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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이단 홍국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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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muffins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s (0%, 10%, 
20%, 30%, 50%) of fucoidan red yeast (Monascus purpureus) rice powder (FRYR). The weight and pH of muffins 
increased as the amount of FRYR increased. The height and baking loss rate of muffins significantly decreased when 
amounts of FRYR increased (P<0.05), whereas moisture conten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all samples. 
L value and b value of muffins significantly decreased when amounts of FRYR increased (P<0.05). However, a value 
of muffins significantly increased when amounts of FRYR increased (P<0.05). Hardness, chewiness, and brittleness 
increased with increasing FRYR concentration. Cohesiveness was higher with 30% FRYR, whereas springines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samples. In the sensory evaluation, the appearance and crumb color of muffins 
was higher in groups containing 0% FRYR, whereas flavor, taste, texture, and overall acceptability scores were highest 
for muffins with 50% FRYR added.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and 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muffin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creasing addition of FRYR (P<0.05). Therefore, addition of FRYR 
could satisfy the sensory function and functional requirements of muffins.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s the develop-
ment of various products using fucoidan red yeast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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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Red koji’ 또는 ‘Hong Qu’로 불리는 홍국(1)은 찐 백미에 

Monascus 속 곰팡이를 접종하여 건조시킨 것으로,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두부, 술 등의 제조에 착색

제와 보존제 및 향미증진제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1,2). 홍

국은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있는 monacolin-K와 

혈압강하 작용이 있는 γ-aminobutyric acid(GABA)뿐만 

아니라 셀레늄, 사포닌, 식물성 스테롤, 불포화지방산, 식이

섬유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홍국쌀은 

2009년에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KFDA)으

로부터 주기능인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작용을 바탕으로 기

능성 원료로 인정받았으며, 소비자의 건강 지향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능성 쌀로써 홍국쌀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

하고 있다(1).

한편 미역과 다시마, 톳, 곰피, 감태 등의 갈조류 세포벽 

성분인 점질 다당에 함유되어 있는 푸코이단은 L-fucose를 

주성분으로 하는 황산기를 함유하고 있는 산성의 수용성 다

당류로 항혈액응고 작용(4,5)과 antitumor, antiviral, anti-

inflammatory 및 immunosuppressive 등의 다양한 생리활

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홍국에 관한 연구로는 항

산화 효과(7), 알코올성 간 손상에 대한 간 보호 효과(8), 

항균 활성(9,10), 알츠하이머 발생과 관련 있는 amyloid β

-peptide의 신경세포에 대한 독성 억제 효과(11) 등이 보고

되었고, 푸코이단에 관한 연구로는 면역 조절(6), 항혈전

(12), 항종양(13), 항바이러스(14), 항산화(15), 알코올에 의

한 간 손상 완화(16) 효과 등의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최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늘어나면서 디저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디저트 시

장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17). 특히 머핀은 밀가

루, 버터, 달걀, 우유 등을 혼합하여 구운 것으로 영양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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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for preparation of the muffins with fucoidan red yeast rice powder

Ingredient (g) Baker’s
percent (%)

Substitution level1) (%)
0 10 20 30 50

Wheat flour2)3) 
Fucoidan red yeast rice powder4)5) 
Grape seed oil
Sugar
Egg
Milk
Baking powder
Salt

100

50
60
50
50
2.5
0.5

200
0

100
120
100
100
5
1

180
20

100
120
100
100

5
1

160
40

100
120
100
100

5
1

140
60
100
120
100
100
5
1

100
100
100
120
100
100
5
1

1)0, untreated; 10, muffin with 10% fucoidan red yeast rice powder; 20, muffin with 20% fucoidan red yeast rice powder; 30, 
muffin with 30% fucoidan red yeast rice powder; 50, muffin with 50% fucoidan red yeast rice powder.

2)Moisture content of wheat flour: 12.96±0.04% (n=5).
3)pH of wheat flour: 5.93±0.07 (n=5).
4)Moisture content of fucoidan red yeast rice powder: 13.11±0.17% (n=5).
5)pH of fucoidan red yeast rice powder: 6.13±0.01 (n=5).

