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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study investig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cookies prepared 0, 10, 20 and 30% burdock (Arctium lappa L.) powder. 

Methods: Cookies were manufactured with 0%, 10%, 20%, and 30% wheat flour substituted for burdock powder. Results: Density of the 

dough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increasing amount of burdock powder, whereas pH of the dough decreased with 

increasing burdock powder content. The pH of cookies decreased with increasing burdock powder content, whereas °brix of cookies 

increased with burdock powder content. The moisture contents of cookies increased with increasing burdock powder content. The 

spreadability of cookies decreased with increasing burdock powder content. The L-value of cookies decreased, a-value increased, and 

b-value decreased with increasing burdock powder content. The hardness of cookies decreased with increasing burdock powder content. 

Total polyphenol content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creased with increasing burdock powder content (p<0.05). In the 

sensory evaluation, appearance, color, flavor, and texture were highest in the control group, whereas sweet taste and savory taste were 

highest in the added group. For overall acceptance of cookies, 10% burdock powder cookies showed higher values than the control and 

other samples. Conclusion: Results suggest that cookies manufactured with 10% burdock powder are the most optimal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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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사회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

는 가운데 매스컴을 통해 다양한 식재료와 건강식품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 중 한정된 조리법으로 실생활에 적

용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식품들이 다수 있다. 제과류 중 

쿠키는 가장 선호도가 높으면서 청장년층과 노인층을 두

루 공략할 수 있는 조리 형태이다. 쿠키는 수분함량 5% 

이하의 작은 과자를 일컫는데 적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 

미생물적 변패가 적어 저장성이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동시에 먹기에 간편하고 바삭바삭하여 현대인의 간

식이나 후식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Lee SM 등 

2005), 기능성 물질 첨가 쿠키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고령자의 새로운 간식으로 이용가치가 높다고 한다(Kim 

GS & Park GS 2008). 현재까지 발표된 기능성 소재를 

첨가한 쿠키에 대한 연구는 마(Joo NM 등 2008), 솔잎

(Choi HY 2009), 들깻잎(Choi HY 등 2009), 인삼(Kang 

HJ 등 2009), 버찌(Kim KH 등 2009), 오트밀(Bang SK 

등 2013), 크랜베리(Choi JE & Lee JH 2015), 연잎분말

(Kim GS & Park GS 2008), 대나무잎 분말(Lee JY 등 

2006), 귀리분말과 보리분말(Kim BY 등 2014) 등이 있다. 

이러한 기능성 소재들 가운데 솔잎은 케이크(Lee SE & 

Lee JH 2013)와 두부(Son BG 등 2015), 마는 약과(Lee 

JH & Kim JS 2014), 들깻잎은 파운드 케이크(Kim NY 

2011), 연잎분말은 매작과(Park BH 등 2014)와 식빵(Park 

SH 등 2009)에 쓰이는 등 기능성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엉(Arctium lappa L.)은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원

산지는 유럽 및 아시아의 온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경남상도를 비롯하여 널리 재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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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 (g)
Level of burdock powder

0% 10% 20% 30%

Burdock powder 0 10 20 30

Flour 100 90 80 70

Butter 78 78 78 78

Sugar 38 38 38 38

Salt 0.6 0.6 0.6 0.6

Egg 20 20 20 20

Table 1. Formula of cookies prepared with different concen- 

tration of burdock powder

고 있다(Tae MH 등 2016). 우엉은 민간요법 상으로 이뇨

제, 해열제로 쓰이며 최근 고혈압, 통풍, 심혈관질환 등에 

효과가 있고 항변이원성, 항암 등 항산화 기능이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Kim MK 등 2010). 우엉의 주성분으로 당

