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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김을 첨가하여 제조한 흑미 쿠키의 품질특성 및 항산화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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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Dried Laver (Porphyra tenera)

Eun-Sun Hwang† ․ Nhuan Do Tai

Department of Nutrition and Culinary Scienc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Gyeonggi-Do 456-749, Korea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black rice cookies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s of dried lave powder. Flour was substituted with dried laver powder used in different amounts as follows: 1.25, 6.25, 
and 8.75%. The moisture, ash, and crude protein contents of cookies were increased when using higher amounts of dried laver powder. 
The total polyphenol contents increased with the increasing levels of dried laver powder. The antioxidant activity measured by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control, and it proportionally increased as the amount of dried 
laver powder increased. Finally, the sensory evaluation showed that the cookies made with 6.25% dried laver powder had the highest 
score.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dried laver may be a useful ingredient for improving the quality and antioxidant 
potential of cookies.

Key words: dried laver, cookie, polyphenol, antioxidant, sensory evaluation

†Corresponding author: Eun-Sun Hwang, Department of Nutrition and 
Culinary Scienc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Gyeonggi-Do 
456-749, Korea
Tel: +82-31-670-5182 
Fax: +82-31-670-5189
E-mail: ehwang@hknu.ac.kr

Ⅰ. 서 론

김(laver)은 해의(海衣), 해태(海苔)라고도 부르며 우리

나라, 중국, 일본 등지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보라털목 

보라털과 김속에 속하는 홍조류 중 하나이다(Jimenez-  

Escrig A와 Goni CI 1999). 김에는 단백질과 아미노산 함

량이 풍부하며, 특히 감칠맛과 단맛을 나타내는 taurine, 

alanine, glutamic acid 등의 아미노산 함량이 높고 이들 

아미노산은 김 특유의 맛과 향미에 기여한다(Hwang ES 

2013). 김에 함유되어 있는 다당류와 단백질은 anionic 

carboxyl, sulphate, phosphate group을 포함하고 있고, 이

들은 금속이온과 무기질을 잘 흡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마른 김에는 칼륨, 인, 칼슘, 마그네슘 등의 

다량 무기질과 망간, 아연, 구리, 요오드, 철, 코발트 등의 

미량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다(Hwang ES 2013). 김을 비

롯한 홍조류에는 catechin, phlorotanin, fucoxanthin 등과 

같은 폴리페놀 화합물이 풍부하므로 김의 섭취는 당뇨, 

비만,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성 성인질환의 위험을 감소시

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Dawczynski C 등 2007, Larsen 

R 등 2011).

흑미(black rice)는 쌀겨층에 존재하는 cyanidin-3-glucoside

와 malvidin-3-glucoside와 같은 anthocyanin 색소를 함유

하고 있어 독특한 색을 가지며, ethanediol, guaiacol과 같

은 alcohol 성분과 hexadecanoic acid, hexanal, acetic acid

와 같은 ketone, aldehyde 및 유기산에 의해 특유의 향을 

지닌다(Yoon HY 등 1997, Rhee CO 등 2000). 흑미에는 

polyphenols, flavonoids, γ-oryzanol 등 항산화 활성이 우

수한 생리 활성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 항균 활성, 항변

이원성, 노화방지 효과, 혈전 용해 활성 등 다양한 생리 

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suda T 등 1994, 

Fardet A 등 2008, Park YS 등 2008). 최근에는 흑미를 식

빵, 인절미, 절편, 식혜, 막걸리 등에 첨가하여 품질특성 

및 항산화 활성을 향상시키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쿠키는 밀가루, 유지, 설탕, 계란 등을 주원료로 수분함

량이 낮아 미생물적인 변패 발생률이 낮고 저장성과 감

미도가 우수하여 어린이와 젊은 여성의 간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Park BH 등 2005, Park YS 등 2008).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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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 (g)
Treatment