우수하고 제조 방법이 간단하여 간식이나 식사대용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18). 머핀에 관한 연구로는 미강(19), 

수수가루(20), 메밀가루(21), 찰수수 및 메수수가루(22), 야

콘 분말(23)을 첨가한 머핀 등이 있다.

홍국쌀 및 푸코이단은 항산화 효과와 간 보호 효과, 항균 

효과, 항암 효과, 항바이러스 효과 및 항혈액응고 작용 등의 

다양한 생리기능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국쌀 첨가 

소시지(24)와 식혜(25)의 품질 특성 및 홍국 분말 첨가 쿠키

(26)와 머핀(27)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으나 푸코이단 홍국쌀을 이용한 제과와 제빵류의 품질 특

성 및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쌀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소재와 식품 개발로 쌀 소비를 촉진하고 푸코이단 홍국쌀의 

이용 분야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

의 첨가량에 따른 머핀의 품질 특성 및 생리활성 효과를 검

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본 연구에 사용한 푸코이단 홍국쌀은 바비조아(Busan, 

Korea)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믹서(FM-681C, Hanil Elec-

tric, Seoul, Korea)로 분쇄하여 90 메쉬 표준체(Chung Gye 

Industrial Mfg. Co., Seoul, Korea)를 통과시킨 후 -20°C 

냉동고에 보관하며 시료로 사용하였다. 머핀의 재료는 달걀

(CJ Cheiljedang Co., Jincheon, Korea)과 포도씨유(CJ 

CheilJedang Co., Seoul, Korea), 백설탕(Samyang Co., 

Seoul, Korea), 소금(Singsong, Seoul, Korea), 박력분(CJ 

Cheiljedang Co., Seoul, Korea), 베이킹파우더(JENICO 

Co., Pyeongtaek, Korea) 및 우유(Seoulmilk, Seoul, Ko-

rea)로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모든 

시약은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머핀의 제조

푸코이단 홍국쌀 첨가 머핀은 Jung 등(28)의 제조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Table 1의 배합비율에 따라 제조하였다. 먼저 

달걀과 포도씨유, 설탕 및 소금을 반죽기(K5SS, Kitchen 

Aid Co., St. Joseph, MO, USA) 6단 속도에서 1분, 10단 

속도에서 1분간 믹싱한 후 미리 체질하여 준비한 박력분과 

베이킹파우더 및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을 넣어 1단 속도에

서 30초간 혼합한 다음 우유를 넣고 반죽하였다. 머핀 반죽

은 유산지를 깐 머핀 틀에 60 g씩 팬닝하여 윗불 185°C, 

아랫불 175°C로 예열된 오븐(Auto 21, Sinsin Industry 

Co., Busan, Korea)에서 23분간 구워낸 다음 실온에서 1시

간 방랭시켜 시료로 사용하였다.

머핀의 중량과 높이 및 굽기 손실률 측정

머핀의 중량과 높이는 한 처리군당 5개의 시료를 사용하

여 시료당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높이

는 머핀의 최고 높이 부분에서 종단으로 이등분한 단면 높이

를 측정하였으며, 굽기 손실률은 반죽 중량과 머핀 중량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였다.

굽기 손실률(%)＝
반죽 중량－머핀 중량

×100
반죽 중량

머핀의 수분 함량 및 pH 측정

머핀의 수분 함량은 머핀의 중앙 부분에서 5 g을 취하여 

항량 접시에 균일하게 펼친 후 수분 측정기(NA 45-000230 

V1, Sartorius Ag, Goettingen, Germany)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머핀의 pH는 중앙 부분에서 취한 5 g의 crumb에 

증류수 10 mL를 가하여 vortex mixer로 1분간 혼합하고 

homogenizer(AM-7, Ace homogenizer, Nihon Seiki, 

Osaka, Japan)를 이용하여 1,000 rpm에서 1분간 균질화한 

후 pH meter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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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eight, height, baking loss rate, moisture content, and pH of the muffins with fucoidan red yeast rice powder
Fucoidan red yeast rice 

powder content (%) Weight (g) Height (cm) Baking loss 
rate (%)