질은 이눌린 형태로 되어 있어 당뇨병이나 신장병 환자

에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Lee MS 2011). 또한, 항

산화성 phenol 성분인 caffeoylquinic acid 유도체가 있으

며, 우엉의 당질은 돌연변이의 원인이 되는 각종 아미노산 

열분해 산물의 활성을 저해시키고, 이러한 작용은 lignin이

라는 유사 물질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Kwon YR & 

Youn KS 2014). 이러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강식품

인 우엉을 사용한 연구로는 우엉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

화활성과 항돌연변이 효과(Lin CC 등 1996), 우엉 뿌리의 

항혈전 및 항산화 활성(Kim MS 등 2014), 우엉 새싹채소

의 재배환경 구축 및 항산화 활성 탐색(Lee MY 등 2009), 

우엉을 첨가한 우엉죽(Hong II & Choi SK 2014), 증숙 

및 볶음처리에 따른 우엉차(Kwon YR & Youn KS 2014), 

우엉가루와 올리고당 첨가 머핀(Kim MK 등 2010) 등이 

있고, 일부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는 건우엉, 볶은 우엉, 

우엉생식환, 우엉분말, 우엉차, 우엉조림 등이 있지만 우

엉분말을 첨가한 제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상황이

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밀가루를 유익한 생리활성을 

가진 우엉분말로 대체하여 일정비율로 첨가한 뒤 쿠키를 

제조, 품질특성과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여 고기능성 식품

의 개발 및 기능성 식품 소재로써의 우엉에 대한 효율성

을 탐색하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실험에 사용한 우엉은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농수산 

시장에서 구입한 뒤 흐르는 물에 수세하여 묻어 있는 흙

과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물기를 제거하고 박피 후 

지름 약 2-2.5 cm의 크기로 절단하여 24시간 동안 열풍 

건조(60°C)시킨 후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열풍 건조하여 

제조한 우엉분말은 40 mesh의 표준 망체에 내리고 폴리

에틸렌 백에 넣어 냉동보관하며 사용하였다. 쿠키 제조에

는 박력분(Samyang Flour Mills Co., Ltd, Asan, Korea), 

설탕(Samyang Flour Mills Co., Ltd, Asan, Korea), 버터

(Seoulmilk Co., Ltd., Seoul, Korea), 소금(Manna Co., 

Ltd., Sejong, Korea)을 구입해 사용하였다. 

2. 쿠키의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쿠키 재료 배합비는 Table 1과 같으

며 먼저 계량된 버터, 설탕, 소금을 혼합시켜 크림을 만

들었다. 그 뒤 박력분과 우엉분말을 곱게 체를 쳐 크림과 

혼합한 후 냉장고에서 1시간 휴지시켰다. 휴지가 끝난 반

죽은 일정한 두께(5 mm)로 만든 뒤 직경 4 cm의 원형 쿠

키 틀로 찍어 성형하고 윗불 180°C, 아랫불 150°C의 오

븐(SM-6039, Sinmag, Taipei, Taiwan)에서 15분간 구웠다. 

완성된 쿠키는 실온에서 1시간 동안 건조대에서 방냉 후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3. 반죽의 밀도, pH 측정

쿠키의 반죽 밀도는 50 mL 메스실린더에 증류수 40 

mL를 먼저 넣고 5 g의 반죽을 넣은 뒤 늘어난 부피를 측

정하여 부피에 대한 무게의 비(g/mL)로 계산하였다. pH

는 반죽 3 g과 증류수 27 mL를 넣고 교반시킨 후 여과한 

액을 가지고 pH meter(PHM 210, Radiometer, Lyon, France)

로 측정하였다.

4. 쿠키의 pH와 당도

pH는 쿠키 3 g과 증류수 27 mL를 넣고 교반시킨 후 

여과한 액을 가지고 pH meter(Radiometer)로 측정하였다. 

당도는 쿠키 3 g과 증류수 27 mL을 넣고 교반시킨 액을 

가지고 당도계(ATAGO N-1α, Antage, Tokyo, Japan)로 측

정하였다.

5. 쿠키의 수분 측정

쿠키의 수분 함량은 시료 3 g을 취하여 105°C에서 상

압가열 건조법을 사용하여 각 시료별로 3회 측정하였다.

6. 쿠키의 퍼짐성 측정

쿠키의 퍼짐성 지수(spread factor)는 쿠키의 직경(mm)

과 쿠키의 높이를 각각 3회씩 측정한 후 평균을 내어 나

타내었다. 

7. 쿠키의 색도 측정

쿠키의 색도 측정은 색도계(CM-600, Konica Minolta 

Sensing, INC., Tokyo, Japan)를 이용하여 L값(ligh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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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redness), b값(yellowness)으로 나타내었다. 이 때 사용

한 표준 백색판(standard plate)은 L = 99.37, a = -0.14, b = 

-0.07이었다.

