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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different gluten-free flours on the properties of cookies. Methods: Each gluten-free cookie 

was made from wheat, brown rice, buckwheat, corn, sorghum, teff, or black rice. Results: Baking loss was highest on sorghum (18.85%) 

and the lowest on teff (12.73%). The spread factor was highest on brown rice (8.20) and lowest on corn (7.60). The density was similar 

in all samples (1 g/mL). pH was the highest on buckwheat (6.45) and lowest on wheat (5.96). While L-value, a-value and b-value were 

lowest on black rice, the ΔE-value was the highest on black rice (35.57). The hardness was highest on wheat (30.28 N) and lowest on teff 

(14.87 N). The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 was the highest on buckwheat (25.97 µg GAE/mg) and the flavonoid content was the 

highest on black rice (24.33 µg QE/mg). The DPPH IC50 value was highest on wheat (352.41 µg/mL) and lowest on black rice (33.59 

µg/mL). The ABTS IC50 value was highest on wheat (349.30 µg/mL) and lowest on black rice (57.72 µg/mL). The results of the sensory 

properties revealed color to be highest on corn (7.33). The top grain was similar in all the samples (5.43-6.57). Flavor was highest on 

black rice and teff (6.43-6.48). The softness was the highest on wheat, sorghum, teff, and black rice (6.48-7.05). Sweetness was highest 

on sorghum, teff, and black rice (6.19-6.71). The overall preference also was highest on sorghum, teff, and black rice (6.14-6.48). 

Conclusion: Gluten-free flours can improv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cook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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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식단의 서구화가 진행됨에 따라 쌀 섭취량은 감

소하고 밀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다(Han SH & Kim BS 

2015). 밀가루는 수분 9-13%, 단백질 10-14%, 지방 0.5-  

1.2%, 회분 0.2-0.6%로 구성되어 있으며(Song JC 1998), 

특히 단백질의 글루텐 성분은 소장 점막 세포에 염증을 

일으켜 융모가 손상되는 셀리악병을 유발하게 한다고 알

려져 있다(Moore MM 등 2006). 또한, 서양인 10명 중 3

명이 글루텐 민감성 체질로 글루텐 알레르기인 셀리악병

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Hischenhuber C 등 2006). 셀리악

병은 유전 질환이지만 밀 소비 증가와 함께 발병 가능성

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으며(Cummins AG & 

Roberts-Thomson IC 2009), 셀리악병의 사례(Gweon TG 

등 2013), 4살 남아의 글루텐 알레르기(Park HB 등 2010) 

등 셀리악병 환자에 관한 국내 사례 보고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셀리악병의 

원인이 되는 글루텐을 제거한 gluten-free 식품에 대한 연

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gluten-free 식품에 관한 연구로

는 흑미 식빵(Choi OJ 등 2015), 발아 현미 파운드 케이

크(Yun HR 등 2015),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면(Nam 

SW 등 2015), 쌀 식빵(Kang TY 등 2014) 등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Gluten-free 쿠키에 대한 

연구로는 음나무 잎 쌀 쿠키(Lee EJ & Jin SY 201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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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 (g) Wheat Brown rice Buckwheat Corn Sorghum Teff Black rice

Flour 300 300 300 300 300 300 300

Butter 150 150 150 150 150 150 150

Sugar 120 120 120 120 120 120 120

Egg 60 60 60 60 60 60 60

Table 1. Formulas for cookies with various gluten-free flour

화 쌀가루 쿠키(Lee JK & Lim JK 2013), 압축 쌀가루 쿠

키(We GJ 등 2011) 등 쌀을 이용한 연구에 한정되어 있

으며 다른 곡물들을 이용한 gluten-free 쿠키에 관한 연구

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γ-

아미노부티르산, γ-오리자놀, 페놀산, 토코페롤 등 기능성 

성분을 다량 함유한 현미(Yeom KH 등 2016), 라이신, 아

연,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 및 비타민 함량이 높은 메밀

(Lee SH & Bae JH 2015),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등의 불용성 섬유소를 다량 함유한 옥수수(Lee 

