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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분말 첨가 냉동쿠키 제조의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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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 optimal composite recipe of nutritional cookies containing oak mushroom 
(Lentinus edodes) powder that has a high preference score. Oak mushroom(Lentinus edodes) is considered a signi-
ficantly wholesome food. In adddition, the dried oak mushroom(Lentinus edodes) has a better flavor and more nutrients 
than the fresh oak mushroom since vitamins are activated during the drying process. Wheat flour was partially sub-
stituted with Lentinus edodes powder to reduce its content. The optimal sensory composite recipe was determined by 
making iced cookies which have the advantage of long storage, at 3 concentrations of Lentinus edodes powder, yellow 
sugar and butter, using the central composite design. In addition, the mixing condition of Lentinus edodes powder 
cookies was optimized by subjecting the cookies to a sensory evaluation and instrumental analysis using the response 
surface methodology(RSM). The effects of the addition of the three variables on the quality of Lentinus edodes cookies 
were assessed in terms of texture, color, spread ratio and sensory evaluation. The results of the sensory evaluation 
produced very significant values for color, appearance, texture, overall quality(p<0.05), flavor(p<0.01) and the results of 
instrumental analysis showed significant values in lightness(p<0.05), spread ratio, hardness(p<0.01). As a result, the 
optimal sensory ratio of Lentinus edodes cookies was determined to be Lentinus edodes powder 10.83g, yellow sugar 
61.89 g, and butter 12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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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표고버섯(Oak mushroom, Lentinus edodes)은 국내에서

는 100년의 재배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활엽수에 기생하

는 담자균류 주름 버섯목 느타리과 잣버섯속에 속하는 

식용버섯으로(Kwon JH 등 1987, Ko JW 등 1999) 인체

에 중요한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구아닐산과 

아데닐산을 함유하고 있어 특유의 향과 맛을 내는 기호

성이 높은 식품소재이다(Hong JS, Kim YH 1989). 최근

에는 건강식품 소재로 관심이 더 커져 미주 지역은 물론 
유럽 지역에서도 재배와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Seok HD, 
Chang CS 1998). 그러나 수확직후의 표고버섯은 함수율

이 70～90%로 매우 높아 부패하기 쉽고, 조직이 연약하

여 저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통조림 또는 건조된 

상태로 유통된다(Ha YS 등 2001). 또한 표고버섯은 건

조과정 중에서 비타민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생표고 보다

는 건조된 표고가 향과 영양이 좋다(Cho DB 등 1981). 
현재 식품에 응용한 선행연구는 표고버섯을 첨가한 전

통된장의 이화학적 특성(Choi SY 등 2006), 표고버섯을 

첨가하여 제조한 강정의 품질 특성(Park JS, Na HS 2007) 
등이 있으나 다른 재료에 비하면 조리에 유용하게 활용되

고 있지 않아 다양한 응용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냉동쿠키는 반죽을 긴 형태로 만들어 냉동시킨 후 얇

게 썰어 굽는 것으로 밀어 펴서 성형하는 쿠키에 비하여 
비교적 부재료의 첨가가 자유롭고 다양한 단면모양을 만

들 수 있으며, 냉동상태로 장기간 저장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 제과업계에서 그 이용이 증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전희정 등 2002, 김영모 2005). 일반적으로 쿠키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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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유지와 설탕은 쿠키의 수분활성도를 감소시켜 미생

물적 변패를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James L 등 1998).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능

성을 가진 표고버섯을 이용한 식품개발의 모델로 저장

성이 우수하며 모든 연령층에서 기호도가 높은 쿠키에 

접목시켜 기능성 쿠키로서의 상품 가능성을 평가해 보고

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쿠키재료 중 밀가루의 일부를 표고버

섯 분말로 대체하여 냉동 쿠키를 제조하고 표고버섯 분

말 쿠키의 품질특성 및 최적 배합비를 최근 식품공업에

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 RSM)을 통해 관능적 최적점을 갖는 조리

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재료 중 표고버섯 분말(문수농장, 
국산)은 태양건조 분말을 사용하였고 제과용 밀가루는 (주) 
CJ의 박력밀가루(밀100%, 미국산)를 사용하였다. 무염버

터(서울우유, 국산), 베이킹파우더(초야식품, 국산), 황설탕

((주) CJ, 국산), 꽃소금(샘표, 국산), 달걀(영림축산, 국산)
은 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실험계획

