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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그라스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품질특성 및 항산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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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effect of muffins that were prepared with the following 
lemongrass-powder concentrations: 0%, 1%, 3%, 6%, and 9%. The lemongrass-powder concentrations were added to the 
flour during the basic-formulation process, whereby the heights and volumes decreased significantly when the amount of 
lemongrass powder was increased.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colors, the lightness and yellowness of the muffins decreased, 
whereas the redness increased with the increases of the lemongrass-powder concentrations. When the textures of the 
lemongrass muffins were measured, the chewiness and adhesiveness decreased with the increases of the lemongrass-powder 
concentrations. When the sensual qualities of the muffins were measured, the colors, flavors, tastes, textures, and overall 
quality of all of the samples show that the 3% lemongrass-powder concentration revealed the highest sensual-quality indexes. 
Further, the DPPH and ABTS radical-scavenging activities increased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of lemongrass powder, 
whereby the former increased significantly when the amount of lemongrass powder was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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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웰빙(well-being) 열풍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만
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커

짐에 따라 기능성 식품의 개발이 현대 식품산업의 주된 과제

로 떠오르고 있다(Jung 등 2011). 따라서 밀가루를 이용하여 

주로 만드는 기존 제품에서 탈피하여 천연 소재를 이용한 건

강 지향적 제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식품의 기능성에 대

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Jung 등 2011). 한편, 식생활 

형태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빵이 소

비되고 있으며, 건강식품 및 성인병 예방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 기능성 물질을 첨가한 다양한 빵과 머핀, 쿠
키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Kim 등 2009). 그 중에서도 

머핀은 편리성 등으로 인하여 아침식사 및 간식 대용으로 많

이 이용되고 있는 빵으로 첨가되는 재료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Ahn & Yuh 2004). 머핀(muffin)은 주원료인 우유, 
달걀 등을 혼합하여 구워내기 때문에 영양가가 우수하며, 비
교적 만들기 쉬워 아침식사 및 간식 대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Kim 등 2009). 다시마(Kim 등 2008), 으름잎(Lee 등 2013), 
블루베리(Hwang & Ko 2010), 감귤 과피(Oh & Chung 2014), 
홍국(Park & Lim 2007), 살구(Lee & Chung 2013)와 자색고구

마(Ko & Seo 2010) 등 다양한 식품소재를 첨가한 머핀이 있



Vol. 28, No. 5(2015) 레몬그라스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품질특성 795

으며, 바이오폴리머(Hydroxyethyl Methylcellulose, HEMC)를 이

용하여 고점도 특성을 가진 머핀(Kim & Kang 2012), flavo-
noids 계열의 ferulic acid와 p-hydroxybenzoic acid가 첨가된 기

능성 머핀(Jeon 등 2002)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생리활성이 잘 

알려진 식품소재를 첨가하여 제조한 머핀을 현대 생활에 맞

는 간편식으로 이용한다면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어진다(Lee 등 2013). 
레몬그라스는 외떡잎식물 벼목 화본과의 여러해살이풀로 

학명 Cymbopogon citratus이며, 인도와 말레이시아와 같은 열

대지방에서 많이 재배되어진다(Tzortzakis & Economakis 2007). 
식물에서 얻어지는 정유(精油)는 고대로부터 종교의식용품, 의
약품, 향장품 및 식품첨가물로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웰빙 

열풍에 힘입어 기능성 향장품 재료나 향기요법(aromatherapy) 
등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Lee YS 2006). 주성분은 

geraniol과 neral를 포함하는 citral로 알려져 있으며(Onawunmi 
등 1984), 레몬그라스에 대한 학문적 연구 개발은 현재 노인

의 구취 및 구강자각 효과(Ham KS 2006), 두피 미생물 생장 

저해 효과(Joo MW 2011), 모기 살충 및 퇴치 효과(Seo JJ 
2012), 항균활성(Tzortzakis & Economakis 2007), 항산화 활성

