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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 optimal composite recipe for nutritional cookies containing beet 
powder. Flour was substituted with whole wheat flour containing germinated brown rice powder. The sensory 
optimal composite recipe was determined by making cookies containing two levels of beet powder (A) or butter 
(B) according to Central Composite Design (CCD) and by conducting the sensory evaluation and instrumental 
analysis according to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Using CCD, the results of physical measurement 
for ten conditions with two variables were obtained. The values of lightness (L), redness (a), and yellowness (b) 
were in the range of 36.65∼49.03, 22.15∼29.31, and 13.96∼19.34, respectively. Lightness decreased sig-
nificantly (P＜0.001) and redness increased significantly (P＜0.01) upon an increase in beet powder. The results of 
sensory evaluation showed very significant values in color (P＜0.05), texture (P＜0.05), flavor (P＜0.01), taste 
(P＜0.05), and overall quality (P＜0.05), whereas those of the instrumental analysis showed significant values in 
lightness (P＜0.001), redness (P＜0.01), spread ratio (P＜0.01), and hardness (P＜0.05). As a result, the optimal 
sensory ratio of beet cookie was calculated for beet powder 7.75 g and butter 77.88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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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쿠키와 같은 간식 역시 건강 증진 

기능을 갖춘 기능성 식품의 형태로 이용하려는 경

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요구와 기

호에 부응하기 위하여 영양적인 가치 외에 기능적

인 효과가 기대되는 여러 가지 쿠키가 개발되어 상

품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레드비트(Beta vulgaris)는 베타레인,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비타민, 엽산과 같은 천연 항산화물질을 

공급해줄 수 있는 훌륭한 공급원이다(Vinson 등 

1998). 베타레인은 베타시아닌과 베타잔틴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베타시아닌은 지질과산화에 있어 강력

한 항산화 효과와 LDL 산화를 저해하는 효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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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Kanner 등 2001). 또한 레드비트는 합성색소의 

인체에 대한 발암성과 위험성으로 인하여 최근에 천

연색소로 재조명되고 있다. 천연색소는 합성색소에 

비해 색상의 선명도가 떨어지고 취급 안정성이 낮아 

식품으로서의 적용이 제한적이나 최근 소비자의 자

연 및 건강 지향성이 두드러지면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식용 천연색소의 주요 수요

처는 음료, 과자, 가공식품 및 유제품 등이다. 이 중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분야는 음료 및 제과업이

다(Choi 등 2009). 레드비트에 대한 연구로 레드비트

를 첨가한 소시지(Kang & Lee 2003), 김치(Yang & 
Han 2005) 등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현미는 불포화지방산, 조섬유,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 성분이 풍부하여 몸에 좋다고 알

려져 있으나 조직감과 식미에 있어서는 높은 기호도

를 얻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Kim 등 2001). 이
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 현미를 발아시킨 발아현

미이다. 발아현미는 발아 중 현미의 영양과 기능을 

극대화시키면서 식미는 현미보다 훨씬 부드러운 쌀

이며 효소가 활성화됨으로써 현미보다 체내에서도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Han 등 2004). 발아현미에 대한 연구로는 항산

화 활성(Kang 등 2006), 발아현미를 이용한 밥(Park 
등 2005)이나 죽(Han 등 2004) 및 식빵의 품질 특성

(Choi 2001) 등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쿠키 제조 시 부

재료로 사용된 바 없는 비트 가루를 이용한 발아현

미 쿠키를 제조하여 관능적 최적점을 갖는 레시피

를 확립하여 건강 기능성 쿠키로서의 상품 가능성

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재료 비트 가루(정신물산, 국

산)는 가열 처리한 분말형태를 사용하였고 발아현미

분말(열매누리, 국산), 통밀(Bob's Natural foods, Inc., 
미국산), 무염버터(서울우유, 국산), 베이킹파우더(초
야식품, 국산), 백설탕((주)CJ, 국산), 꽃소금(샘표, 국
산), 달걀(영림축산, 국산)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실험계획

비트 가루를 첨가한 쿠키의 최적 레시피를 산출하

기 위한 모든 실험설계는 Design Expert 7(Stat-Easy 
co., Minneapolis, MN,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

