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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치 가루를 첨가한 발아현미쿠키의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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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rminated brown rice is a useful material that contains natural nutrients and biologically active substanc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optimal composite recipe for functional germinated brown rice cookie with added spinach 
(spinacia oleracea L) powder and with high preference in all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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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nach, sugar, and butter. The physical , mecha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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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of spread ratio decreased significantly with 
increases in spinach powder, sugar, and butter(p<0.01). L value shows that lightness decreased significantly with an 
increase in sugar(p<0.05), but the a and b values were not significant. Sensory evaluation found significant values for 
color(p<0.05), flavor(p<0.05), texture(p<0.05) and overall quality(p<0.05) in the predicted model. The optimum 
formulation by the numerical and graphical methods was calculated as follows: spinach powder 3 g, sugar 35.5 g butter 
54.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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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시금치(Spinach, Spinacia oleracea L.)는 페르시아 원산

의 명아주과(Chenupodiaceae)에 속하는 비타민과 단백질

이 풍부한 식물로 비타민 A의 전구체인 카로틴과 비타민 

C 그리고 칼슘, 인, 철분 등의 무기질외 수산, 사과산, 구
연산 등의 유기산을 함유하고 있다(Kim NY 등 1993). 특
히 리신과 트립토판, 시스테인, 철분, 엽산을 많이 함유하

고 있으며 시금치의 엽산은 혈액 속에 있는 ‘Homocystein’
을 제거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또한 DNA 손상을 막

고, ischemic brain 손상을 감소시키며, 일부 세포의 사멸

억제효과가 있다(Porrini M 등 2002, Sim JH 등 2003, Wang 
Y 등 2005, Park JY 등 2007). 최근 시금치에 대한 연구

는 시금치나물의 리보플라빈 함량변화(Kim HY와 Park 

HY 2004), 저장중 시금치의 클로로필 함량변화(Lee HG 
등 2001), 저장중 영양성분변화(Kim MH 등 2008) 등 주

로 시금치 조리 및 저장 등에 의한 영양소 변화에 대한 연

구가 있으며, 그 외 시금치주스 첨가 두부(Kim SD 2003)
와 생면(Sim JH 등 2003), 그리고 시금치 머핀의 최적화

(Joo SY 등 2006) 등으로 아직까지 가공식품으로서의 연

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현미는 백미에 비해 수분의 흡수속도 및 가수량이 달라 

밥짓기가 다소 번거로울뿐만 아니라 질감도 백미에 비하

여 거칠고 소화장애가 생기는 단점이 있으나 최근 이와 같

은 현미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풍부한 영양을 고루 섭취할 
수 있고, 부드러운 조직감으로 기호도를 높인 발아현미가 

각광을 받고 있다(Kim JS 등 2004). 발아현미는 일반현미

에 비해 효소와 식이섬유소, 비타민 B1, B2, E, Ca, I 등의 
함량이 많으며, 탄수화물의 소화율증가 및 각종 미량 기

능성분들이 활성화 된다. 특히, 발아현미는 항염증작용, 항
돌연변이작용 및 암세포의 증식을 차단하는 새로운 생리

활성이 나타나게 되며 발아시키지 않은 현미에 비해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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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강화, 비만억제, 콜레스테롤 흡수저하 효과가 더 증진

된다(Choi HD 등 2006) 또한 발아정도에 따라 항산화 작

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기존에 밝혀진 각종 발아현

미들의 생리작용들도 발아된 정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

이 높다고 보고되었다(Kan BR 등 2006). 최근 발아현미

를 이용한 가공연구로는 발아현미를 이용한 밥(Park JD 등 
2005)과 죽(Han KH 등 2004)이 있으며, 전통 음식으로는 

식혜(Lee WJ와 Kim SS 1998), 막걸리(Song JC와 Park 
HJ 2003), 백설기(Cho KR 2007), 다식(Lee YS 등 2008)이 
있고, 제과 제빵분야로는 식빵(Kim MH와 Shin MS 2003), 
쿠키(Song YH와 Joo NM 2009) 등으로 발아현미의 영양

학적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쿠키는 제과 제빵 연구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