표고버섯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모든 실험설계는 반응

표면 실험계획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의 central 
composite design에 따라 Design Expert 7(Stat-Easy co., 
Minneapolis, MN,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독립변

수로는 밀가루의 일부 대체 재료로 첨가되는 표고버섯 

분말(X1), 황설탕(X2), 버터(X3)의 함량을, 종속변수로는 색

도(L, a, b), 퍼짐성(Spread ratio), 경도, 관능적 특성의 

색, 외관, 향, 조직감, 전반적인 기호도로 설정하였다. 예
비실험을 통해 각 요인의 최소 및 최대 범위를 각각 표

고버섯 분말 4～16 g, 황설탕 40～60 g, 버터 80～120 g 
으로 정하였다. 완성된 실험 디자인의 재료 혼합 비율은 

Table 1과 같다.

3. 표고버섯 분말 첨가 쿠키제조

Table 1과 같은 재료와 분량으로 크림법(creaming me-
thod)으로 제조하였다(AACC 1995). 계량된 버터를 반죽

기(Model K5SS, Kitchen Aid Co., Joseph, Michigan, U.S.A)
에 넣고 2단으로 1분간 부드럽게 한 후 소금, 설탕을 3
회 걸쳐 나누어 넣으면서 4단에서 2분간, 계란을 넣고 1
분간 크림화 하여 반죽을 균일한 상태로 만든 후 밀가루

와 베이킹파우더, 표고버섯 분말을 함께 3회에 걸쳐 체

Table 1. Experimental design for cookie containing Lentinus 
edodes powder

(unit: g)

Sample 
No.

Variable level Ingredient
Lentinus 
edodes 
powder

Yellow 
sugar Butter Wheat 

flour
Whole 

egg Salt B.P.

1 4 40 80 146

30 1 1

2 16 40 80 134
3 4 80 80 146
4 16 80 80 134
5 4 40 120 146
6 16 40 120 134
7 4 80 120 146
8 16 80 120 134
9 4 60 100 146
10 16 60 100 134
11 10 40 100 140
12 10 80 100 140
13 10 60 80 140
14 10 60 120 140
15 10 60 100 140
16 10 60 100 140

에 내린 후 1단으로 10초 동안 혼합한다. 이를 밀봉하여 

4℃의 냉장실(FRB4350-NT, DAEWOO Co., Gumi, Kung-
buk, Korea)에서 1시간 동안 휴지시킨 후 4.0×4.0×30 cm
의 막대모형으로 성형하고 -18℃에서 12시간 동안 냉동

시킨 후 꺼내어 4.0×4.0×1.0 cm가 되도록 균일하게 절단

(18±0.5 g)하여 윗불 170℃, 아랫불 165℃로 예열해 둔 

convection oven(Model FDO-7102, Daeyoung Co., Anshan, 
Korea)에서 13분간 구웠다. 구운 쿠키는 20±4℃에서 냉

각 한 후 지퍼 백에 담아 보관하고, 24시간 후 이화학적 

검사와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4. 물리적 특성

1) 색도측정

쿠키의 표면색은 color difference meter(Colormeter CR- 
200, Minolta CO., Japan)를 사용하여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의 색채 값을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이때 

사용한 표준백판의 L값은 97.26, a값은 -0.07, b값은 +1.86
이었다.

2) 퍼짐성 측정

쿠키의 퍼짐성(spread ratio)은 직경에 대한 두께의 비

로 나타낸 것으로 AACC Method 10-52의 방법으로 다음

의 공식을 이용하여 퍼짐성 지수를 구하였다. 쿠키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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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쿠키 6개를 나란히 수평으로 정렬한 후 전체 길이

를 측정하고, 각각의 쿠키를 90°로 회전시킨 후 같은 방

법으로 전체 길이를 측정하여 쿠키 한 개에 대한 평균 

직경을 구하였다. 쿠키의 두께는 위의 쿠키 6개를 수직

으로 쌓은 후 수직 높이를 측정하고, 다시 쿠키의 놓인 

순서를 바꾸어 높이를 측정하여 쿠키 한 개에 대한 평

균 두께를 구하였다. 쿠키 1개에 대한 평균 직경과 두께

는 3회 반복 측정 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퍼짐성 (Spread ratio) = A / B
A = 쿠키 1개의 평균 직경(cm)
B = 쿠키 1개의 평균 두께(cm)