며, 반응표면 실험계획법(Response Surface Methodol-
ogy)의 Central Composite Design에 따라 실험을 설계

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비트 가루(A), 버터(B)의 함량

을 2개의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색도

(L, a, b), 퍼짐성(spread ratio), 경도(hardness), 관능적 

특성의 색(color), 외관(appearance), 조직감(texture), 향
(flavor), 맛(tast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quality)를 

설정하였다. 예비실험을 거쳐 각 요인의 최소 및 최

대 범위를 확정하였다. Central Composite Design의 실

험 점은 중앙점과 ±α점(axial point), ±1 level점
(factorial point)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실험 점들 사

이에는 모델설정 및 적합결여 검증을 위한 반복점이 

존재한다(Park & Lim 2007). 이에 따라 각 설정된 범

위를 입력하여 10개의 실험점이 형성되었고 repli-
cation 설정을 통해 2개의 반복점이 선택되었다. 완성

된 실험 디자인의 재료 혼합 비율은 Table 1과 같다.

3. 비트 가루를 첨가한 쿠키제조

비트 가루를 첨가한 쿠키는 Table 2와 같은 재료

와 분량으로 AACC method 10-52의 방법을 참고하

여 생산 공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크림법

으로 제조하였다(American Association of Cereal Che-
mists 1995). 쿠키제조방법은 계량된 버터를 반죽기

(Model K5SS, Kitchen Aid Co., Joseph, Michigan, 
USA)에 넣고 2단으로 1분간 부드럽게 한 후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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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Variable level

Beet powder (g) Butter (g)

 1 2 40

 2 8 40

 3 2 80

 4 8 80

 5 2 60

 6 8 60

 7 5 40

 8 5 80

 9 5 60

10 5 60

Table 1. Experimental design for germinated brown rice cookie 
with beet powder.

Ingredient Weight (g)

Whole wheat flour 64.4∼68.6

Brown rice powder 27.6∼29.4

Beet powder 2∼8

Butter 40∼80

Sugar 35

Egg yolk 25

Salt   0.7

Baking powder   2.0

Table 2. Standard formula of the germinated brown rice cook-
ie with beet powder.

설탕을 3회 걸쳐 나누어 넣으면서 4단에서 2분간, 
달걀을 넣고 1분간 작동시켜 크림화하였으며, 각각

의 재료가 첨가될 때마다 믹싱 볼에 붙은 쿠키반죽

을 긁어내려 반죽을 균일한 상태로 만들었다. 완성

된 크림에 발아현미분말과 통밀, 베이킹파우더, 비

트 가루를 함께 3회에 걸쳐 체에 내린 후 1단으로 

10초 동안 가볍게 혼합하여 반죽을 제조하고, 이를 

밀봉하여 4oC의 냉장실(FRB4350-NT, DAEWOO Co., 
Gumi, Kungbuk, Korea)에서 1시간 동안 휴지시켰다. 
반죽이 작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4.0×4.0×30.0 
cm의 바를 성형하고 밀봉하여 －18oC에서 12시간 동

안 냉동시켰다(Park & Jeon 2006). 이후 Bar를 꺼내어 

4.0×4.0×0.7 cm가 되도록 균일하게 절단(18±0.5 g)하여 

평철판을 두개 겹쳐놓고 윗불 170oC, 아랫불 165oC로 

예열해 둔 convection oven(Model FDO-7102, DaeYoung 
Co., Anshan, Korea)에서 13분간 구웠다. 구운 쿠키는 

1시간 동안 20±4oC에서 냉각시킨 후 지퍼 백에 담아 

보관하고, 24시간 후 이화학적 검사와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Lee 등 2006).

4. 물리적 특성

1) 색도측정

쿠키의 표면색은 color difference meter(Colorimeter 

CR-200, Minolta CO., Osaka, Japan)를 사용하여 Hun-
ter color 색체계의 L(lightness), a(redness), b(yellow-
ness)로 나타내었으며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

로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한 표준백판(standard plate)의 

L값은 97.21, a값은 －0.16, b값은 ＋2.02였다.