는 분야 중 하나로 선행 연구에는 흑마늘 쿠키(Lee JO 등 
2009), 솔잎분말 쿠키(Jung HA 등 2009), 갈근분말 쿠키

(Lee JH 등 2008), 양파쿠키(Lee JO 등 2008), 연잎분말 

쿠키(Kim GS와 Park GS 2008), 홍삼 쿠키(Lee SM 등 

2006), 백련초 쿠키(Jeon ER과 Park ID 2006), 쥐눈이콩 

쿠키(Ko YJ와 Joo NM 2005), 구기자 쿠키(Park BH 등 

2005) 등이 있다. 따라서 최근 쿠키에 기능성 물질을 첨

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보통의 밀가루와 

기능성물질을 첨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밀가루 대신 발아현미가루와 섬유질이 풍부한 통밀로 대

체하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시금치를 첨가한 냉동 쿠키

를 제조하여 품질특성 및 최적 배합비를 확립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연구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의 재료 중 시금치 가루와 발아현미 분말은 열

매누리(국산)에서 구입하였고, 유기농 통밀은 Bob's Red 
Mill Natural Foods, Inc.(미국산), 무염버터(서울우유, 국
산), 꽃소금(해표, 국산), 백설탕((주)CJ, 국산), 베이킹파우

더(초야식품, 국산), 달걀(영림축산, 국산)을 사용하였다.

2. 실험계획

시금치쿠키의 모든 실험계획, data 분석 및 품질의 최적

화분석은 Design Expert 7(Stat-Easy Co., Minneapolis)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품직의 최적화는 response surface 
methodology중 중심합성계획법(Central Composite design)
에 따라 설계하였다. 발아현미와 통밀가루의 예비실험을 

통하여 성형 가능한 쿠키 베이스의 기본 레시피를 결정

하였고, 쿠키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금치 가루, 설
탕, 버터의 첨가량을 3개의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최대 

및 최소의 범위는 예비실험을 거쳐 시금치 가루는 1~5 g, 
설탕은 20~50 g, 버터는 40~60 g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

수로는 색도(L, a, b), 퍼짐성, 경도를 측정하였으며, 관능

검사(색, 외관, 향, 조직감, 맛, 전반적인 기호도)를 실시

하였다. 실험군은 16개가 설정되었으며, 중심합성계획법

에 의한 실험점은 정중앙점(0.0)과 ±α점(Axial Point), ±1 
level점(Factorial Point)으로 실험점들 사이에는 모델설정 

및 적합결여검증을 위한 2개의 반복점이 존재한다(Sin JH 
등 2008). 각 성분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perturbation plot
과 contour plot 그리고 response surface plot을 이용하였다.

3. 쿠키제조

시금치 가루를 첨가한 쿠키는 통밀가루와 발아현미의 

비율을 7대 3의 비율로 Table 1과 같은 재료와 분량으로 

AACC method 10-52(1995)의 방법을 참고하여 생산공정

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크림법(Creaming Method)
으로 제조하였다. 쿠키제조방법은 계량된 버터를 핸드믹

서기(Model HB-125, Sanshui Hop Shing Metal & Plastic 
Manufactory Limited., Foshan, China)로 2단으로 1분간 부

드럽게 한 후 소금, 설탕을 3회에 걸쳐 나누어 넣으면서 

4단에서 2분간, 달걀노른자를 넣고 1분간 작동시켜 크림

화하였으며, 혼합하는 동안 3차례에 걸쳐 믹싱 볼에 붙은 

쿠키반죽을 긁어내려 반죽을 균일한 상태로 만들었다. 완
성된 크림에 각각의 가루와 베이킹파우더, 시금치 가루를 

함께 3회에 걸쳐 체에 내린 후 1단으로 10초 동안 가볍

게 혼합하여 반죽을 제조하고, 이를 밀봉하여 4℃의 냉장

실(FRB4350-NT, DAEWOO Co., Gumi, Kungbuk, Korea)
에서 1시간 동안 휴지시켰다. 반죽이 작업할 수 있는 정

도가 되면 40 mm×40 mm×300 mm의 Bar를 성형하고 밀

봉하여 -18℃에서 24시간 동안 냉동시켰다. 이 후 Bar를 

꺼내어 40 mm×40 mm×7 mm가 되도독 균일하게 절단(10± 
0.5 g)하여 평철판을 두 개 겹쳐 놓고 180℃로 예열해 둔 

오븐(Daeyung, Korea)에서 13분간 구었다. 구운쿠키는 1
시간 동안 20± 4℃에서 냉각시킨 후 O.P.P.(Oriened Poly-
propylene)필름으로 포장하고 24시간 후 이화학적 검사 및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Lee SM 등 2006).