KC & Ryu GH 2013), 탄닌, 페놀산, 안토시아닌, 파이스

테롤, 폴리코사놀 등 항산화 물질의 근원인 수수(Sa YJ 

등 2010), 철, 아연, 칼슘, 식이섬유 등을 포함하며 단백가

가 높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테프(Abebe Y 등 2007, 

Hager AS 등 2012, Gebremariam MM 등 2014) 및 불포

화지방산, 섬유소, 무기질, 비타민 C 등이 풍부하고 안토

시아닌에 의한 항산화 활성이 강한 흑미(Kim YS 등 

2006) 등 6가지의 글루텐 프리 분말과 박력분을 이용하여 

총 7종의 쿠키를 제조하고 이의 품질특성, 항산화 활성 

및 소비자 기호도를 분석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Gluten-free 쿠키 제조에는 박력분(CJ Cheiljedang Co., 

Ltd., Seoul, Korea), 현미·메밀·옥수수·수수·흑미 분말

(Garunara Co., Ltd., Seoul, Korea), 테프(Chowonherb Co., 

Ltd., Seoul, Korea), 버터(Lotte Foods Co., Ltd., Seoul, 

Korea), 달걀(Pulmuone Co., Ltd., Seoul, Korea), 설탕(CJ 

Cheiljedang Co., Ltd.)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테프는 세

척하여 2일간 상온에서 건조한 후 동결건조기(FD8508, 

Ilshin Biobase Co., Ltd., Gyeonggi, Korea)를 이용하여 

-40°C 이하에서 36시간 동결 건조하였다. 동결 건조

된 테프는 고속 분쇄기(RT-04, Hung Chuan Machinery 

Enterprise Co., Ltd., Taipei, Taiwan)를 이용하여 분말 형태

로 만든 후 40 mesh 체(Testing sieve, Chunggye Industrial 

MFG., Co., Seoul, Korea)를 통과시켜 시료로 사용하였다.

2. Gluten-free 쿠키의 제조

Gluten-free 쿠키 재료 배합 비율은 O HB 등(2016)의 

방법을 응용하였고 재료 배합 비율은 Table 1과 같다. 쿠

키는 AACC(AACC 2000)에 따라 크림법을 이용하여 Fig. 

1과 같이 제조하였다. 버터는 반죽기(Chef classic KM400, 

Kenwood, Havant, England)를 이용하여 3단에서 2분간 

크림화한 후 설탕을 넣고 3단에서 2분간 혼합하였다. 설

탕 입자가 뭉치지 않게 혼합된 크림에 달걀을 4단에서 

30초 간격으로 2번 나누어 넣었다. 박력분, 현미·메밀·옥

수수·수수·흑미 분말을 각각의 볼(bowl)에 넣고 1단에서 

30초간 혼합하여 반죽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쿠키 반죽은 

지름 40 mm, 두께 5 mm로 성형하여 170°C로 예열한 오

븐(Zipel DE68-04072D, Samsung, Co., Ltd., Seoul, Korea)

에서 20분간 구워 상온에서 1시간 방랭 후 시료로 사용

하였다.

3. 굽기 손실률 및 퍼짐성

Gluten-free 쿠키의 굽기 손실률은 완성된 반죽 무게와 

굽고 난 후 쿠키의 무게를 각 3회 반복 측정한 후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한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Gluten-free 

쿠키의 퍼짐성은 쿠키 표본 6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지

름과 둘레를 구한 후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한 후 평균값

을 구하였다.

Baking loss (%) = (Weight of cookie dough - Weight of cookie) 

/ Weight of cookie dough × 100

Spread factor = Diameter of cookie / Thickness of cookie

4. 밀도

Gluten-free 쿠키 반죽의 밀도는 50 mL 메스실린더에 

물 30 mL를 채우고, 반죽 5 g을 넣어 증가한 부피를 각 

3회 반복 측정한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Density (g/mL) = Weight of cookie / Volume of cookie

5. pH

Gluten-free 쿠키의 pH는 상온에서 1시간 방냉한 쿠키 

10 g과 증류수 90 mL를 혼합하여 균질기(Unidrive1000D, 

Ingenieurburo CAT M. Zipperer GmbH, Staufen, Germany)

로 1분간 균질화한 후 pH 미터(SP-701, Suntex Instruments 

Co., Ltd., Taipei, Taiwan)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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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nufacturing process for cookies with various gluten-free flour.

