4.90 0.0332* 5.49-0.050A+0.16B+0.20C-0.084AB+0.13AC-0.29BC-
0.83A2-1.07B2-0.24C2

1) A: Jinuni bean powder B: Sugar C: Butter
2) 0 < R2 < 1, close to 1 means more significant.
3) *p<.05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Im JG 등(1998)의 수수머핀 

제조시 수수가루 색소의 영향으로 지나친 첨가는 외관에 

대한 낮은 기호도를 보인 것과는 일치하는 것으로 생리

활성을 가진 재료이라 하더라도 지나친 첨가는 기호에 영

향을 주므로 최적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3) 향(Flavor)

향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 이차회귀식에 의한 R2값은 

0.9063으로 높은 신뢰수준을 보였고, p-value는 0.0171(p< 
0.05) 이내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각각의 독립변수간의 

교호 작용하는 quadratic model이 선택되어, 세 요인이 비

슷한 영향을 보이나, 쥐눈이콩가루 보다는 버터에 더 민

감한 반응을 보이며, 쥐눈이콩가루 첨가량이 첨가할수록 

향의 기호도는 증가하다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급격

한 감소는 보이지 않아 쥐눈이콩가루 첨가는 바람직함을 

나타내었다.

4) 부드러움(Softness)

Table 5의 회귀식에서 나타난 계수들을 살펴본 결과, R2

값은 높은 신뢰도 수준인 0.9118이며 p-value는 0.0145로 

5% 이내에서 유의적이며, 반응표면적합 모형으로는 독립

변수간 교호 작용하는 quadratic model이 선택되었으나 관

능적 특성 중 머핀의 부드러움의 정도는 버터 첨가율에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응 표면과 perturbation plot
에 의하면 버터 함량의 증가는 부드러움에 대한 기호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나 지나친 버터의 첨가는 감소의 

경향을 보이고, 쥐눈이콩 가루 첨가는 부드러움에 대한 

기호도는 증가하다 50 g일 때 최고를, 그 이후에는 감소

하는 경향으로 보여 주어, 물성 측정의 경도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은 견해를 보였다. 이는 머핀의 부드러운 정도

는 경도 측정값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보고된 Chung 

HJ(2006)의 저지방 머핀 연구를 통하여 본 실험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5)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quality)

쥐눈이콩가루 첨가 머핀의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한 관

능검사 결과 이차회귀식에 의한 R2은 0.8802, p-value는 

0.0332(p<0.05) 이내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각각의 독립변

수간의 교호 작용하는 quadratic model이 선택되었으며(Table 
5), 전반적인 기호도 에서는 세요인 모두 영향이 있으나, 
설탕과 버터가 쥐눈이콩가루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perturbation plot과 3차원적 그래프는 쥐눈

이 콩가루와 설탕은 재료의 함량을 첨가 할수록 전반적

인 기호도는 증가하다가 최고점 이후는 감소하여 쥐눈이

콩가루 첨가 50 g에서 높은 기호도를 보여 긍정적이라 볼 
수 있으며 버터는 한계구간인 60～100 g범위에서 높은 기

호도를 보여주었다.

3. 쥐눈이콩가루 첨가 머핀의 관능적 최적화

각 항목별 최적조건은 Canonical 모형의 수치 최적화

(numerical optimization)와 모형적 최적화(graphical optimi-
zation)를 통해 모델의 최적화를 위해 쥐눈이콩가루, 설탕, 
버터의 양을 선정하였다. 쥐눈이콩가루, 설탕, 버터는 독

립변수로 작용하며, 이 범위 내에서 관능평가 중에서 유

의적으로 나타난 색, 외관, 향, 부드러움, 전반적인 기호도

의 모든 항목을 최대로 결정하고, 모델화에 의해 결정된 

반응식을 이용하여 만족하는 점(numerical point)을 수치 

최적화와 모형 최적화(Fig. 4)를 통해 선정한다. 그 중 가

장 높은 desirability를 갖는 최적점을 선택하여 지점 예측

(point prediction)을 통해 도출하였으며(Fig. 5), 각 독립변

수의 예측된 최적값은 쥐눈이콩가루 50.05 g, 설탕 78.56 
g, 버터 90.97 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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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n powder(A)×sugar(B) bean power(A)×butter(C) sugar(B)×butter(C)
Color

bean powder(A)×sugar(B) bean power(A)×butter(C) sugar(B)×butter(C)
Appearance

bean powder(A)×sugar(B) bean power(A)×butter(C) sugar(B)×butter(C)
Flavor

bean powder(A)×sugar(B) bean power(A)×butter(C) sugar(B)×butter(C)
Softness

bean powder(A)×sugar(B) bean power(A)×butter(C) sugar(B)×butter(C)
Overall quality

Fig. 3. Response surface and perturbation plot for the effect of bean powder(A), sugar(B), butter(C) on sensory characteristics of
Jinuni bean muf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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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n powder(A)×sugar(B) bean power(A)×butter(C) sugar(B)×butter(C)
Fig. 4. Response surface plot for optimization mixture on desirability of Jinuni bean muffin.

bean powder(A)×sugar(B) bean power(A)×butter(C) sugar(B)×butter(C)
Fig. 5. Overlay plot for common area for the optimization mixture of Jinuni bean muffin.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풍부한 영양 성분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가

지 생리활성이 풍부한 쥐눈이콩 가루를 이용한 머핀의 제

조 조건을 최적화하고자 Central Composite을 이용하여 쥐

눈이콩가루(A), 설탕(B), 버터(C)의 양을 독립변수로 하였

고, Design Expert 7(Stat-Easy Co., Minneapolis)을 사용하

여 실험디자인 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후 최적화하였다.

1. 실험 결과를 모델링하여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명도

와 황색도, 응집성, 검성은 linear 모델이 선택되었으며, 적
색도와 관능평가 항목인 색, 외관, 향, 부드러움의 정도, 
전체적인 기호도가 quadratic 모델로 결정되었고, 높이, 부
피, 굽기 손실, 탄력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p-value는 

5% 이내에서 유의성을 보여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2. 물리적 특성 중 명도와 황색도는 콩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적색도는 콩가루의 첨

가량이 증가되면 증가되었고, 경도에서는 버터의 영향이 

가장 크며 응집성에서는 세 가지 요인 모두 첨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 중에서도 콩가루의 영향이 가

장 큰 것으로, 검성은 콩가루의 첨가량에 따라 점차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관능항목 중에서 설탕와 버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

타나며, 쥐눈이콩가루 첨가는 관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나 최적수준인 50.05 g까지는 긍정적으로 높은 

기호도를 보여주었다.

4.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관능평가의 모든 항목의 목표

범위를 모두 충족시키는 밀가루를 대체한 쥐눈이콩가루, 
설탕, 버터의 최적의 배합비율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를 통

해 쥐눈이콩을 이용한 식품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이에 관한 연구도 계속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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