Table 1. Formula for germinated brown rice cookie with spi-
nach powder

Ingredients Weight(g)
Spinach powder 3±2

Sugar 35±15
Butter 50±10

Germinated brown rice 29.1±0.6
whole-wheat flour 67.9±1.4

Egg 25
Salt 0.7

Baking powder 2



시금치 가루를 첨가한 발아현미쿠키의 최적화 709

Korean J. Food Cookery Sci. Vol. 26, No. 6 (2010)

Table 2.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germinated brown rice cookie with spinach powder

Sample 
No.

Variable levels Responses
Spinach powder

(g)
Sugar

(g)
Butter

(g) Lightess1) Redness Yellowness Spread ratio Hardness
(dyne/cm2)

1 1 20 40 58.98 0.91 30.50 6.61 295.97
2 5 20 40 51.25 -3.11 30.09 4.87 2356.93
3 1 50 40 50.16 3.72 30.15 5.38 753.30
4 5 50 40 49.79 4.12 30.96 4.61 840.87
5 1 20 60 61.77 0.24 29.58 5.46 2550.43
6 5 20 60 53.24 -1.39 29.75 4.95 650.40
7 1 50 60 51.20 -2.87 30.78 4.58 600.33
8 5 50 60 50.76 3.98 30.22 5.03 860.87
9 1 35 50 59.68 1.32 29.65 5.51 1139.97
10 5 35 50 57.93 0.37 30.34 5.34 774.03
11 3 20 50 58.50 1.25 29.38 5.09 1241.80
12 3 50 50 47.15 -1.58 28.58 5.00 411.00
13 3 35 40 50.31 -1.55 30.04 5.83 1670.57
14 3 35 60 51.58 -1.31 30.51 5.09 1169.03
15 3 35 50 50.95 2.76 30.86 5.05 1341.30
16 3 35 50 54.23 -1.09 30.52 5.15 1810.93

1) L(White +100 ↔ 0 black) a(red +60 ↔ -60 green) b(yellow +60 ↔ -60 blue)

4. 시금치 가루 첨가 발아현미 쿠키의 물리적 특성

1) 색도측정

쿠키의 색도는 color difference meter(Colorimeter CR- 
200, Minolta CO., Japan)를 사용하여 표준백판(L: 96.86, a: 
-0.24, b: +2.23)으로 보정하여 L값(lightness), a값(redness), 
b값(yellowness)을 측정하였다. 한 시료 당 3회 반복측정

하여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2) 퍼짐성 측정

쿠키의 퍼짐성(Spread ratio)은 직경(cm)에 대한 두께(cm)
의 비로 나타낸 것으로 AACC Method 10-52(1995)의 방

법으로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퍼짐성 지수를 구하였다. 
쿠키의 직경은 쿠키 6개를 나란히 수평으로 정렬한 후 

전체 길이를 측정하고, 각각의 쿠키를 90℃로 회전시킨 

후 같은 방법으로 전체 길이를 측정하여 쿠키 한 개에 대

한 평균 직경을 구하였다. 쿠키의 두께는 위의 쿠키 6개
를 수직으로 쌓은 후 수직 높이를 측정하고, 다시 쿠키의 

놓인 순서를 바꾸어 높이를 측정하여 쿠키 한 개에 대한 

평균 두께를 구하고 쿠키 1개에 대한 평균 직경과 두께

는 3회 반복 측정 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퍼짐성(Spread ratio) = 쿠키 1개에 대한 평균 직경(cm/개)
쿠키 1개에 대한 평균 두께(cm/개)

3) 경도측정

쿠키의 경도측정은 Texture analyser(TA-XT, Express v2.1, 

London, England)를 이용하였고, Texture analyser의 조건은 
pre test speed: 2.0 mm/sec, test speed: 0.5 mm/sec, returen 
speed: 0.5 mm/sec, trigger force : 5.0 g , test distance 3.0 
mm, one cycle test를 실시하였으며 측정 시 사용한 probe
는 직경 2 mm으로 하였다. 쿠키가 중심에서 부러질 때 받

은 최대 힘(Maximun Force: g)을 3회 반복하여 측정하고 

경도(Hardness)로 나타내었다.