8. 쿠키의 경도 측정

쿠키의 경도 측정은 texture analyser(Plus-Upgrade 14230, 

Stable Micro Systems, Godalming, UK)를 이용하여 pre 

test speed 1 mm/sec, test speed 0.3 mm/sec, post test 

speed 3.0 mm/sec, strain 50%, test distance 4 mm, trigger 

force 5 g, 2 mm cylinder type probe로 3회 반복 측정하

였다.

9. 총 페놀 함량 측정 

우엉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총 페놀 함량은 Folin-Denis’s 

phenol method(Folin O & Denis W 1912)에 의거하여 측

정하였다. 시료 3 g에 methanol(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가하여 10배 희석한 혼합액을 24시간 추출한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Combi 514R, Hanil, 

Gimpo, Korea)하여 얻은 상등액을 시료용액으로 사용하

였다. 시료 용액 0.2 mL에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Sigma-Aldrich) 0.2 m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3분간 방치

하였다. 이 혼합액에 10% sodium carbonate(Na2CO3)(Sigma- 

Aldrich) 3 mL를 넣고 vortexing하여 암실에서 1시간 동

안 방치한 후에 764 nm에서 spectrophotometer(UV-1800 

spectrophotometer, Shimadzu, Kyoto, Japan)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gallic acid를 사용하여 검량선

을 작성한 후, 시료 100 g 중의 mg gallic acid로 나타내

었다.

10.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우엉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전자공여능은 DPPH(1.1-diphenyl-  

2-picrylhydrazyl) radical에 대한 Blois MS(1958)의 방법으

로 소거활성을 측정하였다. 시료 3 g에 methanol을 가하여 

10배 희석한 혼합액을 실온에서 24시간 추출한 뒤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Hanil)하여 얻은 상등액을 시료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시료용액 1 mL에 0.2 mM 2,2-Diphenyl-  

1-picrylhydrazyl(DPPH) 용액(Sigma-Aldrich) 1 mL를 가하

여 vortexing하고 30분간 암실에서 반응시킨 후 517 nm에

서 spectrophotometer(Shimadzu)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 환

산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control absorbance

sample absorbance
×

11. 기호도 검사

제품의 기호도 검사는 실험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 30명

을 대상으로 실험 내용과 검사방법, 평가항목에 대해 충

분히 숙지시킨 후 평가에 임하게 하였다. 시료의 평가는 

제조 후 방냉한 것을 이용하였고 시료번호는 난수표를 이

용하여 3자리 숫자로 표시하였다. 모든 시료는 동시에 제

공하여 7점 척도법으로 관능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일정한 크기의 쿠키를 흰색 종이컵에 담아 제공하였고 한 

개의 시료를 먹고 난 후 물로 입을 헹군 뒤 다음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기호도 평가 항목은 외관(appearance), 

색(color), 향(flavor), 단 맛(sweet taste), 구수한 맛(delicate 

flavor), 조직감(textur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preference)

로써 ‘매우 좋다’: 7점, ‘매우 싫다’: 1점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 확인을 

받아 진행하였다(과제관리번호: 201704-SB-020-01).

12.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실시하였으며, 얻어진 결과들

은 SPSS Statistics(ver. 21.0, IBM Corp., Armonk, NY, USA)

를 이용하여 유의적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유의차 검정을 실

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반죽의 밀도, pH

우엉쿠키 반죽의 밀도와 pH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우엉분말을 첨가한 쿠키 반죽의 밀도 측정결과 대조

군은 4.33 g/mL를 나타내었고, 첨가군은 4.00 g/mL의 값

을 나타내어 우엉분말 첨가에 따라 약간의 감소를 보였

으나 우엉분말 첨가에 따른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밀

도는 쿠키의 품질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로 반죽

의 팽창정도를 나타내며, 밀도가 낮으면 경도를 증가시키

고 밀도가 높으면 퍼짐성에 영향을 주어 상품성에 영향

을 줄 수 있다고 한다(Song JH & Lee JH 2014). 쿠키 반

죽의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밀가루의 종류, 

흡수율 등이 있으며 품질평가 요인인 향과 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Kim SH & Lee MH 2015). 반죽의 pH 측정