(Chae 등 2010)이 보고되었으나 레몬그라스를 이용하여 머핀

을 제조 시 항산화 활성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몬그라스의 기능성 가공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레몬글라스를 분말화 시킨 

후 첨가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머핀의 기호성과 품질특성 

및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머핀 재료는 lemongrass(Kokobia, Paju, 

Korea), 박력분(CJ, Seoul, Korea), 설탕(CJ), 소금(Shinan made, 
Shinan, Korea), 버터(Lottefood, Cheonan, Korea), 달걀(Moguchon, 
Seoul, Korea), 무지방 가공유(Maeil milk, Pyeongtaek, Korea)
를 사용하였다.

2. 머핀의 제조
레몬그라스 머핀은 Table 1에 나타난 배합비에 따라 제조

하였으며, 레몬그라스를 넣지 않은 것을 대조군으로 하고 밀

가루 총량을 기준으로 레몬그라스 분말 0, 1, 3, 6, 9%를 첨가

하여 머핀을 제조하였고, 배합은 크림법(Creaming method)으
로 하였다. 먼저 버터를 믹서(5K5SS, KitchenAid Inc., St. Joseph, 
MI, USA)로 1분간 1단으로 부드럽게 풀어준 다음 설탕을 3
회 나누어 넣고, 소금은 2회 나누어 넣어 5분 동안 2단으로 

크림화 시켰다. 계란 노른자를 먼저 넣고 믹서로 믹싱한 후, 

Table 1. Formulas for preparation of muffins added with 
lemongrass powder

Ingredients(g)
Lemongrass powder level in muffins(%)

0 1 3 6 9
Flour 250 247.5 242.5 235 227.5
Sugar 150 150 150 150 150
Eggs 150 150 150 150 150
Butter 150 150 150 150 150

B.P   4   4   4   4   4
Salt   2   2   2   2   2
Lemongrass powder   0  2.5  7.5  15 22.5
Milk 100 100 100 100 100

흰자를 나중에 넣어 분리되지 않도록 3분간 중속으로 믹싱한 

후 여기에 체로 내린 밀가루와 베이킹파우더 레몬그라스 분

말을 넣고, 1분간 1단으로 반죽한 다음 우유를 넣고 다시 1분
간 1단으로 반죽하여 완성하였다. 완성한 반죽을 머핀용 은

박지 컵(Ф60 mm × 45 mm)에 유산지를 깔고, 70 g씩 넣고 

180℃로 예열된 오븐(삼미제과기계공업, Seoul, Korea)에 25 
분간 구워 실온에서 1시간 30분 동안 방냉한 후 시료로 사용

하였다.

3. pH 측정
레몬그라스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반죽과 머핀의 

pH는 시료 5 g을 증류수 50 mL에 넣고 5 분간 섞어 현탁액으

로 만든 후, pH meter(HI 8014, HANNA instruments,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 머핀의 부피, 높이 및 비체적 측정
머핀의 부피는 차조를 이용한 종자치환법(AACC 1988)으

로 반복 측정하였으며, 높이는 머핀의 정중앙을 잘라 temp-
late를 이용하여 단면의 높이를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

로 나타내었다. 굽기 손실은 반죽 무게와 머핀 무게를 3회 반

복 측정하여 아래 식에 대입하여 계산하였다(Kim & Lee 2012). 
비체적은 머핀의 부피(mL)를 무게(g)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Baking loss(%) = Wbatte
WbatteWmffin  × 100

5. 수분 함량 및 점도 측정
레몬그라스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한 머핀의 수분 함량은 머

핀 반죽 5 g을 수분측정기(PMB-53 ADAM EQUIPMEN, Danbury, 
UK)를 이용하여 105℃에서 측정하였다. 점도의 측정은 점도

계(Bookfield viscometer, DV-E, Brookfield Engineering L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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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ories. M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0 mL 비이커에 

반죽 20 g을 계량하여 spindle number 64에 의해 회전속도 20 
rpm에서 2초 간격으로 3회 측정한 후 평균값을 구했다.