5. 관능적 특성

관능 요원은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 전공자 중에

서 실험에 대한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관능훈련을 받은 

20~50대의 연령의 16명을 panel로 선정하였다. 실험의 객

관성을 보장하고 정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균형불완

전블럭 계획(BIBD: balanced incomplete block design)을 

사용하였으며 관능평가 항목은 색(Color), 외관(Appearance), 
향(Flavor), 조직감(Texture) 맛(Taste), 전반적 기호도(Over-
all quality)에 대한 특성으로 7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여 기

호도가 높을수록 상위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6. 품질 최적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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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금치 가루와 설탕, 버터의 양을 선정하였고, 그때의 

지점을 지점예측(point prediction)을 통해 최적점으로 선

정하였다. 각 반응에 대한 목표 범위(goal area)가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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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pinach cookie

Responses Model R-squared1) F-value P-value
Prob > F2) Equation of on terms of pseudo component

L Quadratic 0.913 7.04 0.0137* 53.69379-1.882A-3.468B-0.806C+1.98125AB-0.10875AC-0.34625BC+4.55
931A2-1.42069B2-3.30069C2

a 2Fl 0.595 2.20 0.1376 0.360625+0.065A+0.947B-0.544C+1.6125AB+1.105AC-0.9725BC

b Quadratic 0.432 0.50 0.8264 30.03241+0.07A+0.139B-0.09C+0.06125AB-0.09875AC-0.14375BC+0.291
379A2-0.72362B2-0.571379C2

Spread ratio 2Fl 0.849 8.49 0.0027** 5.221875-0.274A-0.238B-0.219C+0.24125AB+0.30625AC+0.08625BC
Hardness 2Fl 0.490 1.44 0.2977 1154.2333+14.31A-362.916B-8.658C+23.3975AB-473.503AC-85.1125BC

A: Spinach powder, B: Sugar C: Butter
1) 0<R2<1, close to 1 means more significant
2) *p<0.05, **p<0.01

Fig. 1. Response surface and perturbation for the effect of Spinach powder(A), sugar(B), butter(C) on color of Spinach cookie.

수치 최적화를 통해 제시된 최적점 중에서 다음의 식에 

기준하여 적합도(Desirability)를 구하고 가장 높은 적합도

를 나타내는 최적점을 채택하였다. 아래 식에서 d는 각각

의 desirability, n은 response의 수를 의미하며, D는 overall 
desirability를 의미한다.

III. 결과 및 고찰

1. 물리적 특성

design expert를 통하여 도출된 세 가지 변수에 따른 16
가지 조건에서 얻어진 시금치쿠키의 물리적 특성은 Table 
2와 같고, 설정된 반응별로 모델링화 하여 F-test로 유의

성을 검증한 결과와 독립변수가 색도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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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ponse surface and perturbation for the effect of Spinach powder(A), sugar(B), butter(C) on physical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Spinach cookie.

1) 색도

시금치쿠키의 L값의 범위는 47.15~61.77로 시금치 가

루 1 g과 설탕 20 g, 버터 60 g일 때 가장 높았고, 독립변

수간의 교호작용하는 Quadratic model이 적합한 model로 

나타났으며 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Lee JH 등(2008)의 갈근분말쿠키 연구에서 최소의 갈근

분말양과, 최대의 버터양일 때 L값이 가장 높았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값의 범위는 -3.11~4.12였고, 시
료간의 상호관계로 작용하는 2Fl model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ig. 1과 같이 시금치 가루의 양은 거의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솔잎분말양이 증가

할수록 감소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Jung HA 등 2009). 
b값의 범위는 28.58~30.96로 Quadratic model이 적합하였

으나, redness와 yellowness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2) 퍼짐성

시금치 쿠키의 퍼짐성은 Fig. 2와 같이 시금치 가루와 

설탕, 버터의 양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첨

가량이 많을수록 퍼짐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금치 가루와 버터의 교호작용이 퍼짐성에 비교적 영향

을 가장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값이 1% 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회귀식에 의한 R2값은 

0.849로 높게 나타나 모델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쿠키에

서 설탕과 버터의 양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이 증가한다는 

Lee JH 등(2008)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으나, 연잎(Kim GS
와 Park GS 2008)과 백련초(Jeon ER과 Park ID 2006), 구
기자(Park BH 등 2005) 등의 분말 첨가가 쿠키의 퍼짐성

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와는 유사하였다.