결과 대조군은 6.45의 값을 나타냈고 첨가군은 6.35-6.23의 

값을 나타내어 우엉분말의 첨가에 따라 반죽의 pH가 유

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이는 우엉에 존재하는 

citric acid 등의 유기산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진다

(Hwang DJ & Kim JS 2015). pH는 색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중 하나로 반죽의 pH가 높으면 굽기 과정에서 

설탕의 캐러멜화 반응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ong JH & Lee JH 2014). 쿠키는 일정한 조건에서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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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Level of burdock powder

0% 10% 20% 30%

Dough density (g/mL) 4.33±0.58
1)a2)

4.00±0.00
a

4.00±0.00
a

4.00±0.00
a

Dough pH 6.45±0.02
a1)2)

6.35±0.02
b

6.30±0.01
c

6.23±0.01
d

1) 
Values are mean±SD (n=3).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Density and pH value of cookie dough prepar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burdock powder

Properties
Level of burdock powder

0% 10% 20% 30%

pH
1)2)

6.06±0.01
1)a2)

5.96±0.04
b

5.91±0.02
c

5.80±0.01
d

°Brix 2.50±0.50
b

2.83±0.29
b

3.00±0.00
b

3.83±0.29
a

Moisture contents (%) 1.21±0.16
b

0.92±0.16
d

1.07±0.06
c

1.30±0.11
a

Spreadability (%)　 9.22±0.85
a b

8.60±1.06
ab b

7.72±0.14
bc

7.58±0.80
c

1) 
Values are mean±SD (n=3).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pH, 
o

brix, moisture contents and spread ratio of cookies prepar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burdock powder

원당에 의한 마이야르(Maillard) 반응, 당의 카라멜화 반

응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쿠키의 pH가 높으면 

오븐 내에서 설탕이 갈변화 온도를 낮춘다고 한다(Kim 

HY & Park JH 2006). 또한 pH 7 이하의 쿠키 반죽의 경

우 6탄당은 엔올화 반응에 의해 hydroxymethylfurfural을 

형성하고 이는 아미노기와 함께 갈색복합체를 생성한다

(Kim BY 등 2014). 이 연구의 쿠키 반죽의 경우에도 pH

가 7 이하이므로 굽는 과정에서 갈색 복합체가 생성되었

다고 판단된다.

2. 우엉쿠키의 pH, 당도, 수분함량 및 퍼짐성 측정

우엉쿠키의 pH, 당도, 수분함량 및 퍼짐성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쿠키의 pH 측정결과 대조군은 6.06을 나

타내었고, 첨가군은 5.96-5.80로 반죽의 pH와 마찬가지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쿠키의 당도측정 결과 대조군은 2.50을 나타냈고 첨가군

은 2.83-3.83의 값이 나왔고 이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

치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이는 우엉에 

존재하는 과당 등 유리당의 첨가량에 따른 당도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Hwang DJ & Kim JS 2015).

수분함량 측정 결과 대조군의 값이 1.21%로 첨가군이 

0.92-1.30%인 것과 비교했을 때 10%와 20%는 낮은 수분

함량을 보였고 30%는 높은 값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첨

가량의 증가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이러한 경향은 4% 첨가군이 대조군에 비해 수분함량이 

낮으나 건오디박의 첨가량에 따라 수분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바와 유사하다(Jeon HL 등 2013). 또한 단호

박 분말의 첨가한 쿠키(Park ID 2012), 자색고구마 분말

을 첨가한 쿠키(Liu YN 등 2013), 도토리 분말을 첨가한 

쿠키(Joo SY 등 2013)에서 분말 첨가량에 따라 수분함량

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다. 쿠키의 수분함량은 

쿠키 반죽을 냉장고에서 휴지시킨 뒤 다시 실온에서 쿠

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반죽의 해동에 의한 재수화(La 

IJ 등 2004)와 시료입자와 수분의 친화성에 따른 수분결

합 능력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Joo SY 등 

2013). 따라서 우엉분말 함량 증가에 따른 쿠키의 수분함

량 변화는 우엉의 식이섬유에 의한 수분 보유 증가와 우

엉의 당 성분에 의한 수분 친화 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향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한 우엉분말 성분의 작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엉 첨가군의 수분함량 증가 경향은 첨가량 증가에 

따른 우엉분말 내의 식이 섬유소에 의한 수분함량 보유

능력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것(Lee IS 등 2016)으로 보

여지며, 수분결합능력은 시료와 수분 사이의 친화성을 나

타내는 것으로서 결합된 물이 시료에 흡수되거나 전분 

입자 내에 비결정형 부분이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진다고 

한다(Joo SY 등 2013).