Moisture 
content (%) pH

0
10
20
30
50

54.61±0.46b1)2)

54.23±0.49b

54.28±0.34b

54.67±0.33b

55.17±0.41a

5.58±0.15a

5.57±0.12a

5.49±0.13a

5.34±0.11b

4.93±0.10c

8.98±0.76a

9.61±0.82a

9.54±0.57a

8.89±0.56a

8.06±0.68b

27.90±0.62a

27.20±0.52a

27.48±0.25a

27.73±0.71a

28.35±0.48a

8.43±0.01c

8.44±0.01c

8.45±0.01c

8.55±0.01b

8.60±0.01a

1)Mean±SD (n=5).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머핀의 색도 측정

머핀의 색도는 색차계(CR-400, Minolta Co., Kyoto, 

Japan)를 사용하여 표준색판(L값 67.33, a값 -1.51, b값 

3.47)으로 보정한 다음 crumb 중앙 부분의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 값을 한 처리군당 5개의 시료를 

사용하여 시료당 3회 반복 측정하고, 그 값은 Hunter scale

에 의해 L값과 a값 및 b값으로 나타내었다.

머핀의 기계적 조직감 측정

머핀의 기계적 조직감은 머핀의 내부를 2.5×2.5×2 cm

의 동일한 크기로 잘라 Rheometer(COMPAC-100Ⅱ, Sun 

Science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경도(hardness)

와 응집성(co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씹힘성

(chewiness) 및 파쇄성(brittleness)을 측정하였다. 사용한 

기기의 측정 조건은 type texture 21, table speed 120 

mm/mim, plunger diameter 10 mm(50%), distance 5 mm

였다.

머핀의 관능검사

관능검사 경험이 있는 식품영양학전공 대학원생 및 학부

생 36명을 대상으로 본 실험의 목적과 평가방법 및 평가항

목에 관해 설명한 후 머핀의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신라대

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생명윤리 심의 승인번호: 1041449- 

201702-HR-001). 평가항목은 외관(appearance)과 내부

색(crumb color), 향(flavor), 맛(taste), 조직감(texture) 

및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로 매우 좋다 7

점, 좋지도 싫지도 않다 4점, 매우 나쁘다 1점의 7점 기호척

도법으로 평가하였다.

머핀의 총 폴리페놀 함량 및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머핀의 총 폴리페놀 함량 및 1,1-diphenyl-2-picrylhy-

drazy(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을 위한 시료 제조를 위해 

머핀 5 g에 2배량의 멸균 phosphate buffer solution을 가하

여 vortex mixer로 1분간 혼합하고 homogenizer(AM-7, 

Ace Homogenizer, Nihon Seiki)를 이용하여 1,000 rpm에

서 1분간 균질화한 후 원심분리 한 다음 상등액을 취하여 

Whatman No. 2 filter paper(Whatman International Ltd., 

Maidstone, UK)로 여과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푸코이단 

홍국쌀 머핀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 법(29)

을 약간 변형시켜 측정하였으며 표준물질로는 tannic acid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시료 0.2 mL를 시험관에 

취하고 증류수를 가하여 2 mL로 정용한 후 Folin-Ciocalteu 

reagent 0.3 mL를 가하여 잘 혼합하여 3분간 실온에서 반

응시켰다. 이후에 7.5% Na2CO3 용액 0.4 mL를 가하여 50 

°C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푸코이단 홍국쌀 머핀의 총 phenol 함량은 μg tannic 

acid equivalents(TAE)/mL로 나타내었다. 푸코이단 홍국

쌀 머핀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Blois(30)의 방법에 따라 

DPPH에 대한 수소공여 효과로 측정하였다. 96-well plate

에 시료와 0.4 mM DPPH 용액을 1:4의 비율로 혼합하여 

37°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Versa Max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와의 

흡광도 차를 비교하여 free radical의 제거 활성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대조구 흡광도－시료 첨가구 흡광도
×100

대조구 흡광도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통계 SAS package(Version 9.1,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분산분석(ANOVA)