2) 퍼짐성 측정

쿠키의 퍼짐성(spread ratio)은 직경에 대한 두께의 

비로 나타낸 것으로 AACC Method 10-52의 방법으

로 퍼짐성 지수를 구하였다. 쿠키의 직경은 쿠키 6
개를 나란히 수평으로 정렬한 후 전체 길이를 측정

하고, 각각의 쿠키를 90°로 회전시킨 후 같은 방법

으로 전체 길이를 측정하여 쿠키 한 개에 대한 평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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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였다. 쿠키 1개에 대

한 평균 직경과 두께는 3회 반복 측정 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3) 경도 측정

경도(hardness)는 texture analyzer(Texture Analyzer, 
TA.XT Express v2.1, London, England)를 사용하여 6
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stable micro systems(Expres-
sion, TA.XT Express v2.1, London, England)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결과 값을 얻었다. 쿠키는 probe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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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r condition

Instrument Texture analyzer

Type One cyc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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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Operating conditions for texture analyzer.

Sample 
No.

Responses

L a b Spread 
ratio 

Hardness 
(g)

 1 48.61 24.05 18.14 5.02 1,349.23

 2 38.52 29.25 15.34 4.77 2,342.80

 3 47.81 22.15 16.94 6.08   477.70

 4 38.32 28.44 16.84 5.37   347.07

 5 49.03 23.19 19.34 5.00   760.37

 6 36.65 28.12 14.85 5.16   674.80

 7 41.08 29.31 14.86 4.85 1,173.90

 8 42.73 27.13 17.48 6.19   512.83

 9 40.82 26.99 16.47 5.37   681.53

10 40.85 28.51 13.96 5.21   879.50

Table 4. Physical properties of germinated brown rice cookie 
with beet powder and butter.

투한 후에 쉽게 깨지고 복원력이 없는 시료이므로 

one cycl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의 측정 

조건은 Table 3과 같다.

5. 관능적 특성

관능검사는 기호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관능 요원

은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대학원생 중에서 신뢰성, 
건강, 실험에 대한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16명을 

panel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실험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뒤 실험에 응하도록 하였다(Larmond 1977). 
비트 가루를 첨가한 발아현미 쿠키 10개의 시료를 

접시에 놓고 16명의 관능요원이 평가하도록 하였다. 
모든 시료들은 난수표에 의해 4자리로 표시되었으

며 관능평가 항목은 색(color), 외관(appearance), 향

(flavor), 조직감(texture), 맛(taste), 전반적인 기호도

(overall quality)로서 7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여 선호

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6. 통계분석

비트 가루 첨가 쿠키의 최적화는 canonical 모형의 

수치 최적화(numerical optimization)와 모형적 최적화

(graphical optimization)를 통해 비트 가루, 버터의 양

을 선정하였고, 그 때의 지점을 지점 예측(point pre-
diction)을 통해 최적점으로 선정하였다. 수치 최적화

를 통해 제시된 최적점 중 다음의 식에 기준하여 

적합도(desirability)를 구하고 가장 높은 적합도를 나

타내는 최적점을 채택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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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과

1. 물리적 특성

비트 가루를 첨가한 쿠키의 제조 조건은 2가지 

변수(비트 가루, 버터)로 design expert를 이용하여 10
개로 나타났으며 이의 물리적 특성은 아래 Table 4
와 같다.

1) 색도

쿠키의 명도는 비트가루 2 g, 버터 60 g일 때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색도는 비트 가루 8 g, 버터 

40 g일 때 가장 높게, 황색도는 비트가루 2 g, 버터 

60 g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설정된 반응별로 모

델링화하여 F-test로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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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Model R-squared F-value Prob＞F Polynomial equation

L Linear 0.9292 45.94 ＜0.0001 ＋42.44－5.33A＋0.11B

a Quadratic 0.9739 29.85   0.0029 ＋27.79＋2.74A－0.82B＋0.27AB－2.18A2＋0.38B2

b Mean 0.0000  0.87   0.6840 b=16.42

Spread ratio Linear 0.7688 11.64   0.0059 ＋5.30－0.13A＋0.50B

Hardness Linear 0.7003  8.18   0.0147 ＋919.97＋129.97A－588.06B

Color Quadratic 0.9461 14.04   0.0120 ＋4.60＋0.23A＋0.085B＋0.18AB－0.74A2－0.17B2

Appearance Quadratic 0.6688  1.62   0.3313 4.69＋0.12A＋0.070B＋0.13AB－0.22A2－0.37B2