Control 1.25% 6.25% 8.75%

Flour 400 395 375 365

Black rice powder 100 100 100 100

Laver powder 0 5 25 35

Butter 325 325 325 325

Sugar 150 150 150 150

Egg 60 60 60 60

Salt 0.5 0.5 0.5 0.5

Table 1. Formular for black rice cookies containing various 

amount of dried laver powder
할 수 있는 각종 베리류, 단호박, 인삼, 표고버섯 등과 같

은 각종 기능성 소재를 이용한 쿠키가 많이 있다(Kang 

HJ 등 2009, Kim HS 등 2010, Ji JR과 Yoo SS 2010). 다

양한 식품 소재들 가운데 해조류는 각종 성인병에 대한 

예방효과가 실험을 통해 입증됨에 따라 이들의 생리활성 

물질을 이용한 가공식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쿠키제조 시 

새송이버섯 분말, 연근 분말, 비파잎 분말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쿠키의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Kim 

YJ 등 2010, Lee EJ 등 2011, Cho HS와 Kim KH 2013). 

또한 미역, 다시마, 파래, 매생이, 톳 등과 같은 해조류를 

첨가하여 제조한 쿠키의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

었으나(Cho HS 등 2006, Lim EJ 2008, Pyo S 등 2010, 

Lee GW 등 2010, Jung KJ와 Lee SJ 2011), 아직까지 김

을 이용한 쿠키의 제조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근래 소비가 늘고 있는 흑미가루에 김 

분말을 첨가하여 쿠키를 제조한 후 이들 쿠키의 품질특

성과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여 기능성 쿠키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김은 2012년 12월 완도의 양식장에

서 채취된 물길(Porphyra tenera)을 가공공장에서 건조 및 

화입하여 마른 김으로 가공한 후 속 단위(100장)로 포장

한 것을 직접 구입하였다. 마른 김은 잘게 믹서로 곱게 

마쇄하여 분말형태로 제조한 후, 플라스틱 용기에 밀봉하

여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면서 -20°C에서 보관하였다. 

박력분 밀가루(큐원, 아산, 한국), 흑미가루(태평양물산

주식회사, 안산, 한국), 버터(서울우유, 양주, 한국), 백설

탕(CJ 제일제당, 인천, 한국), 소금(사조해표, 나주, 한

국), 계란(풀무원, 음성, 한국)은 시판품을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2. 실험방법

1) 쿠키 제조

쿠키는 여러 차례 예비실험을 거쳐 Table 1과 같은 재

료배합으로 제조하였다. 김 분말을 첨가하지 않고 제조한 

쿠키를 대조군으로 하였고, 실험군은 밀가루에 대해 김 

분말을 1.25%, 6.25%, 8.75%의 비율로 첨가하여 제조하

였다. 정확히 계량한 버터를 반죽기(MUM54420, BOSCH, 

Munich, Germany)에 넣고 고속에서 부드럽게 혼합한 후 

설탕과 소금을 넣어 혼합하여 크림상태로 만들고, 계란을 

조금씩 혼합하면서 부드럽고 매끈한 반죽이 되도록 하였

다. 체에 친 박력분 밀가루와 흑미가루를 넣어 날가루가 

없이 잘 섞은 후 김 분말을 첨가하여 고르게 분산되도록 

반죽하였다. 완성된 반죽은 냉장고에서 2시간 동안 휴지

시킨 후, 밀대를 이용하여 0.7 cm 두께로 균일하게 제조

한 후 직경 5 cm의 원형 틀로 찍어 성형하였다. 성형한 

반죽을 180°C 오븐에서 15분간 구웠다. 완성된 쿠키는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냉각시킨 후 각종 분석 및 관능평

가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2) 김과 쿠키의 일반성분 분석

제조한 쿠키의 일반성분은 AOAC official method 

(1995)에 따라 분석하였다. 수분함량은 105°C 상압가열건

조법에 의해 측정하였고, 회분함량은 550°C에서 직접회

화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조지방은 Soxhlet법으로 측정하

였고, 조단백질은 semi-micro Kjeldahl법으로 측정된 질소

량에 질소계수 5.95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3) 쿠키 반죽의 pH 및 당도 측정

쿠키 반죽의 pH 측정을 위해 500 mL 비이커에 3 g의 

시료와 10배의 증류수를 넣고 으깨어 10분 동안 40°C에

서 sonication을 시켜준 다음, 7분 동안 stirrer에 올려놓고 

균질하게 교반하였다. 교반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

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취하여 pH meter(420 Benchtop, 

Orion Research, Beverly, MA, USA)로 pH를 3회 반복 측

정하고 평균값을 구하였다.

