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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눈이콩 첨가 스무디의 제조조건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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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optimal mixing conditions of three different amounts of small 
black soybeans, sugar, and plain yogurt, for the preparation of a small black soybean smoothie.
The experimental design utilized herein was based on the Central composite design methodology of response surface, 
which included 16 experimental points, including 2 replicates for the small black soybeans, sugar, and plain yogurt. The 
physiochemical and sensory properties of the test were measured, and these values were applied to the mathematical 
models. A canonical form and perturbation plot showed the influence of each ingredient on the mixed final product. The 
L value and a value decreased with increasing quantities of small black soybeans, but the b values increased with greater 
additions of small black soybeans. Sweetness in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 of added sugar. The results of sensory 
evaluation showed very significant values for color (p<0.01), taste (p<0.05) and overall quality (p<0.05) in the predicted 
model. As a result, the optimum formulations by numerical and graphical methods were calculated as follows: small 
black soybean 79.46 g, plain yogurt 275.07 g, sugar 21.2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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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스무디(Smoothie)는 신선한 과일을 갈아서 얼려 만든 

음료이다. 과일 이외도 부순 얼음, 얼린 과일, 얼린 요구

르트 등을 넣기도 한다. 스무디는 주로 젊은층에게 소비

되고 있는 기호성 식품으로서,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의 

영향으로 새로운 영양식품으로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음료에 기능성을 갖는 성분들을 첨가하는 사

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예로서는 연근(Bae MJ 등 2008), 
생약재(Park SH 등 2004) 등을 첨가한 건강 기능성 제품

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최근 건강 기능성식품에 대한 영향으로 단백질의 대체 

공급원으로서 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콩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단백질에는 필수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배합되어 있으며 지방 함유량은 18% 정도인데, 대부분이 
불포화 지방산이며 그 반 이상이 고급 linoleic acid 이다. 
리놀레산이 안정적으로 작용하는데 필요한 비타민 E도 충

분히 들어있어 동물성 지방의 과잉섭취로 인한 콜레스

테롤을 낮추어 동맥경화증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YH 2003). 그 밖에 생리

활성물질인 isoflavone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

사한 기능(Kennedy AR 1995)을 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으로 폐경기에 유발되는 골다공증의 예방 효과와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등의 발생을 저지 또는 감소시킨다는 연

구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Kim YK 등 2003).
특히 쥐눈이콩(Rhynchosia Nulubilis)은 검정콩 중 하

나로 서목태, 약콩이라고 불리며 예로부터 신경통, 신장

질환, 노인성 치매예방에 이용되었다. Kang SA 등(2003)
의 연구에서 쥐눈이콩이 고농도의 이소플라본을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었고 Nam SH와 Kang MY(2003)은 지질과

산화 억제활성, superoxide radical 및 hydroxyl radical 소
거활성의 측면에서 평가한 항산화 활성이 타 품종에 비

하여 우수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입산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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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의 콩치즈(Kim CS와 Shin HS 1971), 대두요구르트

(Lee SY와 Oh KN 1999) 등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 중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 토종콩인 쥐눈이콩을 

이용한 식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단백질과 여러 가지 생

리활성이 풍부한 쥐눈이콩을 이용하여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식품개발의 모델로 후식으로 애용되

는 스무디를 제조하고, 가장 우수한 배합조건을 설정하

고자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중 

Central Composite를 이용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의 스무디 제조에 사용된 재료는 쥐눈이콩(강원

도, 국내산), 플레인 요구르트(빙그레, 국내산), 설탕(정백

당, (주)CJ), 우유(서울우유 홈밀크, 국내산)를 사용하였다.

2. 실험계획

쥐눈이콩 첨가 스무디의 모든 실험계획, data분석 및 최

적화분석은 Design Expert 7 프로그램(Stat-Ease Inc., Min-
neapolis)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쥐눈이콩, 플레인 

요구르트, 설탕의 함량을 3개의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색도(L, a, b), 당도, 관능검사(색, 향, 농도, 
맛, 전반적인 기호도)를 설정하였다. 콩, 플레인 요구르

트, 설탕 첨가율의 최대 최소범위는 예비실험을 거쳐 각

각 40～120 g, 100～300 g, 10～30 g으로 설정하였다. Cen-
tral composition의 실험점은 정중앙점(0.0)과 ±α점(Axial 
Point), ±1 level점(Factorial Point) 으로 이루어지며, 이러

한 실험점들 사이에는 모델설정 및 적합결여 검증을 위

한 반복점이 존재한다(Park HY와 Jang MS 2007). 이에 

따라 각 설정된 범위를 입력하여 16개의 실험점이 형성

되었고 replication 설정을 통해 2개의 반복점이 선택되

었다.

