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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rice wine cakes (Jubak) was produced using with Astragali memvranaceus  with excellent antioxidant and antidiabetic 

effects and produced . This Jubak was applied to improve the cookies of modern taste and well-being products. The  cookies according 

to the different ratio (added 0-1.0%) of Astragali memvranaceus and investigated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sensory evaluation,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There were little changes in pH and density. The hardness of 

all treated cookies increased with Astragali memvranaceus Jubak(AJ) containing of different moisture contents. In color, L and a values of 

most cases increased in most of the treatments, but b value was reduced. In the sensory evaluation, the flavor and total scores showed 

the highest in 0.5% AJ cookies. But the higher proportion of AJ cookies that had unique flavors and tastes, so the total acceptance score 

decreased. The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increased in the higher proportion of AJ. In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the control (no Jubak added) was 44%, and containing of 1% AJ cookies showed 82%. In conclusion, our study suggests that 0.5% in 

addition of AJ increased positive attributes and functional to cook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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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서구화된 식생활에 따라 제과 제빵의 수요가 증가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웰빙 문화와 더불어 건강지향적인 기능성 제품

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그중에서 쿠키는 변패가 적고 

저장성이 우수한 과자류이며, 맛이 우수하여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간식으로 애용되고 있다(Lee JH 등 2007). 이와 관

련하여 기능성 천연 재료인 쥐눈이콩(Ko YJ와 Joo NM 2005), 

홍삼분말(Lee SM 등 2006), 갈근분말(Lee JH 등 2008), 마늘즙

(Shin JH 등 2007), 백년초분말(Jeon ER과 Park ID 2006) 등을 

첨가한 쿠키에 대한 연구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양조 부산물인 주박은 탁주 또는 정종 전국(거르지 

않은 술)으로 부터 술을 거른 나머지를 일컫는 것으로 당질, 

단백질, 알코올, 유기산, 효소, 무기질, 비타민 등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소재이다(Lee JH 등 2007). 탁주로부터 분리된 주박

은 식량이 부족했던 시기에 대체식품의 역할을 담당했을 만

큼 영양적인 면에서 우수하나 그에 비해 그 이용 분야는 많

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박의 생

리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항고혈압, 항

당뇨, 항알러지, 항균, 항산화, 주름개선의 기능이 보고되어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Yoo JM 등 2010, Kim SM과 Cho WK 2006, Kang YJ 등 

2011, Kim TY 등 2010)

일본에서는 술을 만들고 남은 주박을 다양하게 이용한다. 

주박을 이용해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특히 요리에 많이 

이용하는데, 주로 장아찌를 담그거나 생선을 절이는데 사용하

며, 미소와 함께 끓이는 카스지루(粕汁)라는 국물요리에도 사

용하고 있다.

황기(黃芪)는 기운을 보하는 대표적인 약재로 성질은 따뜻

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는 약재다. 한방에서는 지산, 이뇨, 

강장, 혈압강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약리 실험에서도 항

염, 이뇨작용, 강장작용(Baek NI 등 1996), 혈당강하(Jung HS 

등 2008), 면역증강, 항종양, 혈압강하(王 洋 등 2007) 작용 등

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어 피부혈액순환과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만성궤양을 치료

하고 기를 이롭게 하여 살을 찌게하며, 이수작용(利水作用)이 

있어 수종이나 부종에 효과가 있고, 생황기(生黃芪)는 세포의 

생성을 빠르게 하고 오래된 패창(敗瘡)이나 옹저(癰疽) 등의 

독을 배출한다.  

본 연구는 황기를 첨가하여 만든 황기주의 주박을 실용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건강식품으로 쿠키를 제조하여 주박의 보급 및 발전 가능성

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황기(Astragalus memvranaceus)는 충북 

제천에서 생산(제천한방약초, Jecheon, Korea)된 것을 사용하

였으며 황기 첨가량에 따라 제조한 황기주(Choi JH 등 2012)

에서 생성된 1차 주박과 2차 주박을 60℃에서 24 hr 건조하

고 80 mesh 체를 통과시킨 분말을 첨가하였다.