6. 색도
색도 측정은 색차계(CR-400 Konica Minolta, Osaka, Japan)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기기의 측정경에 표준색판을 

이용하여 보정하였고, 시료를 원형 cell에 넣어 측정한 후 L
(명도, Lightness), a(적색도, Redness), b(황색도, Yellowness) 
값으로 나타내었다.

7. Texture 측정
Texture 측정은 머핀의 내부를 동일한 크기(2 × 2 × 2 cm)

로 잘라 texture analyzer(TAXTplus/50 stable microsystems, Godal-
ming, UK)를 사용하여 경도(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탄
력성(springing), 응집성(cohesiveness), 검성(gumminess), 씹힘

성(chewiness)을 측정하였다. 이 때 모든 측정 조건은 pretest 
speed 2.0 mm/sec, test speed 1.0 mm/sec, post test speed 2.0 
mm/sec으로 원통 prob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8.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색, 향, 맛, 조직감, 전반적 기호도의 항목으로 

5점 척도법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 20명을 선정하여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9. 항산화 측정
DPPH에 대한 수소공여 효과로 측정하는 라디칼 소거능은 

Blois(1958)의 연구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레몬그라스 

분말을 첨가한 머핀을 메탄올로 추출하여 여과시킨 후 시료

를 일정 농도로 조제하였다. 0.2 mM DPPH 용액(Sigma-Aldrich 
Co.)과 시료를 1:1로 가한 후, 암소에서 30분간 반응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결과 값

은 추출물 첨가구와 무첨가구를 비교하여 백분율(%)로 나타

내어, 농도에 따른 DPPH 라디칼 소거능을 확인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은 Arano 등(2001), Re 등(1999)의 방법을 변형

하여 사용하였다. 7 mM ABTS․+ 용액에 2.45 mM potassium 

Table 2. pH of muffins prepared with different level of lemongrass powder

Property
Lemongrass powder level in muffins(%)

0 1 3 6 9
Dough   7.21±0.011)a2) 7.14±0.01b 7.08±0.00c 6.89±0.02d 6.87±0.02e

Baking 7.67±0.01a 7.56±0.01b 7.32±0.00c 7.18±0.01d 7.12±0.01e

1) Each value is mean ± S.D.
2)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 different superscript in a column (a~d)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persulfate를 혼합하여 암소에서 약 24시간 반응시킨 ABTS․+ 
solution을 시료와 혼합하여 암소에서 6분간 반응시켜 734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값은 추출물 첨가구와 무첨

가구를 비교하여 라디칼의 소거활성을 백분율(%)로 나타내

었다.

10.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실험값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18.0(SPSS Inc., 

Chicago, IL, USA) program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 법
을 실행하였으며, 실험군 간의 유의성은 Duncan의 다중범위 

시험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p<0.05 수준에서 유

의적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레몬그라스 첨가 머핀의 pH 측정 결과
레몬그라스 분말 첨가량을 다르게 한 머핀의 pH 측정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레몬그라스를 첨가한 머핀의 반죽과 구

운 후의 머핀은 레몬그라스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가 감

소하였다. 레몬그라스 머핀 반죽의 pH는 대조군에서 7.21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레몬그라스를 9% 첨가한 머핀

의 반죽에서는 6.87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구운 머핀에서는 

7.12~7.67로 측정되어 반죽에 비해 구운 머핀의 pH가 높게 나

타났다. 현미(Jung & Cho 2011), 다시마(Kim 등 2008), 으름잎 

분말이 첨가된 머핀(Lee 등 2013)의 연구에서도 부재료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pH가 감소하는 연구결과를 보여, 본 실험

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Lee & Chung 2013). 