3. 쥐눈이콩 첨가 스무디 제조

쥐눈이콩 첨가 스무디의 재료 배합비는 Table 1과 같

다. 즉 쥐눈이콩을 15시간 정도 실온의 물에 불려놓고, 
불린 콩을 10분간 삶아 식힌 후 껍질을 제거하였다. 흰 

우유, 삶은 후 껍질을 제거한 콩과 설탕, 플레인 요구르

트를 실험 분량대로 혼합한 후 블렌더(KTL SU 07065- 
3001, Philips Electronics, Amsterdam, Netherlands)에 넣

어 2단으로 1분, 1단으로 4분간 갈아주었다. 그 후 컵에 

80 g을 부어 -20℃의 냉동실(FRB4350-NT, Deawoo Co., 
Gumi, Gyeongbuk, Korea)에서 한 시간 가량 냉각 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쥐눈이콩 스무디의 제조공정은 Fig. 
1과 같다.

Table 1. Experimental design for smoothie prepared with small 
black soybean

Sample 
No.

Factor
Small black soybean(g) Plain yogurt(g) Sugar(g)

1 40 100 10
2 120 100 10
3 40 300 10
4 120 300 10
5 40 100 30
6 120 100 30
7 40 300 30
8 120 300 30
9 40 200 20
10 120 200 20
11 80 100 20
12 80 300 20
13 80 200 10
14 80 200 30
15 80 200 20
16 80 200 20

Fig. 1. Flow chart for manufacturing smoothie products.

4. 쥐눈이콩 스무디의 색도 및 당도

1) 색도측정

각 시료별 스무디 표면의 색도는 Color difference meter 
(Colormeter CR-200, Minolta CO,. Japan)를 사용하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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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mental combinations and data under various conditions of small black soybean, plain yogurt, sugar and their responses

Sample
No.

Small black 
soybean(g)

Plain
yogurt(g) Sugar(g)

Responses
Sweetness

Lightness Redness Yellowness
1 40 100 10 82.30 -5.53 13.17 15.5
2 120 100 10 83.21 -5.99 17.26 16.2
3 40 300 10 88.61 -3.62 11.09 15.6
4 120 300 10 85.93 -5.37 16.51 16.6
5 40 100 30 87.98 -4.26 10.09 23.4
6 120 100 30 83.49 -6.09 18.15 22.6
7 40 300 30 89.17 -4.00 11.36 21.3
8 120 300 30 86.78 -5.65 16.58 21.0
9 40 200 20 86.18 -3.34 7.65 21.2
10 120 200 20 85.09 -5.49 16.89 18.6
11 80 100 20 87.23 -5.02 13.54 19.4
12 80 300 20 87.74 -4.39 12.8 18.8
13 80 200 10 87.28 -5.08 14.29 17.1
14 80 200 30 87.99 -5.13 14.19 22.3
15 80 200 20 86.61 -5.07 13.98 20.6
16 80 200 20 87.06 -4.55 11.79 18.3

L(white + 100 ⟷ 0 black), a(red + 60 ⟷ -60 green), b(yellow + 60 ⟷ -60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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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군당 3개의 시료를 이용하여 각각 3회 반복 측정하였

으며,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한 표준백판

(Standard Plate)의 L값은 97.75, a값은 -0.38, b값은 

+1.88로 보정한 후 사용하였다.

2) 당도측정

제조된 스무디의 당도는 시료를 0.3 g을 취하여 0～
53% 범위를 갖는 당도계 Digital Hand-held Pocket Re-
fractometer(PAL-1 ATAG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3
회 반복 측정하였다.

5. 쥐눈이콩 스무디의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숙명여자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생 16
명을 panel로 선정하여 충분한 지식과 용어, 평가기준 등

을 숙지시킨 후 이들에게 쥐눈이콩 스무디의 실험목적

과 취지를 설명한 뒤 실험에 응하도록 하였다(Larmond 
E 1977). 실험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정밀도를 증가시키

기 위하여 균형 불완전 블록 계획(BIBD: Balanced In-
complete Block Design)을 사용하여 랜덤화(Randomiza-
tion), 블록화(Blocking)하였다. 따라서 16명의 관능요원