평균값을 구하였다.

6. 색도

Gluten-free 쿠키의 색도는 색차계(CR-400, Konica 

Minolt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L값(명도), a값(적색

도), b값(황색도)을 3회 반복 측정 한 후 그 평균값을 구

하였으며, ΔE값(총 색차값)은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이때 표준 백색판의 색 좌표는 L=  

94.77, a=0.15, b=2.31이었다.

ΔE =




 


 




7. 경도

Gluten-free 쿠키의 경도는 rheometer(Compac-100II, Sun 

Scientific,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조건 설

정은 mode 4 파단점 검출 모드로 No. 5 probe(Φ5 mm)를 

이용하여 압축, 한계치 10 g, 테이블 속도 120 mm/min, 

최대 응력 20 kg으로 설정하여 One bite compression test

로 3회 반복 측정한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8. 총 폴리페놀 함량

Gluten-free 쿠키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

(Singleton VL & Rossi JA 1965)을 응용하여 분석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 추출물은 동결

건조한 쿠키 분말 2 g을 증류수 20 mL에 24시간 추출하

여 25°C에서 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Universal 

32R, Hettich, Tuttlingen, Germany) 후 Whatman No. 1 여

과지로 여과한 것을 사용하였다. 80배 희석한 시료 800 

µL에 0.9 N Folin-Ciocalteu reagent(Junsei Chemistry, 

Tokyo, Japan) 50 µL와 20% sodium caronate solution  

(Merck kGaA, Darmstadt, Germany) 150 µL를 혼합하고 

빛이 차단된 상온에서 2시간 반응시킨 후 ELISA 흡광리

더기(Apollo11LB913, Berthhold thechnolosies Co., Ltd., 

Bad Wildbad, Germany)를 이용하여 700 nm 흡광도에서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garlic acid(Merck kGaA)를 이용

하여 흡광도 검량선을 구하였으며 각 시료의 총 폴리페

놀 함량을 garlic acid 당량(GAE)으로 환산하여 표시하

였다.

9. 플라보노이드 함량

Gluten-free 쿠키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Lee DH & 

Hong JH(2016)의 방법을 응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료 1 

mL에 5% sodium nitrite(Junsei Chemistry) 150 µL를 혼합

하여 빛이 차단된 상온에서 6분간 반응시킨 후 10% 

aluminium chloride(Junsei Chemistry) 300 µL를 첨가하고 

빛이 차단된 상온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1 N NaOH  

(Dea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Gyeonggi, Korea) 

1 mL를 혼합하여 ELISA 흡광리더기(Apollo11LB913, 

Berthhold Thechnolosies Co., Ltd., Bad Wildbad, Germany)

를 이용하여 520 nm 흡광도에서 측정하였다. Quercetin  

(Sigma-Aldrich Co., Ltd., St. Louis, MO, USA)을 표준물

질로 사용하여 흡광도 검량선을 구하여 각 시료의 플라

보노이드 함량을 quercetin 당량(QE)으로 환산하여 표시

하였다.

10. DPPH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능은 Molyneux P(2004)의 방법을 응

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시료는 30-100% 농도로 희석하여 

농도에 따른 DPPH 라디칼 소거율을 구하고, 추세선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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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Wheat Brown rice Buckwheat Corn Sorghum Teff Black rice

Baking loss (%) 15.83±0.11
1)bc

16.99±0.3
ab

16.17±0.32
b

13.57±0.18
cd

18.85±3.7
a

12.73±0.18
d

13.23±0.09
cd

Spread factor 17.93±0.12
b

18.20±0.00
a

18.00±0.00
b

17.60±0.00
c

17.67±0.12
c

18.07±0.12
b

18.00±0.00
b

1) 
Values are mean±SD.

a-d 
Different superscripts in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2. Baking loss and spread factor of cookies with various gluten-free flour