3) 경도

시금치 쿠키의 경도는 시금치 가루와 버터의 교호작용

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탕의 양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하지

는 않았으며, 2FI model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Fig. 2).

2. 관능적 특성

시금치 가루를 첨가한 쿠키에 대해 7점 척도로 관능적 

특성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4와 같고, 설정된 반응별로 

모델링화 하여 F-test로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와 독립변수

가 관능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관능 

평점 중 색의 기호도 점수 범위는 3.50~5.83, 외관은 3.83~ 
4.83, 향은 3.17~5.0, 조직감은 3.33~5.83, 맛은 3.33~5.83, 
전체적인 기호도는 3.17~6.00로 가장 기호도가 높은 것은 

시금치 가루 3 g, 설탕 35 g, 버터 50 g으로 나타났다. 적
합한 model은 외관이 2FI model이었고, 그 외 색, 향, 조
직감, 맛, 전체적인 기호도 모두 독립변수간의 교호작용

하는 Quadratic model로 나타났다. 색에 대한 관능평가에

서 시금치 가루와 설탕은 안장점을 나타냈고, 시금치 가

루와 버터의 교호작용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p값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관에 대한 관능평가에서 시금치 가루와 설탕의 교호작

용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하지는 않았

다. 향에 대한 관능평가에서 요인 중 설탕이 가장 민감하

게 반응하였고 버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금치의 비교적 강한 향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설탕과 버터의 교호작용은 민감하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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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nsory evaluation of germinated brown rice cookie with spinach powder

Sample 
No.

Variable levels Responses
Spinach powder

(g)
Sugar

(g)
Butter

(g) Color Appearance Flavor Texture Taste Overall 
quality

1 1 20 40 3.67 4.17 3.83 3.33 3.33 3.33
2 5 20 40 3.83 4.83 3.83 4.33 3.33 3.17
3 1 50 40 3.50 4.33 3.17 4.33 4.17 4.17
4 5 50 40 3.83 4.00 3.67 3.83 3.83 3.17
5 1 20 60 3.83 3.83 3.17 3.33 4.17 3.83
6 5 20 60 3.83 4.67 3.83 3.83 3.83 3.83
7 1 50 60 3.83 4.67 3.67 4.33 3.67 3.33
8 5 50 60 3.50 4.17 3.83 3.83 3.83 3.83
9 1 35 50 3.67 4.33 4.50 4.83 4.83 4.17
10 5 35 50 3.50 3.83 4.17 4.67 4.00 4.33
11 3 20 50 4.17 4.00 4.50 3.83 4.17 4.17
12 3 50 50 4.33 4.00 4.17 4.17 3.33 4.83
13 3 35 40 5.17 4.33 4.50 4.83 4.00 5.00
14 3 35 60 5.50 4.50 4.50 5.00 4.17 5.17
15 3 35 50 5.50 4.33 4.83 5.83 5.00 5.83
16 3 35 50 5.83 4.83 5.00 5.83 5.83 6.00

Table 5.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spinach cookie

Responses Model R-squared1) F-value P-value
Prob > F2) Polynomial equation

Color Quadratic 0.881 4.94 0.0325* 5.14431-0.001A-0.034B+0.049C-0.02AB-0.1025AC-0.02BC-1.29897A2-0.
63397B2+0.451034C2

Appearance 2Fl 0.506 1.54 0.2687 4.30125+0.017A-0.033B+0.018C-0.29125AB+0.00125AC+0.12625BC

Flavor Quadratic 0.917 7.40 0.0121* 4.836379+0.099A-0.065B+0C+0AB+0.04AC+0.165BC-0.46207A2-0.4620
7B2-0.29707C2

Texture Quadratic 0.873 4.59 0.0385* 5.30931+0.034A-0.184B-0.033C-0.3125AB-0.0625AC+0.0625BC-0.2989
7A2-1.04897B2-0.13397C2

Taste Quadratic 0.604 1.01 0.5106 4.766724-0.135A+0B+0.101C+0.02AB+0.02AC-0.23BC-0.02759A2-0.692
59B2-0.35759C2

Overall
quality Quadratic 0.907 6.52 0.0166* 5.479828-0.05A+0.1B+0.115C-0.0425AB+0.2075AC-0.1675BC-1.01224A2-

0.76224B2-0.17724C2

A: Spinach power, B: Sugar C: Butter
1) 0<R2<1, close to 1 means more significant
2) *p<0.05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값이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감에 대한 관능에서는 요인 중 설