이 16가지의 시료 중 6가지의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

으며 각 처리는 6번 반복되었고 각 처리쌍이 나타나는 

블록의 수는 6회였다. 모든 시료들은 난수표에 의해 4자
리 숫자로 표시되었으며 관능검사 항목은 색(Color), 향
(Flavor), 농도(Concentration), 맛(Taste), 전반적인 기호도

(Overall Quality)에 대한 기호도 특성이었으며, scoring 
test 중 7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여 선호도가 높을수록 높

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6. 최적화 분석

Canonical 모형의 수치 최적화(Numerical Optimization)
와 모형적 최적화(Graphical Optimization)를 통해 최적화

를 위한 쥐눈이콩, 플레인 요구르트, 설탕의 양을 선정하

였고, 그때의 지점을 지점 예측(Point Prediction)을 통해 

최적점으로 선정하였다. 수치 최적화는 canonical model
을 기준으로 하는 모델의 계수에 각각의 반응 중 관능

평가의 최고점을 목표 범위(Goal Area)로 설정하였다.
수치 최적화를 통해 제시된 최적점(Solution)중 다음의 

식에 기준하여 적합도(Desirability)를 구하고 가장 높은 적

합도를 나타내는 최적점을 채택하였다.

( )1 2

11

1 1 1
1

( ) ilR
n rrr r r rl

i
i

D d d d d ∑∑

=
= × ×⋅ ⋅ ⋅× = ∏

여기에서의 D: overall desirability이며, d: 각각의 desirabi-
lity, n: response의 수를 의미한다.

III. 결과 및 고찰

1. 쥐눈이콩 스무디의 색도 및 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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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Black soybean(A)×Plain yogurt(B) Small black soybean(A)×Sugar(C) Plain yogurt(B)×Sugar(C)

Small black soybean(A)×Plain yogurt(B) Small black soybean(A)×Sugar(C) Plain yogurt(B)×Sugar(C)

Small black soybean(A)×Plain yogurt(B) Small black soybean(A)×Sugar(C) Plain yogurt(B)×Sugar(C)
Fig. 2.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 of small black soybean(A), plain yogurt(B), sugar(C) on color(L, a, b) of smoothie prepared

with small black soybean.

쥐눈이콩을 첨가한 스무디의 제조조건의 최적화를 목

적으로 한 중심합성 계획에 따라 세 가지 독립변수(쥐눈

이콩, 플레인 요구르트, 설탕)를 design expert로 이용하

여 16가지 조건에서 얻어진 기계적 측정결과는 Table 2
와 같다.
쥐눈이콩을 첨가한 스무디에 대해 기계적 품질을 평

가한 결과 Lightness는 82.30～89.17, Redness는 -6.09～
-3.34, Yellowness는 7.65～18.15, Sweetness는 15.5～23.4 
사이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1) 색도(Color Value)

스무디의 명도(Color Value L)는 쥐눈이콩 40 g, 플레

인 요구르트 300 g, 설탕 30 g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적색도(Color Value a)는 쥐눈이콩 40 g, 플레인 요구

르트 200 g, 설탕 20 g일 때, 황색도(Color Value b)는 쥐

눈이콩 120 g, 플레인 요구르트 100 g, 설탕 30 g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설정된 반응별로 모델링화하여 F- 

test로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와 독립변수가 색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식은 Table 3과 같다. 명
도(L), 적색도(a), 황색도(b)는 모두 linear 모델이 선택되

었다. 명도는 P값이 0.0090으로 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적색도(Color Value a)를 분석한 결과는 P값이 0.0004로 

1% 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고 R2값은 0.7709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황색도(Color Value b)를 분석한 

결과는 P값이 0.0001로 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이차 

회귀식에 의한 R2값은 0.8270으로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

되었다.
Fig. 2는 명도, 적색도, 황색도, 당도 수치에 대한 반응

표면에 대한 결과로 명도는 쥐눈이콩의 양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반면 플레인 요구르트와 설탕의 양이 증가할수

록 명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적색도는 

쥐눈이콩의 양이 증가할수록 적색도가 다소 감소하는 반

면, 플레인 요구르트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적색도가 증

가 하였다. 또한 쥐눈이콩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황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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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black soybean(A)×Plain yogurt(B) Small black soybean(A)×Sugar(C) Plain yogurt(B)×Sugar(C)
Fig. 3.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 of small black soybean(A), plain yogurt(B), sugar(C) on sweetness of smoothie prepared 

with small black soybean.

Table 4. Experimental data under various composition of small black soybean, plain yogurt, sugar and their sensory properties of
smoothie products

Sample
No.