당도는 시료를 증류수로 5배 희석하여 균질화 하고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취하여 

당도계(PR-201α Brix 0~32%, Atago Co., Tokyo, Japan)로 

측정하였다.

4) 색도 측정

김의 첨가 정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쿠키 표면의 색도

측정은 색차계(Chrome Meter CR-300, Minolt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 값으로 표시하였다. 각 시료 당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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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sture Ash Crude protein Crude lipid

Dried laver 9.37±1.781) 9.14±0.22 35.38±1.56 0.71±0.03
1)Data represent the means±SD (n=3).

Table 2. Proximate content of dried laver (%)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때 표준백색

판의 L, a, b 값은 각각 97.10, +0.24, +1.75이었다.

5) 경도 측정

김 분말의 첨가량에 따른 쿠키의 경도 측정은 Texture 

analyzer(CT3 10K, Brookfield., Middleboro, MA, USA)를 

사용하여 경도(hardness) 값을 나타내었다. 측정에 사용한 

probe는 TA25/1000, test type: TPA, target type: % 

deformation, target value: 60%, trigger load: 6 g, test 

speed: 0.50 mm/sec, sample height: 7 mm, sample width: 

25 mm, sample length: 25 mm이었다. 분석조건은 pre-test 

speed 3 mm/sec, test speed 0.5 mm/sec, return speed 1 

mm/sec, test distance 10 mm로 하였다.

6) 총 폴리페놀 함량 분석

총 폴리페놀 함량은 페놀성 물질이 phosphomolybdic 

acid와 반응하여 청색으로 발색되는 원리를 이용한 Folin-  

Denis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쿠키 3 g에 12 mL의 메

탄올을 가하여 40°C에서 5분간 sonication 한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얻어 쿠키 추출

물로 하였다. 쿠키 추출물 0.5 mL에 Folin 시액 0.5 mL을 

혼합한 뒤 3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2% Na3CO3 1.5 

mL을 첨가한 뒤 2시간 동안 암소에서 반응시킨 뒤 760 

nm에서 microplate reader(Infinite M200 Pro, Tecan Group 

Ltd., San Jose, CA, USA)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시료에 함유된 총 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6.25~  

100 μg/mL)의 표준곡선을 통하여 시료 g당 gallic acid 

equivalent(GAE)로 나타내었다.

7) 항산화활성 측정

(1) DPPH 라디칼에 대한 전자공여능 측정 

쿠키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을 DPPH assay로 측정하였

다. 96-well plate에 농도별 추출물 100 μL와 0.2 mM 

DPPH 용액 100 μL를 첨가한 후 37°C에서 30분간 반응

시켰다. Microplate reader(Infinite M200 Pro, Tecan Group 

Ltd., San Jose, CA, USA)를 사용하여 515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의 DPPH 라디칼에 대한 전자공여

능은 아래 식에 측정된 흡광도 값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전자공여능(%) = (1 – 시료첨가구의 흡광도

/시료 무 첨가구의 흡광도) × 100

(2) ABTS 라디칼에 대한 전자공여능 측정 

쿠키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을 ABTS assay로 측정하였

다. 96-well plate에 농도별 추출물 100 μL와 0.2 mM 

ABTS 용액 100 μL를 첨가한 후 37°C에서 30분간 반응

시켰다. Microplate reader(Infinite M200 Pro, Tecan Group 

Ltd., San Jose, CA, USA)를 사용하여 732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의 ABTS 라디칼에 대한 전자공여

능은 아래 식에 측정된 흡광도 값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전자공여능(%) = (1 – 시료첨가구의 흡광도/시료 무 첨

가구의 흡광도) × 100

8) 관능검사

영양조리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패널 20명을 대상으로 

김의 첨가수준에 따른 쿠키의 관능적인 특성을 평가하였

다. 동일한 크기의 쿠키를 무작위로 조합된 세자리 난수

표로 구분하여 일회용 접시에 담아서 제시하였다. 각 시

료의 특성은 9점 기호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특성이 좋을

수록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검사항목은 

색(color), 향(flavor), 맛(taste), 바삭거리는 정도(crispness) 

및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로 하였다.