3) 경도 측정

경도(hardness)는 texture analyzer(TA. XT Express v2.1, 
London, England)를 사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stable 
micro systems(Expression, TA. XT Express v2.1, London, 
Englan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결과 값을 얻었다. 쿠키

는 probe가 침투한 후에 쉽게 깨지고 복원력이 없는 시

료이므로 one cycl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조

건은 probe(2 mm cylinder probe-SMS P/2), pre-test speed 
(2.0 mm/s), test speed(0.5 mm/s), return speed(5.0 mm/s), 
test distance(3.0 mm), trigger force(5.0 g)이었다.

5. 관능적 특성

관능검사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재학생과 대학원생 

중에서 신뢰성, 건강, 실험에 대한 관심도 등을 고려하

여 16명을 패널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실험의 목적과 취지

를 설명한 뒤 실험에 응하도록 하였다(Larmond E. 1977). 
16명의 관능요원이 16가지의 시료 중 6가지의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각 처리는 6번 반복하였고 각 처

리쌍이 나타나는 블록의 수는 6회였다. 관능 평가에 이용

된 표고버섯 분말 첨가 쿠키는 흰색 바탕의 동일한 접시

에 6개씩 4자리의 난수표로 표시하였으며 관능평가 항목

은 색(color), 외관(appearance), 향(flavor), 조직감(textur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quality)에 대한 특성이었으며, 7
점 기호 척도법으로 평가하여 선호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6. 통계분석

표고버섯 분말 첨가 쿠키의 품질특성 및 성분들 간의 

상호작용과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design expert 7 프
로그램의 ANOVA test 및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model
의 적합성 여부는 F-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각 성

분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는 perturbation plot과 response 
surface 3D plot을 이용하였다.

수치 최적화(numerical optimization)는 canonical model
을 기준으로 하는 모델의 계수에 독립변수인 표고버섯

분말, 버터, 황설탕은 범위 내에서, 반응변수인 관능평가

의 항목 중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낸 색, 외관, 향, 조직

감, 전반적인 기호도 항목은 목표범위(goal area)를 최대

(maximum)로 설정하였으며, 수치 최적화를 통해 제시된 

최적점 중 다음의 식에 기준하여 적합도(desirability)를 구

하고 가장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최적점을 채택하였다.

1
1

1 2
1

( ... )
n n

nn i
i

D d d d d
−

⎛ ⎞
⎜ ⎟= × × × = ⎜ ⎟⎜ ⎟
⎝ ⎠
∏

D = overall desirability, d = desirability, n = response의 수

모형적 최적화는 각 반응에 대한 최소 혹은 최대 제한

점을 결정하여 입력하였을 때 가능한 범위에서 그래프가 
중첩되는 부분으로 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물리적 특성

표고버섯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색도 (L, a, b)와 경도

(Hardness)와 퍼짐성(Spread Ratio)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cookie contain-
ing Lentinus edodes powder

Sample
No.

A1)

(g)
B
(g)

C
(g)

Responses

L a b Spread 
ratio Hardness

1 4 40 80 95.79 0.09 2.42 4.17 1106.18
2 16 40 80 84.58 3.76 5.94 3.72 722.50
3 4 80 80 89.18 2.74 10.64 4.78 2281.03
4 16 80 80 86.34 2.17 2.86 4.47 2169.40
5 4 40 120 91.36 2.13 11.16 5.06 467.30
6 16 40 120 86.85 1.88 5.88 4.92 418.84
7 4 80 120 90.50 0.33 8.83 6.83 977.18
8 16 80 120 88.69 1.35 3.23 5.85 821.30
9 4 60 100 96.85 -1.15 5.93 5.35 1017.50
10 16 60 100 88.19 1.29 2.55 4.45 563.78
11 10 40 100 90.66 1.47 6.08 4.44 790.90
12 10 80 100 87.37 2.19 7.01 4.92 916.47
13 10 60 80 88.67 1.77 6.04 4.49 1398.53
14 10 60 120 84.88 2.83 10.76 5.51 725.30
15 10 60 100 90.81 1.46 1.88 5.03 933.27
16 10 60 100 87.97 1.97 8.57 5.02 1016.93