Small black 
soybean(g)

Plain
yogurt(g) Sugar(g)

Responses
Color Flavor Concentration Taste Overall quality

1 40 100 10 3.83 3.67 3.33 5.33 5.33
2 120 100 10 3.94 3.50 3.50 4.17 4.17
3 40 300 10 4.01 4.83 3.50 2.67 3.5
4 120 300 10 4.17 4.67 3.50 3.5 2.67
5 40 100 30 3.9 3.50 3.17 4.67 4.67
6 120 100 30 4.2 5.17 5.17 3.94 4.5
7 40 300 30 3.98 4.33 4.33 4.23 4.67
8 120 300 30 4.26 3.83 4.17 5 4.83
9 40 200 20 4.12 4.33 4.33 4.5 4.67
10 120 200 20 4.83 4.67 3.50 5 5.17
11 80 100 20 5.21 4.83 3.83 4.67 4.67
12 80 300 20 5.33 5.33 5.33 4.5 4.17
13 80 200 10 4.83 4.83 4.83 5.17 4.67
14 80 200 30 4.67 5.00 4.50 4.33 3.83
15 80 200 20 5.17 4.33 4.67 4.17 3.67
16 80 200 20 5.50 5.17 5.33 4.21 3.67

는 높아지고 플레인 요구르트와 설탕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황색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2) 당도(Sweetness)

스무디의 당도는 쥐눈이콩 40 g, 플레인 요구르트 100 
g, 설탕 30 g 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설정된 반응별

로 모델링화 하여 F-test를 통해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와 

독립변수가 당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

식은 Table 3과 같다. 당도(sweetness)는 linear 모델이 선

택되었다. P값은 0.0001로 1% 범위에 유의적으로 모델

의 적합성이 인정되었고 R2값은 0.8901을 나타내었다.
Fig. 3은 당도 수치에 대한 반응표면에 대한 결과로 당

도는 명백하게 설탕의 양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쥐눈이콩과 플레인 요구르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당도는 조금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3.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moothie prepared with small black 
soybean

Responses Model R-squared F-value P-value
Prob > F Polynomial equation

L Linear 0.6056 6.14  0.0090 -0.974A+1.402+0.808C
a Linear 0.7709 13.45 0.0004 -0.784A+0.386B+0.046C
b Linear 0.8270 19.13 <0.0001 +3.203-0.387-0.195

Sweetness Linear 0.8901 32.40 <0.0001 -0.2A-0.38B+2.96C

A : Small black soybean, B : Plain yogurt, C: Sugar

2. 쥐눈이콩 스무디의 관능검사

쥐눈이콩 첨가 스무디에 대해 7점 척도로 관능적 품질

을 평가한 결과 관능 평점은 색은 3.83～5.50, 향은 3.50～
5.33, 농도는 3.17～5.33, 전반적인 기호도는 2.67～5.33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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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smoothie prepared with small black soybean

Responses Model R-squared F-value P-value
Prob > F Polynomial equation

Color Quadratic 0.9607 16.33 0.0015** +0.156A+0.067B+0.023C+0.003AB+0.038AC-0.033BC-0.772A2+0.022B2

Taste Quadratic 0.9148 7.16 0.0131* +0.016A+0.287B+0.275C-0.103AB-0.171AC-0.198BC-0.444A2-0.359B2

Overall quality Quadratic 0.9216 7.84 0.0104* -0.316A+0.45B+0.284C+0.062AB+0.145AC-0.062BC-0.558A2-0.218B2

1) A : Small black soybean, B : Plain yogurt, C: Sugar
2) *p<0.05, **p<0.01

Small black soybean(A)×Plain yogurt(B) Small black soybean(A)×Sugar(C) Plain yogurt(B)×Sugar(C)
Fig. 4.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 of small black soybean(A), plain yogurt(B), sugar(C) on sensory characteristics(color) of 

smoothie prepared with small black soybean.

Small black Soybean(A)×Plain yogurt(B) Small black soybean(A)×Sugar(C) Plain yogurt(B)×Sugar(C)
Fig. 5.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 of small black soybean(A), plain yogurt(B), sugar(C) on sensory characteristics(taste) of 

smoothie prepared with small black soybean.