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P<0.05 유의

수준에서 시료 간의 유의차를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머핀의 중량과 높이 및 굽기 손실률

머핀의 중량과 높이 및 굽기 손실률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머핀의 중량은 무첨가군이 54.61 

g,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 첨가군들은 54.23~55.17 g으로 

50% 첨가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무첨가군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머핀의 높이는 무첨가군이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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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lor values of the muffins with fucoidan red yeast rice powder
Fucoidan red yeast rice 

powder content (%)
Color values

L a b
0

10
20
30
50

71.28±1.01a1)2)

57.41±0.99b

48.73±1.18c

44.99±0.94d

38.34±0.54e

-5.51±0.12e

10.90±0.22d

16.89±0.37c

20.41±0.24b

24.37±0.31a

19.35±0.72a

15.45±0.06b

14.25±0.22c

13.65±0.38d

13.04±0.32e

1)Mean±SD (n=5).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m,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 첨가군들은 5.57~4.93 cm로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P<0.05) 무첨가

군과 10% 및 20% 첨가군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다. Im 등(20)은 0~30%의 수수가루를 첨가한 머핀의 중량

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높이는 수수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

와 유사한 경향이었는데, 이는 밀가루가 수수가루에 의해 

대체됨에 따른 글루텐의 희석 효과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고

하였다. Bae와 Jung(21)은 0~50%의 메밀가루를 첨가한 머

핀의 중량은 30% 첨가군까지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높

이는 모든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

으며, Kim 등(22)은 10~100%의 찰수수를 첨가한 머핀의 

중량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높이는 유의적으로 감

소한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17)은 0~3%로 커피박 분말

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머핀의 높이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밀가루 첨가량이 감소함으로써 글루텐 

희석 효과가 나타나 가스 보유력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하였다. 따라서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 첨가에 따른 중량 증

가 및 높이 감소는 밀가루 첨가량의 감소에 의한 글루텐 희

석 효과 및 이에 따른 단백질의 망상구조 약화에 의한 것으

로 판단된다. 굽기손실률은 반죽으로 열이 전달되면서 수증

기압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낮은 비점의 액체부터 팽창되어 

기체로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데(31), 이는 머핀의 중량 및 

질감과 관계가 있다.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 머핀의 굽기손실

률은 무첨가군이 8.98%, 첨가군들은 9.61~8.06%로 10% 

첨가군에서 9.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무첨가군과 20 

% 및 30% 첨가군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Kim 

등(17)은 커피박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굽기손실률

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이었는

데, 이는 글루텐 형성 약화 및 이로 인한 단백질의 망상구조

가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머핀의 수분 함량 및 pH

머핀의 수분 함량 및 pH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

내었다. 머핀의 수분 함량은 무첨가군이 27.90%,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 첨가군들은 27.20~28.35%로 50% 첨가군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모든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는 박력분(12.96%)과 푸코이단 홍국쌀(13.11%)

의 수분 함량이 유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Jang 

등(19)은 머핀의 수분 함량은 첨가한 재료의 수분 함량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0~30%의 미강 첨

가에 따른 머핀의 수분 함량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Kim(24)은 0~5%의 홍국쌀 분말을 첨가

한 소시지의 수분 함량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하였으나, Jeong 등(26)은 홍국 분말 무첨가군에 비해 

1~5%의 첨가군들의 수분 함량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는

데 이는 홍국 분말의 수분 함량이 밀가루의 수분 함량에 비

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머핀의 pH는 무첨가

군이 8.43,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 첨가군들은 8.44~8.60으

로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다(P<0.05). Jeong 등(26)은 홍국 분말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pH는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

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나, 커피박 분말(17)과 

미강(19) 및 야콘 가루(23)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머핀

의 pH는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첨가하는 부재료의 pH 차이에 따른 결

과라 생각된다.