로부터 IC50 값(µg/mL)을 산출하였다. 각 시료의 농도별 

DPPH 라디칼 소거율은 시료 0.1 mL에 200 µM DPPH 

reagent(Sigma-Aldrich Co., Ltd.) 0.1 mL를 첨가한 후, 빛

이 차단된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흡광리

더기(Berthhold Thechnolosies Co., Ltd.)를 이용하여 520 

nm 흡광도에서 측정하였다. 각 시료의 DPPH 라디칼 소

거능은 DPPH 라디칼에 대해 50% 소거 효과를 보이는 

IC50 값(µg/mL)으로 나타내었다.

11. ABTS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은 Choi Y 등(2006)의 방법을 응

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시료는 30%-100% 농도로 희석 하

여 농도에 따른 ABTS 라디칼 소거율을 구하고, 추세선 

식으로부터 IC50 값(µg/mL)을 산출하였다. 각 시료의 농

도별 ABTS 라디칼 소거율은 시료 10 µL에 ABTS reagent 

200 μL를 첨가하고, 빛을 차단한 상온에서 60분간 반응

시킨 후 ELISA 흡광리더기(Berthhold Thechnolosies Co., 

Ltd.)를 이용하여 405 nm 흡광도에서 측정하였다. 각 시

료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은 ABTS 라디칼에 대해 50% 

소거 효과를 보이는 IC50 값(µg/mL)으로 표현하였다.

12. 소비자 기호도 조사

소비자 기호도 조사는 대학원생 30명을 대상으로 시

행하였으며 색(color), 표면 감촉(top grain), 향미(flavor), 

부드러움(softness), 단맛(sweetness) 및 전반적인 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에 대해 9점 척도법(9점: 극히 좋음, 

5점: 보통, 1점: 극히 싫음)으로 평가하였다. 세 자리 난수

표를 이용하여 시료 번호를 표기한 후 원형의 백색 용기

에 7개의 시료를 담아 제공하였고 시료의 잔향 및 잔미

를 없애기 위해 물로 입 안을 헹군 후 각각의 시료를 평

가하게 하였다.

13.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s(ver. 23.0,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과 p<0.05 수준

에서 다중범위 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하여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를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굽기 손실률 및 퍼짐성

Gluten-free 쿠키의 굽기 손실률과 퍼짐성 측정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굽기 손실률은 반죽을 구울 때 열에 의

해 조직이 팽창하면서 기공이 열리고 수분이 빠져나가면

서 발생되며(An HK 등 2010), 전분인 아밀로오스와 아밀

로펙틴의 함량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Kwon YR 

등 2011). 수분결합능력이 높은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으

면 점성이 높아지고 수분보유력이 증가하여 수분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Gluten-free 쿠키의 굽기 손실률은 수수 

18.85%, 현미 16.99%, 메밀 16.17%로 굽기 손실률이 

15.83%인 박력분과 비교할 때 굽기 손실률이 높게 나타

났으며 대조군보다 굽기 손실률이 높게 나타난 현미 식

빵(Yeom KH 등 2016)과 수수 건면(Ko JY 등 2013)의 실

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테프 분말을 이용한 gluten-  

free 쿠키의 굽기 손실률이 12.73%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는 전분의 구성성분과 섬유소 

함량 등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쿠키의 퍼짐성

은 쿠키의 품질 지표로 사용되며 퍼짐성이 클수록 바람

직한 쿠키로 인식된다. 쿠키의 퍼짐성은 수분함량과 상

관성이 있으며(Doescher LC & Hoseney RC 1985), 수분

이 자유수로 존재할 경우 점성이 낮아져 반죽이 잘 뭉쳐

지지 않아 쿠키가 퍼지게 되고 수분이 결합수로 존재할 

경우 점성이 높아져 반죽이 잘 뭉쳐지게 되어 쿠키가 덜 

퍼지게 된다(Kwon YR 등 2011). Gluten-free 쿠키의 퍼

짐성은 현미가 8.20으로 가장 높았으며 옥수수가 7.60, 

수수가 7.67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5). 