9) 통계 분석

모든 결과는 3회 반복실험에 대한 평균(mean)±표준편

차(standard deviation)로 나타내었다. 실험결과에 대한 통

계처리는 SPSS software package(Version 17.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

내었고, 각 처리군 간의 유의성에 대한 검증은 ANOVA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확인한 후(p<0.05), Duncan's multipl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성분 분석

쿠키 제조에 사용한 김의 일반성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김의 수분과 회분 함량은 각각 9.37% 및 

9.14%였으며, 조단백질과 조지방 함량은 35.38%와 0.71%

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

른김의 수분(9.96%), 회분(특급 9.0% 이하, 고급 9.5% 이

하) 및 조단백질(특급 37% 이상, 고급 32% 이상) 함량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n Industrial 

Standard 2004).

김 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쿠키의 일반성분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쿠키의 수분함량은 대조군

에서는 2.86%로 가장 낮았고, 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3.52~4.84%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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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Treatment

Control 1.25% 6.25% 8.75%

Moisture 2.86±0.121)a2) 3.52±0.21ab 3.68±0.06ab 4.84±0.25a

Ash 0.64±0.04a 0.66±0.12a 0.66±0.25a 0.95±0.23b

Crude lipid 34.25±2.06a 34.17±4.55a 34.55±4.02a 34.31±0.40a

Crude protein 9.52±0.44a 9.71±0.08a 10.69±0.09b 11.29±0.45b

1)Data represent the means±SD (n=3). 
2)Values with the same superscript within the sam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3. Proximate content (%) of black rice cookies containing various amount of dried laver powder

Sample pH Sugar contents (°Brix)

Control 6.87±0.031)bc2) 1.80±0.0a

1.25% 6.79±0.04b 1.90±0.0ab

6.25% 6.52±0.02ab 1.90±0.0ab

8.75% 6.48±0.05a 2.00±0.0b

1)Data represent the means±SD (n=3). 
2)Value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4. pH and sugar contents of black rice cookies containing

various amount of dried laver powder
말에 함유된 점질 다당류가 수분을 흡수하여 쿠키의 수

분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마 분말을 첨가

한 쿠키(Cho HS 등 2006)에서도 대조군의 수분함량

(3.31%)에 비해 다시마 분말을 3~9% 첨가하여 제조한 쿠

키의 수분함량(4.52~5.59%)이 높게 나타나 본 결과와 유

사한 경향을 보였다. 회분의 경우, 김 분말을 1.25%와 

6.25% 첨가한 쿠키는 대조군과 비교할 때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 않으나, 김 분말 8.75% 첨가군은 대조군에 비

해 약 1.5배 높은 회분함량을 나타냈다. 쿠키의 조지방 

함량은 대조군과 실험군 사이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으나, 모든 쿠키에서 34%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쿠키 제조에 325 g의 버터가 첨가되었으므로 다소 

높은 지방 함량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쿠키의 조단백

질 함량은 대조군에서는 9.52%로 나타났으며, 김 분말 첨

가량이 1.25%에서 8.75%까지 증가함에 따라 9.71~11.29%

로 증가하였다. 이는 김 자체에 함유된 아미노산 및 단백

질 성분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른김에는 taurine, 

alanine, glutamic acid 가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aspartic 

acid, asparagine, citrulline, isoleucine, alanine 등도 함유되

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wang ES 2013). 또한, 

마른 김에는 감칠맛을 나타내는 아미노산(glutamic acid, 

aspartic acid)과 단맛을 나타내는 아미노산(alanine, glycine, 

serine, threonine)이 다량 함유되어 김 특유의 맛에 기여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Hwang ES 2013).