2. 레몬그라스 머핀의 부피 및 높이 측정결과
레몬그라스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형상은 Fig. 1에 나타났

으며, Fig. 2는 전자현미경으로 측정된 머핀의 단면도이다. 레
몬그라스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공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피 및 높이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냈다. 
레몬그라스 머핀의 높이는 대조군에서 58.33±0.58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레몬그라스 9% 첨가군에서 52.33±0.5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레몬그라스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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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3%        6%        9%

Fig. 1. Photograph of vertical section of muffin added 
with different level of lemongrass powder.

0%
  

1%

3%
  

6%

9%

Fig. 2. Image of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n 
muffin added with different level of lemongrass powder. 

Table 3. Baking properties of muffins prepared with different level of lemongrass powder

Sample
Lemongrass powder level in muffins(%)

0 1 3 6 9
Height(mm)  58.33±0.581)a2)  56.33±0.58a  54.33±0.58ab  53.67±0.58b  52.33±0.58c

Volume(mL) 124.33±1.15a 114.33±0.57c 120.00±0.00b 104.67±0.57d 101.33±0.15e

Specific volume(mL/g)   2.02±0.07a   1.85±0.00ab   1.94±0.19a   1.74±0.00bc   1.66±0.03c

Baking loss(%)  14.04±1.34a  13.98±0.30a  11.58±2.11a  11.12±0.64a  11.05±0.30a

1) Each value in mean ± S.D.
2)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 different superscript in a column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보였다. 자색고구마 분말 첨가 머핀 

연구에서도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보였다(Ko & Seo 2010). 머핀의 부피는 대조군에서 124.33± 
1.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와 9%가 각각 104.67±0.57, 
101.33±0.15로 레몬그라스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

적으로 감소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밀가루가 레몬그라

스 분말로 대체되면서 글루텐의 희석 효과로 인하여 망상구

조가 약화되고, 포집능력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부피와 높

이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되어지며(Park & Lim 2007), 또한 머

핀 재료 중 주로 설탕 및 버터 함량에 의해서 머핀의 높이 

및 부피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Im 등 1998; Ryu 
등 2008). 머핀의 비체적은 대조군에서 2.02 mL/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 6, 9% 첨가군은 각각 1.94, 1.74, 1.66 mL/g
으로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머핀의 비체적

이 감소하는 원인은 밀가루의 일부가 부재료로 대체됨에 따

라 글루텐의 형성이 약화되고, 전분의 호화가 지연되어 결과

적으로 단백질의 망상 구조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Lee & Chung 2013).

3. 레몬그라스 첨가 머핀의 수분 함량 및 점도 측정
레몬그라스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수분 함량 및 점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냈다. 레몬그라스 머핀 반죽의 

수분 함량은 대조군(30.82%), 1%(29.88%), 3%(30.50%), 6% 
(30.13%), 9%(30.03%)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구운 

머핀 또한 28.05~30.24%로 첨가군 간에 유의적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본 실험은 으름잎 분말을 첨가한 머핀(Lee 등 

2013)에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하여도 수분의 결합력이 없어 

대조군과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은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점도는 첨가군과 대조군 간의 유의적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매생이 분말(Park 등 2015)을 첨가한 

머핀과 녹색 밀(Kim 등 2013)을 첨가한 머핀의 점도 측정 

결과,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점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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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isture and viscosity content of lemongrass powder added muffins

Property
Lemongrass powder level in muffins(%)

0% 1% 3% 6% 9%

Moisture
Dough   30.82±0.891)a2) 29.88±0.99a 30.50±0.46a 30.13±1.17a 30.03±0.15a 
Baking 28.05±0.95a 28.08±0.84a 28.97±0.15a 30.24±1.34a 29.15±1.30a

Viscosity Baking 45,953±845.1a 45,970±801.9a 47,470±450.3a 48,910±227.1a 49,270±570.2a 

1) Each value in mean ± S.D.
2)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 different superscript in a column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4. 레몬그라스 첨가 머핀의 색도
레몬그라스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색도는 Table 5에 나타

냈다. 머핀 껍질의 명도(L값)는 대조군에서 82.34로 가장 높

은 값을 나타냈고, 레몬그라스 분말 9% 첨가 군에서는 49.38
로 가장 낮았으며, 3~9% 첨가군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