이는 시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이 증가하는 흑

토마토 쿠키(O HB 등 2016), 밀싹 쿠키(An SH 2015), 

케일 쿠키(Lee JA 2015), 크랜베리 쿠키(Choi JE & Lee 

JH 2015)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현미 쿠키

에서 퍼짐성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현미 분말에 글루텐

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망상구조인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적고 아밀로오스 함량이 높아 반죽이 잘 뭉쳐지지 않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옥수수와 수수 전분의 경우 수분 

함량이 적어 유동성이 적어지므로 퍼짐성이 감소한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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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Wheat Brown rice Buckwheat Corn Sorghum Teff Black rice

Density (g/mL) 1.00±0.00
1)NS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pH 5.96±0.03
e

6.36±0.01
bc

6.45±0.05
a

6.39±0.03
ab

6.21±0.02
d

6.31±0.05
c

6.31±0.01
c

1) 
Values are mean±SD.

a-e 
Different superscripts in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S 
Not significant

Table 3. Density and pH of cookies with various gluten-free flour

Properties Wheat Brown rice Buckwheat Corn Sorghum Teff Black rice

L 59.31±1.97
1)a

48.22±1.38
b

50.83±1.98
b

50.39±4.23
b

40.23±1.06
c

36.45±1.28
d

30.13±0.30
e

a 16.52±0.81
d

18.23±0.09
b

17.16±0.15
c

18.14±0.27
b

18.86±0.22
a

14.66±0.11
e

12.46±0.05
f

b 21.55±0.61
a

16.01±1.04
b

15.93±0.43
b

20.47±2.51
a

19.61±0.21
c

17.15±0.13
d

11.62±0.03
e

ΔE 1.71±0.70
e

12.55±1.29
d

10.27±1.41
d

19.27±4.52
d

22.63±0.94
c

27.09±1.07
b

35.57±0.26
a

1) 
Values are mean±SD.

a-f 
Different superscripts in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4. Color values of cookies with various gluten-free flour

Fig. 2. Photograph of cookies with various gluten-free flour.

2. 밀도

밀도는 전분의 종류, 흡수율, 지방의 종류와 사용량, 반

죽 혼합방법 및 시간, 팽창제 그리고 굽는 온도와 시간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반죽의 밀도가 낮으면 

견고성이 높아져 기호성이 떨어지게 되고 반죽의 밀도가 

높으면 쉽게 부스러져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며 1.33-1.38 

g/mL이 가장 적절한 밀도라고 알려져 있다(Koh WB & 

Noh WS 1997). Gluten-free 쿠키 반죽의 밀도 측정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1 g/mL로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이는 산딸기(Yun KM & Chung HS 2016), 

케일(Lee JA 2015) 및 곰취(Park ID 2015)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주재료의 

종류만 다를 뿐 주재료와 부재료의 첨가량 및 제조 방법

이 동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3. pH

Gluten-free 쿠키의 pH 측정결과는 Table 3과 같다. pH

는 쿠키의 향, 외관, 및 색도에 영향을 미치며 pH가 높을

수록 갈색화가 잘 일어나게 된다(Park ID 2015). Gluten-  

free 쿠키의 pH는 메밀이 6.45로 가장 높았으며 박력분이 

5.96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메밀 분말을 이용한 증편

(Jeong SY 등 2011)과 식빵(Choi SN & Chung NY 2007)

에서 대조군 6.20, 메밀 식빵 6.70으로 본 실험 결과와 일

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박력분보다 현미, 메밀, 옥수

수, 수수, 테프, 흑미의 pH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주재료

인 박력분(6.00), 현미(7.03), 메밀(6.86), 옥수수(6.70), 수

수(6.28), 테프(6.38), 흑미(6.78)의 pH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색도

Gluten-free 쿠키의 색도 측정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외관은 Fig. 2와 같다. 모든 시료의 색도 값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L값은 박력분이 59.31로 가

장 높았으며 흑미가 30.13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a값은 

수수가 8.86으로 가장 높았으며, 흑미가 2.46으로 가장 낮

았다. b값은 박력분이 21.55로 가장 높았으며 흑미가 1.62

로 가장 낮게 나타나 L값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L, a, b

값 모두 흑미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ΔE값의 경우,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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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Wheat Brown rice Buckwheat Corn Sorghum Teff Black rice