2. 주박 첨가 쿠키 제조

쿠키의 재료 배합은 주박 분말을 전체 무게당 5, 10, 20, 

30, 40, 50%씩 첨가하여 예비실험을 진행한 결과 20% 첨가 

시 관능적 기호도가 가장 적합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Table 

1과 같이 제조하였다. 버터 60 g과 설탕 60 g을 혼합하여 크

림화 한 후 계란을 혼합하여 잘 섞어주고, 우유 10 mL을 넣

고, 40 mesh 체에 거른 박력분 200 g, 베이킹파우더, 분유 20 

g을 넣어 반죽하였다. 또한 예비실험에서 주박 첨가 비율이 

높아질수록 높은 온도 조건에서 쉽게 갈색화 되는 경향이 있

어 일반 쿠키에 비해 저온에서 구워야 발색이 좋았다. 따라

서 두께 7 mm로 만들고 2시간 냉동하여 3.5×3.5×0.8 cm로 

성형하여 팬닝한 후 오븐(GOR-43A2B, 동양매직 가스오븐레인

지)에서 140℃, 12 min와 120℃, 38 min의 조건으로 구웠다. 

황기주 주박 첨가 쿠키는 황기 함량이 0, 0.5, 1.0%인 황기주 

주박 40 g, 박력분 160 g을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완성된 쿠키

는 실온에서 1시간 방냉한 후 품질 및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Materials Control 0% AJ
1)

0.5% AJ 1.0% AJ 

Weak wheat flour (g) 200 160 160 160

Ju-Bak (g) 0 40 40 40

Butter (g) 60 60 60 60

Sugar (g) 60 60 60 60

Egg (g) 50 50 50 50

Dry milk (g) 20 20 20 20

Milk (g) 16 16 16 16

Baking powder (g) 1 1 1 1

Total (g) 207 207 207 207

control : The cookies without AJ powder
1)
 Each number in front of AJ means the added amount of 

Astragalus memvranaceus Jubak powder in the cookies.

Table 1. Materials formula of cookie added with Astragalus 

memvranaceus Jubak (AJ) powder (%)

3. 쿠키 반죽의 pH 및 밀도 측정

쿠키 반죽의 pH는 쿠키 반죽 5 g을 증류수 50 mL에 섞어 

균질기(Polytron PT-MR 2100, Switzerland)로 충분히 혼합한 후 

현탁액의 상태로 만들어 pH meter(HM-30P, DKK-TOA, Japan)

로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고, 밀도는 50 mL 메

스실린더에 증류수 30 mL을 가하고 여기에 반죽 5 g을 첨가

하였을 때 증가된 증류수의 부피를 측정하여 반죽의 부피에 

대한 무게의 비(g/mL)로 계산하였다(Jang KH 등 2010).



Korean J. Food Cookery Sci. Vol. 29, No. 1(2013)

황기 첨가 비율에 따른 황기주박 쿠키의 품질특성 및 항산화 활성  13

4. 쿠키의 수분, 팽창률, 퍼짐성, 손실률 측정

수분 측정은 Moisture Analyzer(AND MS-70, Japan)를 사용

하여 시료 1 g을 정량하여 측정하였으며, 쿠키의 퍼짐성 지수

는 AACC법(10-50D)을 사용하여 3회 반복 측정 한 후 평균값

을 이용하였다. 쿠키의 직경은 6개를 수평으로 정렬하여 전체 

길이를 측정하였고, 각각의 쿠키를 90도로 회전하여 같은 방

법으로 전체 길이를 측정하고 한 개의 평균을 구하였다. 쿠

키의 두께는 쿠키 6개를 수직으로 쌓은 후 수직 높이를 측정

하고, 다시 위치를 바꾸어 높이를 측정하여 쿠키 한 개의 평

균을 구하였다. 손실율과 팽창율은 쿠키의 굽기 전 후 중량

을 측정하여 차이에 대한 비율을 산출하였다(AACC 2000).