이의 범위를 나타내었다(Table 4).
색, 향, 농도, 맛, 전반적인 기호도는 모두 quadratic 모

델로 결정되었고 각각의 P값은 0.0015, 0.1370, 0.4028, 
0.0131, 0.0104로 나타나 관능항목 중 색, 맛, 전반적인 

기호도는 유의수준 5% 이내에서 유의성을 보여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으나 향, 농도는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

내지 않았다. 유의성을 보인 색, 맛, 전반적인 기호도에 

관한 회귀식의 R2는 0.9607, 0.9148, 0.9216이며 각각의 회

귀식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의 회귀식에서 나타난 계수들을 살펴본 결과 쥐

눈이콩과 설탕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색의 기호도가 높

아지면서 그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플레

인 요구르트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

었다(Fig 4). 맛은 쥐눈이콩, 플레인 요구르트, 설탕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도 같이 증가하다가 각각 79.46 
g, 275.20 g, 21.20 g 이상에서는 서서히 감소하였다(Fig. 
5). 전박적인 기호도는 플레인 요구르트와 설탕의 첨가

량이 많아질수록 증가하였고, 쥐눈이콩은 79.46 g 이상 

첨가하면 기호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쥐눈

이콩을 음료에 첨가할 때 다량 첨가하면 기호도가 떨어져 
제품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Fig. 6).

3. 최적화

최적화는 Canonical 모형의 수치 최적화(Numerical Op-
timization)와 모형적 최적화(Graphical Optimization)를 통

해 최적화를 위한 쥐눈이콩, 플레인 요구르트, 설탕의 양

을 선정하였다. 관능평가 중 유의적으로 나타나 모든 항

목을 최대로 결정하여 모델화에 의해 결정된 반응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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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black soybean(A)×Plain yogurt(B) Small black soybean(A)×Sugar(C) Plain yogurt(B)×Sugar(C)
Fig. 6.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 of small black soybean(A), plain yogurt(B), sugar(C) on sensory characteristics(overall qua-

lity) of smoothie prepared with small black soybean.

Small black soybean(A)×Plain yogurt(B) Small black soybean(A)×Sugar(C)

Plain yogurt(B)×Sugar(C)
Fig. 7. Response surface plot and overlay plot for optimization mixture on desirability of smoothie prepared with small black 

soybean.

이용하여 만족하는 점(Numerical Point)을 수치 최적화와 

모형적 최적화(Fig. 7)를 통해 선정하고 가장 높은 desira-
bility를 나타낸 최적점을 선택하여 지점 예측(Point Predic-
tion)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예측된 최적값은 쥐눈이콩 79.46 
g, 플레인 요구르트 275.20 g, 설탕 21.20 g이었다.

IV. 요약 및 결론

쥐눈이콩 첨가 스무디의 가장 우수한 배합조건을 설정

하고자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중 
Central Composite design을 이용하였다. 쥐눈이콩, 플레인 
요구르트, 설탕의 함량을 독립변수를 설정하였고 최대 최

소범위는 예비실험을 거쳐 쥐눈이콩 40～120 g, 플레인 

요구르트 100～300 g, 설탕 10～30 g으로 하여 스무디를 

제조하고 기계적 검사와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결

과를 모델링하여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명도, 적색도, 황
색도, 당도의 항목은 쥐눈이콩, 플레인 요구르트, 설탕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Linear 모델로 설정되었으며 

quadratic 모델로 설정된 관능검사 항목의 색, 향, 농도, 
맛, 전반적인 기호도 중에서 색, 맛, 전반적인 기호도는 

유의수준 5% 이내에서 유의성을 보여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으나 향, 농도는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않

았다.
기계적 검사의 명도는 플레인 요구르트와 설탕의 첨가

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적색도는 쥐눈이콩의 

양이 증가할수록 적색도가 다소 감소하는 반면, 플레인 

요구르트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적색도가 증가했다. 또한 

황색도 역시 쥐눈이콩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황색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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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고 플레인 요구르트와 설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황색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당도는 설탕의 

첨가량에 비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쥐눈이콩과 플레

인 요구르트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소폭 감소하여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능평가 항목에서는 색의 전반적인 기호도는 쥐눈이

콩, 설탕의 첨가량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맛은 쥐눈이콩, 플레인 요구르트, 설탕 모두가, 전반

적인 기호도는 쥐눈이콩의 함량이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호도 항목에 대한 쥐눈이콩 스무

디의 관능적 최적 배합비는 쥐눈이콩 79.46 g, 플레인 요

구르트 275.20 g, 설탕 21.20 g으로 산출되었으며 이상

의 연구결과에서 우리나라 토종콩인 쥐눈이콩을 이용한 

스무디가 기능성, 품질, 기호도측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

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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