Polyphenol

(µg GAE/mg)

Dough 13.16±0.19
1)e

20.55±0.39
d

60.58±0.77
a

16.43±0.10
e

23.67±0.24
c

20.53±0.22
d

35.28±0.40
b

Cookies 11.29±0.87
f

15.29±0.65
d

25.97±1.21
a

13.66±1.31
f

10.81±0.30
c

10.05±0.66
c

14.63±0.55
b

Flavonoid

(µg QE/mg)

Dough 14.58±0.31
g

17.25±0.82
d

26.76±0.77
c

19.21±0.19
f

33.56±1.13
b

13.21±1.19
e

45.48±2.14
a

Cookies 11.31±0.32
e

19.47±0.74
c

22.10±0.45
b

12.57±0.24
d

22.11±0.10
b

12.01±0.42
d

24.33±0.08
a

1) 
Values are mean±SD.

a-g 
Different superscripts in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6. The content of polyphenol and flavonoid of doughs and cookies with various gluten-free flour

Properties Wheat Brown rice Buckwheat Corn Sorghum Teff Black rice

Hardness (N) 36.28±7.77
1)a

20.56±5.93
bc

29.45±2.60
ab

23.37±13.35
bc

28.04±1.77
ab

14.87±1.50
c

18.90±1.52
bc

1) 
Values are mean±SD.

a-c 
Different superscripts in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5. Hardness of cookies with various gluten-free flour

미가 35.57로 가장 높았으며 박력분이 1.71로 가장 낮았

다. 이는 원재료의 색 차이와 구워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색화 반응, pH의 영향 때문으로 여겨지며, 흑미 식빵

(Im JS & Lee YT 2010)과 흑미 스펀지케이크(Park YS 

& Chang HG 2007)의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5. 경도

Gluten-free 쿠키의 경도 측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경도는 밀가루, 설탕, 버터 및 화학적 팽창제 등 주재료

의 이화학적 특성과 배합비율에 영향을 받으며(Olewink 

MC & Kulp K 1984), 수분 함량, 기공의 발달 및 비중과 

관련이 있다(Chabot JF 1979). 또한, 글루텐은 반죽의 신

장성과 인장성에 영향을 주며 조직의 팽창과 관련이 있

는데(Shewry PR 등 1995), 글루텐이 없는 분말을 첨가한 

경우 조직의 팽창이 억제되고 수분 증발이 잘 되지 않아 

부드러워진다(Shin GM 2015). Gluten-free 쿠키의 경도는 

박력분이 30.28 N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테프는 

14.87 N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미, 메밀, 옥수

수, 수수, 테프, 흑미에 글루텐이 함유되지 않아 쿠키 조

직이 치밀하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부재

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감소하는 밀싹 쿠키(An 

SH 2015), 흑임자 쿠키(Lim JA & Lee JH 2015), 노니 쿠

키(Kim SH & Lee MH 2015), 미역 쿠키(Jung KJ & Lee 

SJ 2011)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6.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Gluten-free 쿠키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폴리페놀은 전자를 수용하

는 안정화된 하이드록시기를 가진 물질로 항산화 반응에 

직접 기여하며 페놀, 벤조산, 플라보노이드, 탄닌, 리그닌 

등 다양한 형태로 식물에 존재한다(Kim KB 등 2006). 또

한, 항산화 활성뿐만 아니라 생리활성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Scalbert A 등 2005). Gluten-free 쿠키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메밀이 25.97 µg GAE/mg으로 가장 높

았으며 밀이 1.29 µg GAE/m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박력분과 비교시 모든 시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흑토마토 쿠키(O HB 등 2016), 산딸기 

쿠키(Yun KM & Chung HS 2016), 숙지황 쿠키(Shin SK 

등 2015), 첨자 쿠키(Hong YJ & Lee YS 2015)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반죽과 굽고 난 후 쿠키의 총 폴리페놀 함량