퍼짐성은 쿠키용 밀가루의 품질평가의 지표로서 사용되

고 있으며 높은 퍼짐성은 긍정적인 품질평가요소로 여겨

진다(Park ID 2012). 퍼짐성 값은 대조군이 9.22%를 나타

냈고 첨가군은 8.60-7.58%의 값을 나타내어 퍼짐성은 첨

가량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퍼

짐성은 굽는 과정에서 두께가 감소하고 직경이 커지는 현

상을 확인하는 지표로 반죽내의 섬유소 증가 시 섬유소에 

의한 보수력의 증가로 당의 용해도와 보습력이 낮아지고 

반죽의 건조도가 높아짐에 따라 퍼짐성이 감소된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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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values
Level of burdbock powder

0% 10% 20% 30%

Lightness (L)
1)2)

70.50±0.09
1)a2)

56.82±1.39
b

55.71±0.79
b

49.64±1.38
c

Redness (a) 09.60±0.06
c

11.39±0.31
b

11.58±0.24
b

12.61±0.28
a

Yellowness (b) 33.91±0.09
a

31.81±0.80
b

31.43±0.88
b

31.19±0.50
b

1) 
Values are mean±SD (n=5).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Hunter's color value of cookies prepar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burdock powder

Level of burdock powder

0% 10% 20% 30%

Hardness (g) 1,252.89±17.32
1)a2)

786.77±39.12
b

755.31±47.22
b

714.18±45.49
b

1) 
Values are mean±SD (n=3).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Hardness of cookies prepar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burdock powder

다(Song JH & Lee JH 2014). 이 경우에도 우엉분말 첨가

로 반죽 내 섬유소의 증가에 인한 퍼짐성의 감소 현상으

로 보여 진다. 이는 오디 분말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퍼짐

성 지수가 감소하는 경향(Park GS 등 2008)과 같다.

3. 색도

우엉쿠키의 색도는 Table 4와 같다. 첨가량에 따른 명

도(L), 적색도(a), 황색도(b)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쿠키의 

명도를 나타내는 L(lightness)값 측정결과 대조군이 70.50

으로 높은 값을 보였고, 첨가군은 56.82-49.64로 나타났으

며 첨가량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5). 

우엉쿠키의 a(redness)값 측정결과 대조군이 9.60의 값

을 보였고, 첨가군은 11.39-12.61로 우엉분말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값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5). 

황색도 값인 b(yellow)값 측정결과 우엉분말 첨가군은 

31.81-31.19로 대조군 33.91에 비해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

다. L값의 경우 우엉분말 첨가량 증가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우엉의 phenil을 quinone으로 

산화 시킨 후 이를 중합하여 melanine을 생성하는데 관여

하는 poly-phenol oxidase(tyrosinasem cresolase, catecholase, 

catechol oxidase)에 의한 갈변현상(Hong II & Choi SK 

2014)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결과는 도토리

분말을 첨가한 쿠키에서(Joo SY 등 2013) 도토리분말의 

첨가량 증가 시 무첨가군과 비교했을 때 L값 감소, a값 

증가, b값의 감소를 보인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

다. 또한 자색고구마 분말을 첨가한 쿠키(Liu YN 등 2013), 

계피 분말을 첨가한 쿠키(Song JH 등 2014)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4. 경도

우엉쿠키의 경도 측정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대

조군인 1,252.89 g과 비교했을 때 첨가군이 786.77, 755.31, 

714.18로 우엉분말의 첨가에 따라 경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5). 이는 노니(Morinda citrifolia)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품질특성 연구에서 시료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경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고한 Kim SH 