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핀 껍질의 적색도(a값)
는 9%에서 －0.25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3%(－0.79)와 

6%(0.65)는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적색도가 높아짐을 보였다. 머핀 껍질

의 황색도(b값)는 대조군(24.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레몬그라스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황색도가 감소함을 보였

다. 으름잎(Lee 등 2013), 뽕잎 분말(Ahn & Yuh 2004)을 첨가

한 머핀의 연구 결과, 명도(L값), 적색도(a값) 및 황색도(b값)
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본 연구 결과의 명도와 황

Table 5. Color values ofmuffins prepared with different level of lemongrass powder

Property
Lemongrass powder level in muffins(%)

0 1 3 6 9
L(lightness)  82.34±0.691)a2)  57.25±0.08c  67.85±10.65b  53.21±2.67c  49.38±0.16c 
a(redness) －4.41±0.07c －1.72±0.13b －0.79±1.90ab －0.65±0.46ab －0.25±0.08a 
b(yellowness)   24.2±0.17a  20.72±0.32c  21.82±0.15b   20.66±0.48c  19.98±0.11d

1) Each value in mean ± S.D.
2)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 different superscript in a column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able 6. Texture characteristics of muffins prepared with different level of lemongrass powder

Text characteristics
Lemongrass powder level in muffins(%)

0 1 3 6 9
Hardness(g) 3,939.46±1,102.861)a2) 2,459.39±381.16c 2,453.49±273.05c 3,057.66±1,681.28b 1,514.17±408.02d

Springiness(mm) 0.56±0.00c 0.75±0.03a 0.74±0.01a 0.62±0.19ab 0.65±0.05b

Cohesiveness(g/s) 0.44±0.01a 0.46±0.01a 0.41±0.00a 0.43±0.04a 0.43±0.03a

Gumminess(g/s) 1,750.85±482.49a 1,135.18±175.30ab 1,027.58±126.16ab 1,282.75±702.93a 649.55±138.20c

Chewiness(g) 1,319.42±350.21a 847.57±148.99b 758.65±82.56b 707.09±179.40b 418.44±58.26c

Adhesiveness(gs) －19.30±18.12b －0.28±0.13a －0.34±0.187a －0.86±0.631a －34.51±30.83c

1) Each value in mean ± S.D.
2)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 different superscript in a column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색도와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레몬그라스 머핀의 적색

도 결과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나타내어, 으름잎

과 뽕잎머핀의 연구결과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5. 레몬그라스 첨가 머핀의 Texture 측정
레몬그라스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TPA(Texture Profile Analysis) 

측정한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머핀의 경도(hardness)
는 레몬그라스 분말 대조군에서 3,939.5 g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모든 첨가군은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하였

고, 1%와 3% 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6%
에서 경도가 증가했으나, 9%에서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

다. 탄력성(springiness)은 모든 첨가군에서 대조군(0.56 mm)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1%(0.75 mm)와 3%(0.74 mm) 간의 

유의적 차이가 없었고, 6%(0.62 mm)에서 탄력성이 감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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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9%(0.65 mm)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머핀

의 응집성(cohesiveness)은 대조군과 첨가군 간의 유의적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머핀의 검성(gumminess)은 대조군(1,750 
g/s)과 첨가군에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으며, 9%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머핀의 씹힘성(chewiness)
은 대조군(1,319.4 g)에서 가장 높았고, 첨가군에 비해 유의적

으로 감소하였으며, 1~6%군 간에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며, 9%(418.44 g)에서 가장 낮은 씹힘성을 나타냈다. 머핀

의 부착성(adhesiveness)은 1%, 3%, 6% 첨가군에서 군 간의 유

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조군에 비하여 부착성이 

증가하였고, 9%에서는 감소하였다. 으름잎 분말(Lee 등 2013)
을 첨가한 머핀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씹힘성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여 본 논문과 유사하였고, 뽕잎 분말(Ahn & Yuh 2004)을 
첨가한 머핀은 경도와 응집성에서만 조직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본 실험의 조직감 측정 결과, 레몬그라