1) A: Lentinus edodes powder, B: Yellow Sugar, C: B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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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cookie containing Lentinus edodes
powder

Response Model Polynomial equation R2 1) F-value Prob>F2)

L Linear Y1 = 89.29-2.90A-0.72B-0.23C3) 0.5197 4.33 0.0276*

a Quadratic Y2 = 1.43+0.63A-0.05B-0.20C-0.37AB-0.29AC-0.42BC-
1.22A2+0.54B2+1.01C2 0.6623 1.31 0.3845

b 2FI4) Y3=6.24-1.85A+0.11B+1.20C-1.45AB-0.83AC-1.27BC 0.5792 2.06 0.1577
Spread ratio Linear Y4=4.94-0.28A+0.45B+0.65C 0.8952 34.18 0.0001***

Hardness Linear Y5=1020.4-115.34A+365.97B-426.77C 0.7797 14.15 0.0003***
1) 0≦R2≦1, close to 1 means more significant
2) *p<0.05, **p<0.01, ***p<0.001
3) A: Lentinus edodes powder, B: Yellow sugar C: Butter
4) 2FI: Two Factor Interaction

Fig. 1.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 of Lentinus edodes powder(A), yellow sugar(B) and butter(C) on phy-
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cookie.

1) 색도

표고버섯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 
명도(L)값은 84.58～96.85, 적색도(a)값은 -1.15～3.76, 황
색도(b)값은 1.88～11.16의 범위를 나타냈다(Table 2). 명
도는 각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linear 모델이 선

택되었으며, R2 값은 0.5197로 회귀변동에 대한 신뢰도

가 비교적 높았으며, p-value가 0.0276(p<0.05)으로 유의

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Table 3). perturbation plot과 반

응표면곡선을 살펴본 결과 표고버섯분말, 황설탕, 버터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가 낮아졌으며(Fig. 1), 황설탕

과 버터 첨가량의 증가보다 표고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될 때 급격히 명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쿠키의 명도

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표고버섯 분말이었다. 이
는 설기떡(Cho JS 등 2002), 어묵(Son MH 등 2003) 등
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쥐눈이콩 첨

가 쿠키(Ko YJ, Joo NM 2005), 마분말 첨가 쿠키(Joo NM 
등 2008)의 결과와도 일치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첨가

물인 표고버섯 분말이 명도가 낮아 그 자체의 색에 따

라 첨가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명도를 감소시키

는 것으로 판단된다. 적색도와 황색도는 유의적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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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sensory properties of cookie containing Lentinus edodes powder
Response Model Polynomial equation R2 1) F-value Prob>F2)

Color Quadratic Y1 = 5.87+0.47A+0.12B+0.084C-0.14AB+0.064AC-0.06BC-
0.64A2-1.56B2+0.11C2 0.9469 11.88 0.0035**

Appearance Quadratic Y2 = 5.61+0.82A+0.18B-0.035C+0.10AB+0.061AC-0.15BC-
1.37A2-0.70B2+0.21C2 0.9144 7.12 0.0133*

Flavor Quadratic Y3 = 5.76+0.33A+0.27B-1.000E-0.03C+0.02AB-0.10AC+
0.11BC-1.4A2-0.73B2+0.11C2 0.9026 6.18 0.0191*

Texture Quadratic Y4 = 6.03+0.43A+0.18B+0.13C-0.17AB-0.62AC+0.044BC-
1.05A2-0.47B2-0.38C2 0.8956 5.72 0.0230*

Overall quality Quadratic Y5 = 5.86+0.62A+0.18B+0.12C+0.11AB-0.52AC-0.062BC-
1.12A2-0.78B2+0.051C2 0.8656 4.29 0.0450*

1) 0≦R2≦1, close to 1 means more significant
2) *p<0.05, **p<0.01
3) A: Lentinus edodes powder, B: Yellow sugar, C: Butter

나타나지 않았다.