& Lee MH(201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

다. 이 결과는 우엉분말의 첨가량 증가로 인해 나타난 반

죽의 섬유소 증가 및 우엉분말과 수분의 결합 증가로 인

한 글루텐 생성 억제에 따른 연화작용(Kim SH & Lee 

MH 2015)과 더불어 오븐에서 구워질 때 반죽에 포함된 

설탕 분말의 연화작용에 의한 것(Lim EJ 2008)으로 보인

다. 이는 설탕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설탕이 글루텐 형성

에 필요한 물과 작용하기 때문이며(Lim EJ 2008) 우엉분

말 첨가량의 증가로 우엉 자체의 당이 추가됨에 따라 효과

가 상승하였고 밀가루 양의 감소에 따른 글루텐의 형성 저

하도 관여하였다고 사료된다(Kim KH 등 2009).

5. 쿠키의 총 페놀 함량 및 DPPH radical 소거활성

우엉쿠키의 총 페놀 화합물과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우엉쿠키의 총 페놀 화

합물 측정결과 대조군이 22.37 GAE mg/100 g, 첨가군이 

73.08-205.09 GAE mg/100 g으로 분말 첨가량에 따라 

값이 증가하였다. 우엉쿠키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분

말 첨가량이 증가하면서 대조군이 35.63, 첨가군이 76.48, 

93.64, 94.39로 분말 첨가량에 비례하여 활성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p<0.05). 본 실험에 사용한 우엉분말의 DPPH 

라디칼 소거능 IC50 값은 2.09 mg/mL를 나타내었고, 총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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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of 

burdock powder

Total phenol contents 

(GAE mg/100 g)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0% 022.37±0.46
1)d2)

35.63±0.43
c

10% 073.08±4.39
c

76.48±1.44
b

20% 138.89±8.89
b

93.64±0.63
a

30% 205.09±1.86
a

94.39±0.22
a

1)
 Value are mean±SD (n=3).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Total phenol content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ookies prepared with different concentra-  tion of 

burdock powder

Sensory attribute
Level of burdock powder

0% 10% 20% 30%

Appearance 5.25±1.41
1)a2)

4.65±1.40
ab

4.70±1.26
ab

4.15±1.46
b

Color 5.20±1.44
a

4.50±1.47
ab

4.40±1.35
ab

3.90±1.52
ab

Flavor 4.85±1.27
a

4.55±1.36
a

4.00±1.38
ab

3.50±1.36
b

Sweet taste 4.50±0.95
a

4.55±1.05
a

3.90±1.02
ab

3.30±1.13
b

Savory taste 4.10±0.79
a

4.50±1.28
a

4.45±1.23
a

4.45±1.82
a

Texture 4.90±1.25
a

4.35±1.09
a

4.55±0.69
a

4.40±0.94
a

Overall preference 4.80±1.24
ab

5.35±0.88
a

4.20±1.24
bc

3.70±1.53
c

1) 
Values are mean±SD (n=30). Appearance, color, flavor, sweet taste, savory taste, texture, and overall preference of the samples were 

evaluated using a 7-point Likert scale (1=extremely undesirable, 7=extremely desirable).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7. Sensory evaluation of cookies prepar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burdock powder

리페놀 함량은 1000 GAE mg/100 g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

해 우엉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phenol 성분인 caffeoylquinic 

acid 유도체가 쿠키의 총 폴리페놀 함량과 DPPH 라디칼 소

거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Kwon YR & Youn 

KS 2014). 우엉의 페놀성 화합물의 경우 우엉차의 총 폴리

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 볶음처리에 따라 폴리페놀 함량

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페놀성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phenol hydroxyl기를 통해 항산화, 항암 및 

항균 등의 생리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won 

YR & Youn KS 2014). 또한 우엉의 DPPH 라디칼 소거활

성은 시료 용량에 따라 같이 증가하였고, 껍질을 벗긴 것보

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우엉의 라디칼 소거능이 높다고 한

다(Lee MS 2011).

6. 기호도검사

우엉쿠키의 기호도검사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외관은 

대조군이 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우엉분말 10%, 

20%, 30% 첨가군은 각각 4.7, 4.7, 4.2의 값을 나타내었다. 