Texture Quadratic 0.9421 13.02   0.0138 4.54＋0.093A＋0.072B＋0.23AB－0.010A2－0.36B2

Flavor Linear 0.8475 19.45   0.0014 ＋4.06＋0.40A＋0.11B

Taste Linear 0.6437  6.32   0.0270 ＋4.11＋0.48A＋0.55B

Overall quality Linear 0.7037  8.31   0.0142 ＋4.24＋0.24A＋0.35B

A: beet powder, B: butter

Table 5. Analysis of predicted model for the physical properties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germinated brown rice cookie with 
beet powder.

Figure 1. Response surface and perturbation plots for the effects of beet powder (A) and butter (B) on color (L, a, b) of germinated 
brown rice cookie with beet powder.

가 색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식은 

Table 5와 같다. 적색도는 비트 가루, 버터가 서로 상

호작용하는 quadratic 모델이 설정되었고 P값이 0.0029
로 1% 이내에서 유의성을 보였다. 명도는 비트 가루

와 버터가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linear 모

델이 선정되었으며 P값이 ＜0.0001로 유의성을 보였

다. Fig. 1은 명도, 적색도, 황색도 수치에 대한 반응

표면에 대한 결과로 비트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가 감소하였다. 적색도는 비트 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버터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적

색도는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황색도는 비트 

가루의 양와 버터의 양에 상관없이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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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ponse surface and perturbation plots for the effects of beet powder (A) and butter (B) on spread ratio of germinated 
brown rice cookie with beet powder.

Figure 3. Response surface and perturbation plots for the effects of beet powder (A) and butter (B) on hardness of germinated 
brown rice cookie with beet powder.

2) 퍼짐성

비트 가루 첨가 쿠키의 퍼짐성은 비트 가루, 버터

가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linear 모델로 결

정되었고 P값이 0.0059로 1% 수준에서 유의성을 나

타냈다. 퍼짐성에 대한 반응표면에 대한 결과는 비

트 가루가 증가할수록 퍼짐성은 감소하고 버터가 

증가할수록 퍼짐성은 증가하였다(Fig. 2).

3) 경도

비트 가루 첨가 쿠키의 경도는 Table 4와 같으며 

비트 가루, 버터가 각각 경도에 영향을 미치는 linear 
모델로 결정되었고 P값은 0.0147로 5% 수준에서 유

의성을 나타냈다(Table 5). 경도에 대한 반응표면에 

대한 결과는 버터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경

도는 감소하였고 비트 가루가 증가할수록 쿠키의 

경도는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Fig. 3).

2. 관능적 특성

비트 가루를 첨가한 쿠키에 대해 7점 척도로 관능

적 품질을 평가한 결과 관능 평점은 색 3.43∼4.79, 
외관 3.79∼4.79, 향 3.43∼4.64, 조직감 3.86∼4.64, 맛 

3.0∼5.0, 전반적인 기호도 3.36∼4.79 사이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설정된 반응별로 모델링화하여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색, 조직감은 비트 가루와 버터가 상호

작용하는 Quadratic 모델이 선정되었고 5% 수준에서 

유의성을 나타냈다. 맛, 향, 전반적인 기호도는 비트 

가루와 버터가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는 linear 
모델로 결정되었고 맛과 전반적인 기호도는 유의 수

준 5% 이내, 향은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유의성을 

보여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Table 5).
관능적 특성에 대한 반응표면에 대한 결과는 향, 

맛,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비트 가루와 버터가 증가

할수록 기호도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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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sponse surface and perturbation plots for the effects of beet powder (A) and butter (B) on sensory characteristic of 
germinated brown rice cookie with beet powder.

3. 품질 최적화

최적화는 Canonical 모형을 통해 선정하였다. 관능

평가 중 유의적으로 나타난 모든 항목을 최대로 결

정하여 모델화에 의해 결정된 반응식을 이용하여 

만족하는 점을 수치 최적화와 모형 최적화를 통해 

선정하고 비트 가루와 버터 양을 선정하고 가장 높

은 desirability를 나타낸 최적점을 선택하여 지점 예

측을 통해 도출한 결과(Fig. 5) 예측된 최적값은 비

트 가루 7.75 g, 버터 77.88 g으로 나타났다.