2) 퍼짐성(Spread Ratio)

쿠키의 퍼짐성은 3.72～6.83 사이의 범위를 나타내었으

며(Table 2), linear 모델로 결정되었다. 또한 R2 값이 0.8952
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p-value는 0.0001(p<0.001)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버터와 황설탕이 표고버섯 분

말에 비해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표고버섯 분말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이 줄어든 반면 

버터와 황설탕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 유지 함량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퍼

짐성이 증가한다는 결과(James L 등 1998)와 믹싱과정에

서 유지 성분이 공기 혼입작용을 하여 반죽에 공기를 공

급하는 크림성 효과로 퍼짐성을 좋게 하고 부드러운 식

감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bensky SR and Hause 
AM 1999). 또한 설탕의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퍼

짐성도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는데(Gisslen W 2001), 본 실

험에서도 버터와 설탕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단호박 가루를 사용한 쿠키 연구(Lee SM 등 2005)
와 마분말 첨가 쿠키(Joo NM 등 2008)에서와 같은 결

과를 나타내었다.

3) 경도(Hardness)

경도는 Table 2와 같이 418.84～2281.03의 범위를, p- 
value는 0.0003(p<0.001)로 유의적이었다(Table 3). 버터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경도는 감소하였으나, 황설탕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Fig. 1). 이는 Shin IY 등 (1999)의 설탕 첨가가 쿠키

의 경도를 증가시킨다는 결과와 일치하는데, 설탕이 쿠

키가 구워진 후 냉각할 때에 결정화(crystallization)되는 

성질에 의하여 경화제(hardening agent)로서 작용하여 쿠

키의 내부 구조를 단단하게 하여 경도가 증가되는 것으

Table 4. Sensory evaluation of cookie containing Lentinus edodes 
powder

Sample
No. A1) B C

Responses

Color appearance flavor texture overall 
quality

1 4 40 80 3.07 2.83 3.00 2.67 3.00
2 16 40 80 3.83 4.17 4.17 5.00 4.33
3 4 80 80 3.50 3.00 3.67 3.50 2.83
4 16 80 80 4.17 5.17 4.33 4.83 5.50
5 4 40 120 3.17 2.83 3.33 4.33 4.00
6 16 40 120 4.67 4.83 3.50 3.83 4.17
7 4 80 120 3.83 2.83 3.83 5.00 4.50
8 16 80 120 4.17 4.83 4.67 4.17 4.17
9 4 60 100 4.33 3.67 3.83 3.83 3.33
10 16 60 100 5.83 4.33 4.33 5.83 5.67
11 10 40 100 4.00 4.33 4.67 5.33 4.67
12 10 80 100 4.33 5.00 4.83 5.50 5.00
13 10 60 80 6.00 5.83 5.67 5.55 5.67
14 10 60 120 5.67 5.33 5.50 5.50 5.67
15 10 60 100 6.00 6.17 6.50 6.83 6.83
16 10 60 100 6.33 6.00 6.17 5.83 5.83

1) A: Lentinus edodes powder, B : Yellow Sugar, C : Butter

로 해석할 수 있었다(한혜선 2004). 또한 경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air cell의 발달정도, 수분함량, 비중 등

이 있으며, air cell이 발달될수록 경도가 낮아지는 것으

로 보고 된 바 있다(Chabot 1979).

2. 관능적 특성

16가지 배합비율로 제조한 표고버섯 분말 쿠키의 관

능적 특성을 7점 점수법으로 평가한 결과, 색은 3.07～
6.33, 외관은 2.83～6.17 향은 3.00～6.50, 조직감은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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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 of Lentinus edodes powder(A), yellow sugar(B) and butter(C) on 
sensory properties of cookie.

6.83, 전반적인 기호도는 3.00～6.83 사이의 범위를 나타

내었다(Table 4).

1) 색(Color)

각각의 독립 변수 간에 교호작용하는 quadratic 모델이 
설정되었고 p-value는 0.0035(p<0.01), R2 값은 0.9469로 

신뢰도가 비교적 높았다(Table 5). 색의 관능적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표고버섯 분말이며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어는 정도까지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

지만 60 g 이상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버
터의 함량에는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은 결과(Fig. 2)는 청

국장분말 첨가 발아현미 쿠키(Song YH, Joo NM 2009)
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2) 외관(Appearance)

P-value는 0.0133(p<0.05)이었으며, R2값도 0.9144로 회

귀변동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5). 외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표고버섯 분말

로 표고버섯 분말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이 감소하여 쿠키

의 모양을 잘 갖추고 있어 일정한 수준까지는 외관에 대

한 기호도가 증가하다가 그 이상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2). 이러한 결과는 색의 관능적 기호

도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3) 향미(Flavor)

p-value는 0.0191(p<0.05), R2 값은 0.9026으로 회귀변동

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으며, 표고버섯 분말이 향의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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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ability
Fig. 3. Perturbation plot, response surface plot for optimization mixture on desirability of cookie containing Lentinus edodes powder.