팽창률(leavening rate) % = 황기주박첨가 실험군 쿠키 굽기 전후의 중량

차(g)/ 무첨가대조군 쿠키 굽기 전후의 중량차(g) × 100 

퍼짐성(spread factor) mm = 쿠키 6개 평균너비(mm)/ 쿠키 6개 평균두께(mm)

손실률(loss time) % = 쿠키 1개의 굽기 전후의 중량차(g)/ 쿠키 1개의 굽

기 전 반죽 중량(g) × 100

5. 쿠키의 색도와 경도 측정

쿠키의 색도는 색차계(Ultrascan PRO, Hunter Lab, USA)를 

사용하여 명도(lightness), 적색도(redness), 황색도(yellowness)를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쿠키의 절단력은 Texture 

analyzer(TA XTplus, Stable Micrl o Systems, UK),를 이용하여 

Cooked Spaghetti(AACC 16-50 Standard Method)의 방법에 따라 

hardness를 구하였으며 operating 조건은 Table 2와 같다.

Instrument Texture Analyzer

Attachment (option)
HDP/3PB 

Three point bend rig 

Test Mode Compression

Per-Test Speed 1.50 mm/sec

Test Speed 2.00 mm/sec

Post-Test Speed 10.00 mm/sec

Target Mode Distance

Distance 15.00 mm

Strain 10.0%

Trigger Force 25 g

Table 2. Operating conditions for texture analyzer

6. 관능평가

주박 첨가 쿠키의 관능적 특성은 남여패널 15명을 대상으

로 7가지 항목(외관, 향, 고소한맛, 단맛, 느끼한맛, 질감, 전

체기호도)을 점수가 높을수록 선호도가 증가하는 9점 척도법

으로 측정하였다. 일정한 크기(3.6×3.6×0.9 cm)의 쿠키를 관

능용 흰색 접시에 담아 제공하였고, 한 개의 시료를 평가한 

후 물로 입을 헹구고 평가를 진행하였다.

7.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폴리페놀 함량은 측정을 위해 Folin-Ciocalteu's법을 변형

(Lin JY와 Tang CY 2007)하여 측정하였다. 쿠키 10 g에 증류

수와 70% 에탄올 100 mL을 각각 가하여 상온에서 24시간동

안 120 rpm으로 회전식진탕기(제이오텍, Korea)를 이용하여 

추출한 후 여과하여 시료액으로 사용하였다. 시료액 1 mL에 

1N 폴린-시오칼토 페놀 시약(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2 mL을 넣고 혼합하여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키고, 반응 용

액에 35 % Na2CO3 2 mL을 넣고 실온에서 30분간 정치한 후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흡광도는 갈산

(gallic acid)을 이용하여 작성된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총 페놀 

함량을 계산하였다. 

8.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Davis 변법(Chang CC 등 2002)을 

이용하였다. 페놀 화합물 시료액 제조와 동일하게 시료액을 

제조하였으며 농도를 1.0 mg/mL로 조절한 추출물 1 mL에 

diethylene glycol 10 mL 및 1N NaOH 1 mL을 가하고 잘 혼

합한 후 30℃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9. DPPH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

시료의 전자공여능은 1.1-diphenyl-2-pycrylhydrazyl (DPPH, 

Sigma)을 이용한 방법(Kilani S 등 2005)으로 측정하였다. 1.0 

mg/mL의 농도로 준비한 시료액 1 mL에 0.2mM DPPH 용액 

1 mL을 잘 혼합하여 25분간 실온에 방치하고 multiplate 

spectrophotometer(EL × 800TM. BioTek, USA)를 이용하여 

5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백분율

로 나타내었다.

전자공여능(%) = (1- 시료첨가 실험군의 흡광도/무첨가 실험군의 흡광도) × 100

10. 통계처리 

본 실험은 독립적으로 3회 이상 반복 실험을 실시하였다. 