2. pH 및 당도 측정

김 분말 첨가 쿠키의 pH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과 

같다. 김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pH는 6.87로, 

기능성 부재료를 첨가하지 않고 제조한 일반적인 쿠키의 

pH가 6.72~7.13으로 보고된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Lee 

GW 등 2010, Jung KJ와 Lee SJ 2011). 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는 6.48~6.79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김 분말에 함유된 카르복실기와 황산기를 포함하는 

해조 다당류 및 폴리페놀 화합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

다. 이는 선행연구(Lee GW 등 2010, Jung KJ와 Lee SJ 

2011)에서 보고된 미역과 매생이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

에 따라 쿠키의 pH가 대조군에 비해 낮아진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김 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쿠키의 당도 측정

결과는 Table 4과 같다. 김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쿠키의 

당도는 1.80°Brix를 나타냈고, 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

에 따라 1.90~2.00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김 

분말에 함유된 당류에 의한 것으로 쿠키 제조시 첨가하

는 밀가루를 김 분말로 대신하였기 때문에 김 분말 첨가

량이 증가함에 따라 당도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김

에는 당질과 섬유질이 풍부하며, 김의 미끌미끌한 성분은 

porphyran이라는 수용성 다당류로 알려져 있다(Hwang ES 

2013).

3. 색도 측정

김 분말 쿠기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쿠

키의 밝은 정도를 나타내는 L값은 김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이 59.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김 

분말을 8.75% 첨가한 쿠키에서는 45.1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5). 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

가 감소하는 것은 김 분말에 함유되어 있는 색소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red/-green)은 

김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쿠키에서는 9.35의 값을 나타냈

다. 김 분말을 첨가한 쿠키에서는 녹색도를 나타내는 음

의 값(-0.10 ~ -2.57)을 보였으며, 이는 김 분말이 지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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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Treatment

Control 1.25% 6.25% 8.75%

L 59.99±0.921)c2) 53.42±0.10b 45.71±0.39a 45.10±0.68a

a 9.35±0.12d -0.10±0.34c -1.17±0.10b -2.57±0.34a

b 26.34±0.14c 23.93±0.91b 21.96±0.48a 21.04±0.36a

1)Data represent the means±SD (n=3). 
2)Values with the same superscript within the sam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5. Hunter's color values of black rice cookies containing various amount of dried laver powder

Measurement
Treatment

Control 1.25% 6.25% 8.75%

Hardness (kg) 10.32±0.331)a 10.73±0.54a 10.86±0.67a 11.42±0.82b

1)Value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6. Hardness of black rice cookies containing various amount of dried laver powder

Treatment
Total polyphenol

(mg GAE1)/g) 
DPPH (%) ABTS (%)

Control 8.5±0.22)a 18.4±1.5a 27.1±1.2a

1.25% 11.4±0.3b 20.7±2.0b 30.8±1.6b

6.25% 12.5±0.5c 29.1±2.7c 47.7±4.0c

8.75% 15.0±0.7d 33.1±2.8d 50.3±2.0d

1)Gallic acid was used as a standard. (GAE=gallic acid equivalent)
2)Data represent the means±SD (n=3).
a-dValue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7. Total polyphenol contents,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of black rice cookies containing 

various amount of dried laver powder

클로로필 등의 녹색 색소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쿠키

의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김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쿠키에서 26.34로 가장 높았고, 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

에 따라 23.93~21.04로 감소하였다. 쿠키의 표면색은 당

에 의한 카라멜화 반응, 환원당에 의한 Maillard 반응 및 

첨가되는 부재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Park BH 등 

2005). 선행연구(Cho HS 등 2006, Lee GW 등 2010)에서 

다시마와 매생이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쿠키에서도 이

들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L)와 황색도(b)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여 본 연

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4. 경도 측정

김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쿠키의 경도 측정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본 실험에 사용한 마른 김은 수분함량이 

9.37%로 김 첨가량에 비례하여 쿠키의 경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김 분말을 1.25%와 6.25% 첨가한 쿠키의 경