탕에 대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으나 시금치 가루와 설

탕의 교호작용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p값이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맛
에 대한 관능평가에서는 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시금치 

가루에 대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고, 설탕과 버터의 교

호작용은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체적인 기호도평가에서 시금치 가루에 비해, 버터와 설탕

이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금치 가

루와 버터, 설탕과 버터의 교호작용이 더 민감하게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값은 5%에서 유의적이었다. 
외관과 맛에 대한 관능을 제외한 색, 향, 조직감, 전체적

인 기호도에서 시금치 가루의 양이 많아질수록 기호도는 

일정수준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

금치 가루 3 g, 설탕 35 g, 버터 50 g일 때 모든 관능특성 

항목의 기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목

에 대한 perturbation plot과 3차원적 그래프는 Fig.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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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ponse surface and perturbation for the effect of Spinach powder(A), sugar(B), butter(C) on sensory characteristics of 
Spinach co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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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ponse surface plot for optimization mixture on desirability of Spinach cookie.

Fig. 5. Overlay plot common area and perturbation for the optimization mixture of Spinach cookie.

3. 품질 최적화

시금치 가루를 첨가한 쿠키의 최적화는 Canonical 모형

의 수치 최적화와 모형적 최적화(Fig. 4.)를 통해 시금치 

가루와 설탕, 버터의 양을 선정하였으며, 관능항목에서 유

의적으로 나타난 모든 항목을 최대로 결정하여 모델화에 

의해 결정된 반응식을 이용하여 만족하는 점을 지점 예

측을 통해 도출하였다. 그 중 가장 높은 desirability를 선

택하여 지점 예측을 통해 도출하였으며(Fig. 5) 각 독립변

수의 예측된 최적값은 시금치 가루 3 g 설탕 35.5 g, 버터 
54.4 g이었다. 시금치는 색과 향 등의 특성으로 일정수준

까지는 선호도가 증가하나 일정수준이상으로 첨가했을 경

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본 연구의 예측된 최적값

은 연잎분말쿠키(Kim GS와 Park GS 2008)에서 1~3%의 

연잎분말 첨가가 전반적인 기호도가 높았고, 솔잎쿠키

(Jung HA 등 2009)에서도 첨가량이 3%일 때 가장 높은 선

호도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IV.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시금치 가루를 첨가한 발아현미쿠키 제

조 조건의 최적화를 위해 시금치 가루와 설탕, 버터의 양

을 독립변수로 하였고, Design Expert7(State-easy co., Min-
neapolis)을 사용하여 실험을 계획하고 최적화하였다. 시금

치 가루와 설탕, 버터의 최대 및 최소범위는 예비실험을 

거쳐 시금치 가루는 1~5 g, 설탕은 20~50 g, 버터는 40~60 
g으로 하여 발아현미쿠키를 제조하여 물리적, 관능적 특

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색도에서 명도는 시금치 가루 1 g
과 설탕 20 g, 버터 60 g에서 가장 높았고, 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적색도와 황색도에서는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다. 퍼짐성은 시금치 가루와 설탕, 버터

의 양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첨가량이 많

을수록 퍼짐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금치 가

루와 버터의 교호작용이 퍼짐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

루 첨가가 쿠키의 퍼짐성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와 유

사하였다. 경도는 시금치 가루와 버터의 교호작용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관능적 특성에서 색, 향, 조직감, 전체적인 기호도 항목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금치 가루의 

양이 많아질수록 기호도는 일정수준까지 증가하다가 급

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색의 관능은 시금치 가루

와 버터의 교호작용, 향은 설탕과 버터의 교호작용, 조직

감은 시금치 가루와 설탕의 교호작용, 전체적인 기호도에

서는 시금치 가루와 버터, 설탕과 버터의 교호작용이 더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능의 모든 항

목에서 시금치 가루 3 g, 설탕 35 g, 버터 50 g에서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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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실험을 중 발아현미와 통밀가루를 이용한 쿠키베

이스에 시금치를 첨가한 것이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아현미 쿠키베이스를 이용한 시금

치첨가 쿠키의 결과에서는 최적 배합비를 예측한 최적값

은 시금치 가루 3 g, 설탕 35.5 g, 버터 54.4 g이었으며, 본 
시금치를 첨가한 발아현미 쿠키는 기능성 및 품질과 기

호도적 측면에서 상품화를 위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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