색은 대조군이 5.2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10%, 20%, 

30%는 4.5, 4.4, 3.9로 값이 나왔다. 이는 색도 측정 결과

와 비교했을 때 명도를 나타내는 L값과 황색도를 나타내

는 b값이 높았던 첨가군에서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나 패널들은 명도와 황색도가 높은 시료를 선호하는 것

으로 보여진다. 향미는 대조군이 4.9를 나타내었고, 10%, 

20%, 30% 첨가구들은 4.6, 4, 3.5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값이 감소하였다. 쿠키 반죽의 pH가 7 이하인 경우 6탄

당의 엔올화 반응에 의해 형성된 hydroxymethylfurfural이 

아미노기와 함께 갈색복합체와 향미성분을 생성한다(Kim 

BY 등 2014)고 하는데 이 연구의 쿠키 반죽의 경우에도 

pH가 7 이하이므로 굽는 과정에서 갈색 복합체가 생성되

었고 이 같은 변화가 기호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

다. 단맛은 대조군이 4.5를 나타내었고 우엉분말 10%, 

20% 30% 첨가군은 4.6, 3.9, 3.3으로 우엉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는 황기주박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경우, 첨가량이 많을수록 단 맛의 선호도가 떨어진

다는 보고(Lim JM 등 2013)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구수한 맛은 대조군이 4.1을 나타냈고, 우엉분말 10%, 

20%, 30% 첨가군은 각각 4.5, 4.5, 4.5를 나타내었다. 조

직감의 경우 대조군은 4.9를 나타내었고, 우엉분말 10%, 

20% 첨가군은 각각 4.4, 4.6으로 증가하다가 30%에서 4.4

로 감소하였다. 이를 쿠키의 물성 측정 결과와 비교해 보

면 패널들은 바삭한 질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인 기호도에서는 대조구가 4.8을 나타내

었고, 우엉분말 10, 20, 30% 첨가군들은 각각 5.4, 4.2, 

3.7으로 우엉분말 10% 첨가군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

었다. 10% 첨가군이 대조군보다 좋은 전체적인 기호도를 

가진 것은 기호도 검사에서 10% 첨가군의 단맛과 구수한 

맛 항목이 높은 것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맛에 대한 요소

가 크게 작용했다고 사료된다. 이후에 첨가량이 증가하면

서 선호도가 감소하는 것은 패널들이 우엉의 향에 익숙

하지 않은 것과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우엉의 단맛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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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맛보다 특유의 향미가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특성이 대조군이 우수한데 반해 전체 

기호도는 우엉분말 10%를 첨가한 쿠키가 가장 높게 나타

난 것은 황기주박분말을 첨가한 쿠키에서 대조군이 외형, 

질감 등에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지만 전체적인 기호

도에서 0.5% 첨가군이 높은 선호도를 나타낸 결과(Lim 

JM 등 2013)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Ⅳ. 요약 및 결론

기능성 소재로서 우엉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최적

의 첨가 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밀가루 대신 우엉분말

을 10, 20, 30%의 비율로 첨가한 쿠키를 제조한 뒤 우엉

분말이 쿠키의 품질과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

다. 밀가루를 우엉분말로 대체한 반죽 밀도는 우엉분말의 

첨가량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반죽의 pH는 

우엉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값은 감소하였다. 쿠키

의 pH는 우엉분말 첨가량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고, 당도

의 경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수분함량은 우엉

분말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값이 같이 증가하였다. 쿠키

의 퍼짐성은 우엉분말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다. 

우엉 쿠키의 L값은 우엉분말의 첨가량에 따라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우엉쿠키의 a값은 우엉분말 첨가량이 

증가하면서 같이 증가하였고, b값은 우엉분말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다. 쿠키의 경도는 대조군이 가장 

단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그 값이 

감소하였다. 쿠키의 총 페놀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활

성은 우엉분말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따라 증가하였다

(p<0.05). 기호도검사 결과 외관, 색, 향미, 조직감에 대한 

기호도는 대조군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구수한 

맛에서는 첨가군들이 대조군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전체

적인 기호도에서는 우엉분말 10% 첨가군이 가장 높은 기

호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10% 우엉분말 첨가군이 가장 

우수한 상품성을 가진 제품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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