SPSS 17.0(SPSS Inc.)을 이용하여 실험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Duncan의 다중 검정법(DMRT, 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사후검정을 통해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주박 쿠키 반죽의 pH 및 밀도 

쿠키 반죽의 pH 및 밀도 결과는 Table3 과 같다. 반죽의 

pH는 쿠키의 향, 외관 및 색도에 영향을 주며, pH가 높을수

록 갈색화 되는 경향을 나타난다(Cho HS 등 2006). Contro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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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에 비해 황기주박분말 첨가 실험군 쿠키의 pH가 낮아짐

을 알 수 있었으며, 황기의 양이 증가할수록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황기 1%에서 비교적 높은 pH를 보였으나 이

는 막걸리 제성과정의 발효정도에 따른 차이로 보였다. 밀도

는 반죽의 팽창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로 밀도가 낮

으면 쿠키가 딱딱하여 기호도가 감소될 수 있으며 높으면 쉽

게 부서져 상품성이 저하되는데, 이는 굽는 온도와 시간, 반

죽의 혼합방법 등에 따라 달라졌다(Kim GS와 Park GS 2008, 

Lee JS와 Jeong SS 2009). 반죽의 밀도는 주박 첨가 실험군에

서 증가하였으며, 황기 첨가 비율에 따른 밀도의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이는 주박분말(수분함량 : 4.11%)과 밀가루(수분

함량 : 10.05%)의 건조조건에 따른 수분함량 차이가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Group
Cookies 

Density pH

Control 1.21
a1)

6.84
d

0% AJ 1.25
b

5.42
c

0.5% AJ 1.25
b

5.36
a

1.0% AJ 1.25
b

5.35
b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 for triplicate experiments.
1)
 *In each column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3. Density and pH of cookies dough added with different 

Astragalus memvranaceus Jubak (AJ) powder

2. 주박 쿠키의 퍼짐성, 손실률 및 팽창률

황기주박분말의 첨가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주박 쿠키의 

퍼짐성, 손실률 및 팽창률은 Table 4와 같다. 쿠키의 품질 특

성에서 직경과 퍼짐성이 큰 것을 바람직하게 평가하는데(Lee 

HJ 등 2011), 주박 첨가 쿠키의 퍼짐성은 3.29~3.56이었으며 

주박 첨가에 따른 일정한 경향은 보이지 않았으나 황기 0%와 

1.0%에서 대조군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손실율에서는 대조

군보다 황기주박 첨가 실험군에서 낮은 값을 보였고 황기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쿠키의 팽창률은 대조군에 

비해 주박 첨가쿠키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주박 첨가량

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부재료인 주

박 분말의 수분 함량(4.11%)이 쿠키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커피 추출 잔여물의 수분함량(6.53%)이 밀가루의 수

분 함량(14.38%)보다 낮아 커피 추출 잔여물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쿠키의 퍼짐성과 손실률이 감소하고 팽창률이 증가하

였다는 연구보고(Jung S와 Kang WW 2011)와 같이 밀가루

(10.05%)보다 주박의 수분함량이 낮아 쿠키의 퍼짐성, 손실률 

및 팽창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Group
Cookies 

Spread ratio Loss rate Leavening rate

Control 3.46±0.03b1) 18.4±1.04a 89.36±1.45a

0% AJ 3.29±0.02a 16.27±0.95ab 92.54±2.02b

0.5% AJ 3.56±0.04c 17.04±0.67b 100.48±1.72b

1.0% AJ 3.45±0.03b 17.75±2.22b 97.78±3.70b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 for triplicate experiments.
1)*

In each row,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4. Baking loss rate and leavening rate of cookies added with 

different Astragalus memvranaceus Jubak (AJ) powder

3. 주박 쿠키의 경도 및 수분

쿠키의 경도 및 수분함량은 Table 5와 같다. 쿠키의 경도

는 첨가되는 부재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부재료의 

수분 함량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Kwak 등 2002). 쿠

키의 경도는 대조군에 비해 황기주박 첨가 실험군에서 유의

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황기분말이 쿠키의 경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쿠키의 수분 함량은 황기 1.0%에서 가장 

낮았으며, 황기 비율이 높아질수록 수분함량은 줄어들었다. 