스 분말이 씹힘성과 부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6. 레몬그라스 첨가 머핀의 관능검사
레몬그라스 분말 첨가량을 다르게 한 머핀의 관능검사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레몬그라스 

분말의 향과 맛은 개인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가 있어, 레몬그

라스 분말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에 있어 다양한 측면으로 작

용할 수 있다. 따라서 레몬그라스 분말의 색과 향 등이 머핀 

제조 시 관능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레몬그라스 

분말 첨가 머핀에 대해 머핀의 색(color), 향(flavor), 맛(taste), 
조직감(texture), 전반적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를 측정하

였다. 색은 3% 첨가군에서 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9%
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선호도가 감소하였다. 단맛과 향은 

3% 첨가군에서 각각 5.1, 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레몬

그라스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맛과 향의 선호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감은 3% 첨가군에서 5.15로 가

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전반적인 기호도 또한 3% 첨

Fig. 3. Spider-web diagram of muffins prepared with 
different level of lemongrass powder by sensory test.

가군에서 5.55로 가장 높았다. 관능검사 결과, 색, 향, 맛, 조
직감,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3% 첨가군이 가장 높게 나타나, 
3% 첨가군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7.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 변화
레몬그라스 분말의 메탄올 추출액 10 μg/mL, 20 μg/mL, 50 

μg/mL, 100 μg/mL 농도에서 라디칼 소거능 결과는 Fig. 4와 

같다. 레몬그라스 분말의 DPPH 소거능과 ABTS 소거능은 메

탄올 추출물에서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DPPH 소거능은 100 μg/mL의 농도에서 68.76%
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으며,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50 
μg/mL 농도에서 82.29%의 활성을 나타냈다. Chae 등(2010)의 

Fig. 4. DPPH and ABTS-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lemongrass powder.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in lemongrass powder compared to ascorbic aci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ach value is mean 
± S.D. (n=3). 

Fig. 5.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muffin added 
with different level of lemongrass powder. Values with diffe-
rent lett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ach value is mean ± 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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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판되는 허브류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의 실험 결과, 
메탄올로 추출한 레몬그라스는 40 μg/mL에서 89.69%의 항산

화 활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본 실험의 레몬그라스보다 높

은 활성을 보였으며,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각각 

72.03 μg/mg, 67.53 μg/mg의 함량을 보여 레몬그라스는 항산

화 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레몬그라스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Fig. 5에 나타냈으며, 레몬그라스 머핀은 분말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보였다. 무첨가군에 비해 첨

가군이 더 높은 활성을 보였으며,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인 첨

가군은 100 μg/mL 농도의 9% 첨가군으로 47.12%의 활성을 

보였다.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

는 것으로 보아, 레몬그라스 분말의 첨가는 항산화에 효과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감태(Jung 등 2010), 버찌(Kim 등 2009), 
현미(Jung & Cho 2011)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결과 또한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항산화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

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요 약

레몬그라스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품질특성 및 항산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레몬그라스 분말 0%, 1%, 3%, 6%, 9%를 첨

가하여 머핀을 제조하였다. 머핀의 높이, 부피 및 비체적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레몬그라스 분말 

첨가군의 수분 함량과 점도는 대조군과의 유의적 차이가 나

타내지 않았으며, 색도 측정 결과, 명도와 황색도는 레몬그라

스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적색도는 

증가하였다. Texture를 측정한 결과, 레몬그라스 분말의 씹힘

성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관능검사는 색, 향, 
맛, 조직감, 기호도를 측정했으며, 그 결과 3% 첨가군에서 가

장 높은 관능검사 결과를 보여주었다. 레몬그라스 머핀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결과, 레몬그라스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으므로, 레몬그라스의 첨

가가 머핀의 기능성에 좋은 영향을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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