J Korean Diet Assoc 16(4):332-340, 2010 | 339

Figure 5. Overlay plot of common area for the optimization 
mixture of germinated brown rice cookie with beet 
powder.

고 찰

1. 물리적 특성

1) 쿠키의 색도

비트 가루를 첨가한 발아현미 쿠키의 명도는 비

트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가 급격히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첨가물인 

비트 가루의 명도가 낮아 그 자체의 색에 따라 첨

가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명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적색도는 비트 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적색도가 급격히 높아졌으며 일정량 이

상이 되면 적색도가 낮아졌다. 또한 버터의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적색도는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비트 가루의 특성상 적색도의 변화가 쉽게 나

타났기 때문인 것 같다.

2) 퍼짐성

퍼짐성의 경우 비트 가루가 증가할수록 퍼짐성이 

줄어든 반면 버터가 증가할수록 퍼짐성이 증가하였

다. 쿠키의 품질에서 관능적 요인과 함께 중요한 인

자로 작용하는 것이 퍼짐성이다. 퍼짐성이란 쿠키반

죽을 성형한 후 굽는 과정에서 쿠키의 반죽이 바깥

쪽으로 밀려 퍼지면서 두께가 감소하고 직경이 커

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반죽시간과 방법, 굽는 

온도 및 시간, 쿠키의 재료 및 밀가루의 수분흡수율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isslen 200l). 
유지의 함량과 쿠키의 퍼짐성과의 관계에서 유지 

사용량이 쿠키의 퍼짐성에 영향을 주며, 유지 함량

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퍼짐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였다(Labensky & Hause 1999).

3) 경도

경도의 경우 비트 가루, 버터 두 요인 모두 경도

에 영향을 주었으나, 버터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버터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경도는 

감소하였으나 비트 가루가 증가할수록 쿠키의 경도

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쿠키에 부재료로 분

말을 첨가할 경우 첨가량이 높을수록 경도가 증가

하는 것과 같이, 비트 가루의 함량이 높을수록 경도

가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경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air cell의 발달 정도, 수분함량, 비중 등

이 있으며, air cell이 발달될수록 경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Chabot 1979).

2. 관능적 특성

관능검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쿠키의 향

과 맛, 전반적인 기호도가 비트 가루와 버터가 증가

할수록 기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비트 가루가 증가할수록 조직감에 대한 기호도가 

증가함을 보였다. 이는 비트 가루의 첨가가 쿠키의 

맛과 향, 식감을 향상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비트 가루 첨가 쿠키의 우수한 배합을 설정하고

자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중 

Central Composite Design을 이용하였다. 비트 가루, 
버터의 함량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최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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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예비실험을 거쳐 비트 가루 2∼8 g, 버터 40
∼80 g으로 하여 쿠키를 제조하고 물리적 특성검사

와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결과를 모델링하여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명도와 적색도에서 유의성을 

나타내었고, 명도와 적색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비트 가루였다. 황색도에서는 유의성을 나타

내지 않았다. 퍼짐성은 버터의 함량이 증가하면 퍼

짐성도 증가하였으며 경도는 버터의 함량이 증가할

수록 감소하였고 비트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능적 특성에서는 외관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성을 보였다. 쿠키의 향과 맛, 전반적인 기호도

가 비트 가루와 버터가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증가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비트 가루가 증가할수록 

조직감에 대한 기호도가 증가하였다. 관능평가의 모

든 항목의 목표범위를 충족시키는 최적의 배합비율

은 비트 가루 7.75 g, 버터 77.88 g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부재료로 사용된 바 없는 비트 가루를 

첨가한 발아현미 쿠키의 상품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쿠키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향과 

맛, 색 그리고 조직감의 기호도가 비트 가루를 첨가

함에 따라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관능평가 

결과로 보아 항산화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천연 소

재의 장점을 가진 레드비트를 첨가한 쿠키는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상품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의 기호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연구를 확

대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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