을 비교해보면 7가지 쿠키를 모두 굽고 난 후 총 폴리페

놀 함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열에 약한 폴리

페놀 일부가 굽는 과정에서 파괴된 것으로 사료된다. 플

라보노이드는 항산화 활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까지 있는 폴리페놀의 한 종류로서(Singh O 등 

2017), gluten-free 쿠키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흑미가 

24.33 µg QE/mg으로 가장 높았으며 박력분이 1.31 µg 

QE/m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죽과 쿠키의 플라보노

이드 함량을 비교해보면 굽고 난 후 박력분, 메밀, 수수, 

테프, 흑미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감소한 반면 현미, 옥

수수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

Gluten-free 쿠키의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 측

정결과는 Table 7과 같다. 총 페놀화합물의 함량과 항산

화 활성 능력은 양의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Hong YJ & Lee YS 2015), 라디칼 소거능 분석

은 비교적 안정한 자유 라디칼을 가지는 DPPH와 ABTS

가 수소공여체의 수소기와 결합해 특유의 보라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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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Wheat Brown rice Buckwheat Corn Sorghum Teff Black rice

DPPH IC50 

(µg/mL)

Dough 187.90±23.69
1)a

065.45±19.06
c

028.48±2.50
d

156.38±45.50
ab

70.91±3.36
c

135.19±16.28
b

04.05±2.75
d

Cookies 352.41±226.01
a

125.29±20.73
bc

130.90±20.71
bc

257.80±30.96
ab

69.38±1.28
c

092.61±7.12
bc

33.59±21.74
c

ABTS IC50 

(µg/mL)

Dough 004.58±0.31
g

017.25±0.82
d

026.76±0.77
c

009.21±0.19
f

33.56±1.13
b

013.21±1.19
e

45.48±2.14
a

Cookies 349.30±48.47
a

349.09±51.61
a

060.86±3.24
d

210.55±15.33
b

77.23±1.73
cd

127.41±11.02
c

57.72±5.07
e

1) 
Values are mean±SD.

a-g 
Different superscripts in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7. Free radical scavenging of doughs and cookies with various gluten-free flour

Properties Wheat Brown rice Buckwheat Corn Sorghum Teff Black rice

Crust color 6.48±1.72
1)abc

5.81±1.78
bcd

5.19±1.75
de

7.33±1.15
a

4.48±2.02
e

5.57±1.72
cd

6.81±1.47
ab

Top grain 6.10±1.51
NS

5.86±1.15 5.43±1.60 5.86±1.20 6.24±1.37 6.14±1.82 6.57±1.60

Flavor 5.90±1.81
ab

5.00±1.52
b

3.90±1.04
c

5.86±1.35
ab

5.95±1.47
ab

6.43±2.11
a

6.48±1.47
a

Softness 6.38±1.53
a

5.19±1.03
b

4.67±1.56
b

3.24±1.37
c

7.05±1.40
a

6.95±1.53
a

6.48±1.54
a

Sweetness 5.76±1.95
ab

5.10±1.67
bc

4.62±1.63
c

6.00±1.34
ab

6.24±1.48
a

6.19±1.97
a

6.71±1.19
a

Overall preference 5.57±1.83
ab

5.05±1.43
bc

4.24±1.45
c

5.00±1.61
bc

6.14±1.62
a

6.52±1.75
a

6.48±1.50
a

1) 
Values are mean±SD.

a-e 
Different superscripts in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S 
Not significant.

Table 8. Sensory properties of cookies with various gluten-free flour

청록색이 탈색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항산화 활성 정도를 

측정하는 분석법이다(van den Berg R 등 1999, Kim KB 

등 2006). Gluten-free 쿠키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의 

IC50 값은 박력분이 352.41 µg/mL로 가장 높았으며 수

수와 흑미가 33.59-69.38 µg/mL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5). 이는 시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항

산화 활성이 높아지는 밀싹 쿠키(An SH 2015), 케일 쿠

키(Lee JA 2015), 크랜베리 쿠키(Choi JE & Lee JH 

2015), 숙지황 쿠키(Shin SK 등 2015)의 실험 결과와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죽과 굽고 난 후 쿠키의 