Fig. 4. Overlay plot for common area for the optimization mixture of cookie containing Lentinus edodes powder.

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표

고버섯이 갖고 있는 특유의 향 성분에 의한 것으로 사

료된다. 표고버섯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호도가 
증가하다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급격한 감소는 보

이지 않아 표고버섯 분말 첨가는 바람직함을 나타내었

다(Fig. 2).

4) 조직감(Texture)
p-value는 0.023(p<0.05)이었으며, R2 값은 0.8956으로 

표고버섯 분말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감에 대한 기호도

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나 지나친 첨가는 오히려 조직

감에 대한 기호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버터와 

황설탕도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감의 기호도가 증

가하다가 감소하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Fig. 2). 표고버

섯 분말과 버터가 증가함에 따라 기계적 경도가 감소하

는 결과로 일정한 수준의 경도까지는 조직감에 대한 기

호도가 증가하다가 그 이하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5)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quality)

p-value는 0.045(p<0.05), R2 값은 0.8656 이었고, 표고

버섯 분말이 전반적인 기호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Fig. 2). 표고버섯 분말은 첨가량이 증가함

에 따라 기호도가 증가하다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다시 감

소하는 경향은 황설탕과 버터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3. 표고버섯 분말 첨가 쿠키의 관능적 최적화

수치최적(numerical point)을 예측하기 위해 관능평가 항

목 중 유의적이었던 색, 외관, 향, 조직감, 전반적인 기

호도에 대해 독립변수인 표고버섯 분말, 황설탕, 버터의 

범위 내에서 최대로 설정하고, 모델화로 결정된 반응식을 
이용하여 만족하는 점 중에서 최고의 desirability를 나타

낸 최적점을 선택하여 지점 예측(point prediction)을 도출

하였다(Fig. 3). 각 독립변수의 예측된 최적값은 표고버섯 
분말 10.83 g, 황설탕 61.89 g, 버터 120.00 g이었으며, 
또한 이때 사용된 반응 모형을 이용한 모형 최적화(gra-
phical optimization)와 perturbation plot, 최적점에서 예상

되는 종속변인들의 특성 결과를 Fig. 4의 overlay plot에 

제시하였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풍부한 영양성분과 여러 가지 생리활

성이 풍부한 표고버섯 분말을 이용한 냉동 쿠키의 품질

특성 및 관능적 최적화를 목적으로 반응표면분석을 통

해 쿠키의 품질특성을 분석하였고, 관능적인 최적 배합 

레시피를 산출하였다. 중심합성계획법(CCD)에 따라 표고

버섯 분말(A), 황설탕(B), 버터(C)의 양을 독립변수로 하

여 실험을 계획하고, data를 분석 후 최적화 하였다.

1) 실험 결과를 모델링하여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명

도, 퍼짐성, 경도는 linear 모델이 선정되었으며, 관능검

사의 모든 항목에서는 quadratic 모델로 결정되었고, 적
색도와 황색도를 제외한 항목에서 p-value가 5%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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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의성을 보여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2) 표고버섯 분말 쿠키의 물리적 특성 중 명도는 표고

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고, 적색도와 황색도는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퍼짐성은 황설탕과 버터의 첨가량이 증가하면 퍼짐성도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쿠키의 경도에 대해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은 버터이며 버터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경도는 감소하였으나, 황설탕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경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표고버섯 분말 쿠키의 관능적 특성 중 모든 항목에

서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p<0.05). 색, 외관, 향, 조
직감, 전반적 기호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표고버

섯 분말이었고, 표고버섯 분말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다가 일정량 이후 서서히 감소하였으며, 버터 첨가량에는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4) 이상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표고버섯 분말 쿠키

의 관능적 최적 배합비율은 표고버섯 분말 10.83 g, 황
설탕 61.89 g, 버터 120 g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

해 표고버섯 분말 쿠키는 영양학적, 기능적, 품질, 기호

도 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표
고버섯 분말을 이용한 식품개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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