즉, 황기 함량이 증가 할수록 쿠키의 수분은 줄어들고 경도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Group
Addition rate of AJ( %)

Control 0% AJ 0.5% AJ 1.0% AJ 

Moisture (%) 5.14±0.38d1) 5.52±0.12e 3.82±0.01c 2.73±0.02a

Hardness (kg) 3.43±0.15b 3.46±0.15b 4.89±0.58b 5.04±0.27a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for triplicate experiments.
 1)*

In each row,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5. Moisture and hardness of cookies added with different 

Astragalus memvranaceus Jubak (AJ) powder

4. 주박 쿠키의 색도

쿠키의 색도 변화는 Table 6과 같다. L값과 b값은 황기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a값은 증가하

였다. 이는 주박과 황기 분말의 낮은 명도가 쿠키의 L값에 

영향을 주었고 b값의 감소와 a값의 증가는 주박과 황기 분말

이 열에 의해 Maillard 반응을 일으켜 쿠키의 L, a, b값에 영

향을 준 것으로 생각되었다.  

Group
Addition rate of AJ (%)

Control 0% AJ 0.5% AJ 1.0% AJ 

Color

L 78.76±0.52d1) 70.74±0.08c 65.10±0.31b 58.92±0.31a

a 6.07±0.10a 8.65±0.07b 10.46±0.13c 10.65±0.12c

b 26.08±0.41c 25.73±0.19c 24.41±0.32b 21.19±0.47a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 for triplicate experiments.

 
1)*

In each row,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6. Color of cookies added with different Astragalus memvranaceus

Jubak (AJ)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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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Sensory attribute

Appearance Flavor Roasted nutty Sweetness Oily taste Texture Total accept

Control 6.33±1.35b 6.47±0.92c 5.33±1.35 5.47±1.88 5.10±1.54 5.60±1.35 5.87±1.25b

0% AJ 5.73±1.28b 5.40±1.06ab 5.67±1.40 5.33±1.68 5.07±1.33 5.40±1.45 5.80±1.32b

0.5% AJ 6.13±1.60b 6.07±0.88bc 5.73±1.16 5.33±1.54 4.87±1.30 5.47±1.06 6.20±1.08b

1.0% AJ 4.13±1.46a 5.13±1.46a 5.20±1.26 4.53±0.92 5.33±1.35 4.60±1.35 4.80±1.42a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1)*

In each colum,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7. Sensory attribute of cookies added with different Astragalus memvranaceus Jubak (AJ) powder

5. 주박 쿠키의 관능적 특성

쿠키의 관능적 특성은 Table 7과 같다. 황기 첨가 비율별 

쿠키의 관능적 특성에서 무첨가구가 외형(appearance) 및 질

감(texture)에서 가장 높았지만 향(flavor) 및 전체 기호도는 황

기 0.5%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맛과 관련된 부분은 대조구

와 실험구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반면 황

기 1.0% 에서는 점수가 낮았는데, 이는 황기 비율이 높아질

수록 황기 고유의 향과 맛이 진해져 기호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6. 주박 쿠키의 폴리페놀   

식물유래 페놀성 화합물은 지질의 산화를 억제하는 물질로

서 그 종류는 단순 phenol류, phenolic acid류, flavonoid류 등

이 있으며, 항균, 항알러지, 항산화, 항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zuma K 등 1999). 총 폴리페놀 함량

은 Fig 1과 같이 황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폴리페놀의 함량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황기 1%에서 증류수는 163.46 

㎍/mL, 70% 에탄올은 249.65 ㎍/mL로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율무 청국장(Lee HJ 등 2011)이나 솔잎(Choi 

HY 2009)과 같이 항산화특성이 있다고 알려진 부재료 첨가 

쿠키에서도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유의적으로 총 폴리페놀 함

량이 증가한 것과 같은 결과로 총 페놀화합물의 함량과 항산

화능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항산화능의 주된 성분

은 페놀화합물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Gheldof N과 

Engeseth NJ 2002). 페놀화합물은 환원제 등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가해 총 페놀함량을 늘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되었다.