DPPH 라디칼 소거능 결과, 박력분, 현미, 메밀, 옥수수, 

흑미는 굽고난 후 DPPH 라디칼 소거능이 감소한 반면 

수수, 테프는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Gluten-free 쿠키의 ABTS 라디칼 소거능 IC50 

값은 박력분이 349.30 µg/mL로 가장 높았으며 흑미가 

57.72 µg/mL로 가장 낮았다. 이는 감잎 쿠키(Lim JA & 

Lee JH 2016), 산딸기 쿠키(Yun KM & Chung HS 2016), 

흑임자 쿠키(Lim JA & Lee JH 2015), 계피 쿠키(Song 

JH 등 2014)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반죽과 쿠키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을 비교한 결과, 박력분, 현미, 메밀의 경

우 ABTS 라디칼 소거능이 감소하였으며 옥수수, 수수, 

테프, 흑미의 경우 ABTS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8. 소비자 기호도 조사

Gluten-free 쿠키의 소비자 기호도 조사 결과는 Table 8

과 같다. 색의 경우 옥수수 > 흑미 > 박력분 > 현미 > 테

프 > 메밀 > 수수 순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0.05). 표면 감촉에서는 5.43-6.57로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향미는 테프 6.43, 흑미 6.48로 테프와 흑

미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메밀이 

3.90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p<0.05). 부드러움에서

는 박력분, 수수, 테프 및 흑미가 6.38-7.05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옥수수가 3.24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

다. 단맛에서는 수수 6.24, 테프 6.19 및 흑미 6.71로 유의

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메밀이 4.62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p<0.05). 전반적인 기호도는 수수, 테

프 및 흑미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박력분 

> 현미와 옥수수 > 메밀 순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

다(p<0.05). 부드러움의 경우 박력분이 6.38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는 경도 측정 결과와 상반

된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단맛에서는 4.62-6.48로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이는 원재

료인 박력분, 현미, 메밀, 옥수수, 수수, 테프, 흑미의 아

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 비율, 섬유소의 함량에 따라 느껴

지는 단맛의 정도가 달라 기호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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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미, 메밀, 옥수수, 수수, 테프, 흑미 6

가지의 gluten-free 쿠키와 박력분 쿠키를 제조한 후 품질

특성 및 항산화 활성을 분석하였다. 쿠키의 굽기 손실률

은 낮을수록 좋으며 테프가 12.73%로 가장 낮게 나타나

는 결과를 보였다. 퍼짐성은 현미가 8.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밀도는 1 g/mL로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pH는 메밀이 6.45로 가장 높았으며 박력

분이 5.96으로 가장 낮았다. 색도 측정 결과, L, a, b값 모

두 흑미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ΔE값의 경우 흑미가 

35.57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Gluten-free 쿠키의 

경도는 박력분이 30.28 N으로 가장 높았으며 테프가 

14.87 N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항산화 활성의 경우 총 

폴리페놀 함량은 메밀이 25.97 µg GAE/mg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흑미가 24.33 µg 

QE/m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DPPH 라디칼 소거능과 

ABTS 라디칼 소거능에서는 흑미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

내었다. 소비자 기호도 조사 결과, 색은 옥수수가 7.33으

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표면 감촉은 5.43-6.57로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향미의 경우 

테프와 흑미가 6.43-6.48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

드러움은 경도 측정 결과와 상반된 결과로 박력분, 수수, 

테프, 흑미가 6.38-7.05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단맛

은 수수, 테프, 흑미가 6.19-6.71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

으며 전반적인 기호도에서도 수수, 테프, 흑미가 6.14-6.48

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상의 결과, 쿠키의 품질

특성에서는 현미와 테프가 굽기 손실률 및 퍼짐성에서 

품질 향상에 영향을 주었으며, 소비자 기호도 조사에서는 

테프와 흑미가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었다. 항산화 활성에

서는 메밀과 흑미가 높은 항산화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7가지 시료 중에서 테프와 흑미가 품질특성 및 기능성과 

기호성을 갖춘 gluten-free 쿠키 제조에 가장 적합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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