도는 각각 10.73 및 10.86으로 대조군(10.32)에 비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김 분말을 8.75% 첨가한 쿠키의 경도는 

11.42로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이는 밀가루보다 

수분함량이 적은 김 분말이 8.75%나 첨가되었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Cho HS 등(2006)은 다시마 분말을 3%와 

6% 첨가한 쿠키는 대조군에 비해 경도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고, 다시마 분말을 9% 첨가한 쿠키는 대조군에 

비해 경도가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쿠키의 

경도는 첨가되는 부재료의 수분 함량과 첨가량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쿠키의 수분

함량이 높을수록 쿠키의 경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

어 있다(Kim JY 1998, Jeong E-J 등 2012). 구아바 분말, 

새송이버섯 분말, 비파잎 분말 등과 같이 건조된 부재료

를 첨가하여 제조한 쿠키는 이들 부재료의 첨가량이 증

가함에 따라 경도가 증가하였다(Kim YJ 등 2010, Cho 

HS와 Kim KH 2013, Jeong E-J 등 2012). 반면에 흑마늘

과 같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부재료를 첨가하여 제조

한 쿠키는 흑마늘 첨가량이 1~7%로 증가함에 따라 흑마

늘 자체에 함유된 수분 함량으로 인해 쿠키의 경도가 감

소했다고 보고되어 있다(Lee JO 등 2009).

5. 총 폴리페놀 함량 분석

김 분말 첨가 쿠키의 총 폴리페놀 함량 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다. 김 분말을 첨가하지 않고 제조한 쿠키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중량 1 g 당 gallic acid를 기준으로 

8.5 mg이었으나 김 분말의 첨가량에 비례하여 쿠키에 함

유된 총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하였다. 즉, 김 분말을 

1.25%, 6.25% 및 8.75% 첨가한 쿠키에서 총 폴리페놀 함

량은 각각 11.4 mg, 12.5 mg 및 15.0 mg으로 이는 김 분

말을 첨가하지 않은 쿠키에 비해 총 폴리페놀 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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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Treatment

Control 1.25% 6.25% 8.75%

Color 4.13±1.48a1) 5.81±1.32b 6.07±1.84c 6.41±1.97d

Taste 5.95±1.33a 6.01±1.96a 6.77±1.50b 5.97±1.87a

Crispness 5.92±1.91a 6.43±1.02b 6.68±1.90bc 6.08±1.13a

Flavor 5.51±1.68a 6.07±1.95b 6.96±1.41c 6.25±1.08b

Overall acceptance 5.91±1.95a 6.68±1.28b 7.41±1.78c 6.53±1.88b

1)Value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8. Sensory evaluation scores of black rice cookies containing various amount of dried laver powder

1.3~1.8배까지 증가한 수치였다. 김을 비롯한 홍조류에는 

catechin, phlorotanin, fucoxanthin 등과 같은 폴리페놀 화

합물이 풍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Yan X 등 1996, 

Yan X 등 1999), 이들 폴리페놀 화합물이 김 분말 첨가 

쿠키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6. 항산화활성 측정

김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쿠키의 항산화활성을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으로 측정하였고 그 결과

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김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18.4%로 나타났고, 김 

분말을 1.25%, 6.25% 및 8.75%까지 첨가한 쿠키에서는 

DPPH radical 소거활성이 각각 20.7%, 29.1% 및 33.1로 

증가하였다. ABTS radical 소거활성도 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게 나타났으며, DPPH radical 소거활성

에 비해 높은 활성도를 보였다. 김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쿠키의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27.1%로 가장 낮은 값

을 나타내었고, 김 분말 함량이 1.25%와 6.25% 쿠키에서

는 각각 30.8%와 47.7%의 ABTS radical 억제활성을 나타

냈다. 김 분말 함량이 8.75%인 쿠키에서는 50.3%의 

ABTS radical 소거활성을 나타냈다.