Fig. 1. The polyphenol content of distilled water (DㆍW) 

and 70% ethanol (EtOH) extracts from cookies added with 

different Astragalus membranaceus Jubak (AJ) powder.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on bars of each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7. 주박 쿠키의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에서는 Lee KJ 등(2011)은 황기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46.7 mg/g으로 보고 하였으며 황기에 

페놀성 화합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페놀성 물

질은 2차 대사산물의 하나로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진다. 이들은 phenolic hydroxyl기

를 가지므로 단백질 및 거대분자들과 쉽게 결합하며, 항당뇨 

및 항산화 활성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2와 같이 황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플라보노이드의 

함량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황기 1%첨가 증류수 

93.33 ㎍/mL,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108.89 ㎍/mL로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율무 청국장(Lee HJ 등 2011) 쿠

키에서도 율무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유의적으로 증가되는 양

상을 보였으며 Choi HY 등(2009)은 박력분에도 페눌산(ferulic 

acid)등의 항산화 물질의 함유로 총 페놀 함량이 50.1±2.6 

mg GAE/100 mg으로 측정되었다고 보고하여 대조군에도 페

놀성 화합물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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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flavonoid content of distilled water (DㆍW) 

and ethanol (EtOH) extracts from cookies added 

with different Astragalus membranaceus Jubak 

(AJ) powder.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on bars of each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8. 주박 쿠키의 전자공여능(DPPH) 

전자공여능이란 페놀산과 플라보노이드 및 기타 페놀성 물

질에 대한 항산화 작용의 지표이며 환원력이 큰 것일수록 전

자공여능이 높다(Park JW 등 2007). 황기의 주요성분으로는 

titerpenolids, isoflavonoids, polysaccharides 등이 알려져 있으

며, triterpenoids 성분은 saponin류의 배당체인 astragalosides가 

있다( Hirotoni M등 1994) 또한, isoflavonoids 성분 중 대표적

으로 formononetin과 calycosin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

다(Wu T 등 2005, Xiao XB 등 2004, Ma X 등 2002, Zheng 

HZ 등 1998, Yu D 등 2005). 이 isoflavonoids 성분은 식물성

유사호르몬으로서 특히 항산화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Kim HJ 등 2002, Kim MJ 등 2004). 쿠키의 전자공여

능(DPPH) 측정결과는 Fig. 3과 같이 증류수 보다 70% 에탄올

에서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황기의 첨가량이 증

가됨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황기 

1%와 황기 0.5% 첨가 실험군에서 각각 82%와 71%로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Fig. 3. The DPPH radical scavening activityof distilled 
water (DㆍW) and 70% ethanol (EtOH) extract 
from cookies added with different Astragalus 
membranaceus Jubak (AJ) powder.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on bars of each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Ⅳ. 요 약

본 연구는 황기를 이용하여 만든 황기주 주박을 활용하고

자 현대인들 입맛에 맞는 쿠키에 적용하였다. 황기 함량이 0, 

0.5, 1%인 황기주 주박과 박력분을 2:8의 비율로 쿠키를 제조

하여 품질특성 및 항산화 활성을 검토하였다. 황기주박을 첨

가하여 제조한 쿠키의 밀도가 대조군에 비해 높았으며, pH는 

황기의 첨가 비율이 증가할수록 다소 낮아지고 경도는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다.

쿠키의 퍼짐성, 손실율 및 팽창률에서는 유의성이 없었으

나 주박 첨가 실험군에서 퍼짐성과 손실률이 낮아지고 팽창

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부재료인 주박의 수분 

함량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황기의 첨가량 증가에 따

른 일정한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쿠키의 색도에서 황기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L값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반면 a값은 

증가하였고, 관능적 특성에서는 황기 0.5%가 기호도면에서 가

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항산화 활성 실험에서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성분 함

량은 황기 첨가량이 증가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증

류수 보다는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DPPH 전자공여능에서는 황기주박 1%첨가쿠키가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이런 결과로 가장 항산화 활성이 좋은 황

기주박의 첨가 비율은 1%였으나 풍미가 중요한 쿠키의 특성

상 항산화 활성도 뛰어나고 맛의 기호도가 가장 좋은 황기 

0.5% 첨가 주박 쿠키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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