DPPH 및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김 분말 함량이 증

가할수록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쿠키의 항산화활성은 

쿠기에 함유된 총 폴리페놀 함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에 함유된 다양한 폴리페놀 화

합물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들 생리활성 물질들

에 의한 항산화, 암 예방, 염증 억제 등의 건강기능성이 

보고되고 있다(Bocanegra A 등 2009, O’Sullivan AM 등 

2011).

쿠키 제조시 기능성 물질을 첨가하면 생리활성 성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항산화활성이 높아질 수 있다. Lee 

GW 등(2010)은 매생이 분말을 3~7% 첨가하여 제조한 

쿠키가 대조군에 비해 저장 기간 중 측정한 산가(acid 

value) 및 과산화물가(peroxide value)를 낮추는 것으로 나

타나 지질 산화억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Kim YJ 

등(2010)은 새송이버섯 분말을 10~30% 첨가하여 제조한 

쿠키는 대조군에 비해 DPPH radical 소거활성이 3~10배 

까지 증가했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7. 관능검사

김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쿠키의 색, 맛, 바삭거리는 

정도, 향 및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색에 대한 선호도 측정 결과, 대조군에 

비해 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나타냈다. 

김 분말을 1.25%와 6.25% 첨가한 쿠키에서는 9점 만족도

를 기준으로 각각 5.81 및 6.07을 나타냈고, 김 분말을 

8.75% 첨가한 쿠키에서는 6.41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

다. 이는 김의 고유한 색소가 쿠키의 색깔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어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맛의 경우

는 김 분말을 6.25% 첨가한 쿠키는 대조군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으나, 김 분말을 1.25% 또는 8.75% 첨가한 쿠

키에서는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0.05). 바삭거리는 정도는 대조군과 각 첨가군에서 유

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김 분말을 5% 첨가한 쿠키가 

6.68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향은 김 분말을 첨가

한 쿠키가 대조군에 비해 높은 선호도 점수를 보였다. 특

히, 김 분말 6.25% 첨가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김 분말을 8.75% 첨가한 쿠키에서는 향에 대한 선호도가 

6.25% 첨가군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전반적인 기호도

는 대조군과 각 첨가군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김 분말 6.25% 첨가군에서 7.41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

였다. 김 분말을 8.75% 첨가한 쿠키에서는 색, 맛, 질감, 

향 및 전반적인 만족도가 6.25% 첨가군에 비해 다소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쿠키에 김 분말을 첨가할 때는 밀가루 중량의 6.25% 수

준에서 첨가하는 것이 색, 맛, 바삭거리는 정도, 향 및 전

반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김 분말의 첨가 비율을 달리하여 쿠키

를 제조하여 이들 쿠키의 이화학적 제품특성 및 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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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을 분석하였다. 김 분말 첨가 쿠키의 수분함량은 

3.52~4.84%로 대조군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회분 

함량의 경우, 김 분말을 1.25%와 6.25% 첨가한 쿠키는 

대조군과 비교할 때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김 분말 8.75% 첨가군은 대조군에 비해 약 1.5배 높은 회

분함량을 나타냈다. 쿠키의 조지방 함량은 대조군과 실험

군 사이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든 쿠

키에서 34%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조단백질은 쿠키에 

첨가하는 김 분말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는 6.79~6.48로 대

조군(6.87)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당도는 

1.9~2.0°Brix까지 증가하였으며, 대조군과 첨가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쿠키의 색도 측정에서 명도(L), 

적색도(a) 및 황색도(b)는 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쿠키의 경도는 

김 분말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여 

김 분말을 8.75% 첨가한 쿠키의 경도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쿠키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김 분말 첨가량에 비

례하여 증가하였고, 대조군 및 각 실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 DPPH와 ABTS radical 소

거능 역시, 김 분말 첨가군이 대조군에 비해 radical 소거

활성이 높게 나타나 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항산

화활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능검사에서 맛, 색, 

바삭거리는 정도 및 전반적인 기호도 평가에서 김 분말

을 6.25% 첨가한 쿠키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김은 항산화 활성이 우수

한 소재이며 김 분말을 첨가하여 쿠키를 제조할 때 첨가

하는 적정 수준은 밀가루 중량 대비 6.25% 수준이 가장 

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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