머핀의 색도 측정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내부 색도를 측정

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무첨가군이 71.28로 가장 높았고, 첨가군들은 57.41~38.34

로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머핀의 L

값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무첨가군이 -5.51인 반면에 첨가군은 10.90~24.37

로 푸코이단 홍국쌀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다(P<0.05).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무첨가군이 

19.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첨가군은 15.45~13.04로 푸

코이단 홍국쌀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다(P<0.05). 푸코이단 홍국쌀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머

핀의 색은 짙어지는 경향이었는데, 이는 푸코이단 홍국쌀의 

고유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커피박 분말(17), 미강

(19), 메밀가루(21), 메수수가루(22), 야콘(23) 및 홍국 분

말(27)을 첨가한 머핀과 홍국쌀 첨가 소시지(24) 및 홍국 

분말 첨가 쿠키(26)의 L값과 b값은 부재료의 첨가량이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였고, a값은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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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xture characteristics of the muffins with fucoidan red yeast rice powder
Fucoidan red yeast rice 

powder content (%)
Hardness
(g/cm2)

Cohesiveness
(%)

Springiness
(%)

Chewiness
(g)

Brittleness
(kg)

0
10
20
30
50

126.33±6.60b1)2)

123.67±8.96b

133.20±10.47b

135.00±13.49b

158.00±4.24a

71.69±1.21ab

70.28±1.39ab

70.19±1.50ab

72.42±2.22a

69.41±1.21b

91.96±1.74a

91.67±0.98a

92.38±2.02a

93.03±2.11a

91.92±0.49a

215.15±29.34ab

170.44±25.68c

189.80±11.34bc

197.20±25.36abc

231.05±13.98a

19.83±2.44a

15.65±2.54b

17.52±2.24ab

18.33±2.77ab

21.23±1.17a

1)Mean±SD (n=5).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Sensory characteristics of the muffins with fucoidan red yeast rice powder
Fucoidan red yeast rice 

powder content (%) Appearance Crumb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0
10
20
30
50

5.63±1.07a1)2)

4.63±1.32b

5.04±1.06ab

5.38±1.11a

5.46±1.38a

5.71±1.02a

4.58±1.32b

5.29±1.10a

5.63±0.90a

5.46±1.41a

5.00±0.95a

4.71±1.13a

5.00±1.14a

5.17±1.08a

5.17±1.12a

5.13±1.33a

5.38±1.35a

5.50±1.04a

5.29±1.21a

5.88±1.05a

5.21±0.96a

5.13±1.05a

5.21±1.08a

5.13±1.62a

5.88±1.01a

5.08±1.22b

4.96±1.14b

5.33±1.03ab

5.29±1.14ab

5.83±1.14a

1)Mean±SD (n=36).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케일(32)과 

인삼 잎(33) 및 들깻잎 분말(34)을 첨가한 머핀의 L값과 a값 

및 b값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첨가하는 부재료 고유의 색이 가진 특성 따른 

결과라 생각된다.

머핀의 기계적 특성

머핀의 기계적 특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

었다. 무첨가군의 경도는 126.33 g/cm2, 첨가군들은 123.67 

~158.00 g/cm2로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머핀의 경도는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P<0.05) 무

첨가군과 10%, 20% 및 30% 첨가군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

이가 없었다. 머핀의 조직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공의 

상태, 수분 함량 및 부피로(21) 일반적으로 부피가 큰 머핀

일수록 기공이 잘 발달되고 가스 포집 능력이 증가하여 경도

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미강(19)과 수수가루

(20)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머핀의 경도는 증가하는 것

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나, 커피박 분말(17)과 

메밀가루(21)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머핀의 경도는 유의

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는

데, 이는 메밀가루와 커피박 분말의 첨가가 기포 보유와 팽

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에 내부조직을 부드럽게 한 것

으로 보고하였다(17,21). 머핀의 응집성은 30% 첨가군에서 

72.42%로 가장 높았고, 50% 첨가군에서 69.4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첨가량에 따른 일정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

았는데, 이는 메밀가루(21) 첨가량에 따른 머핀의 응집성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머핀의 탄력성은 무첨가군이 91.96%, 첨가군들은 91.67~ 

93.03%로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 30% 첨가군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나 모든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머

핀의 씹힘성은 무첨가군은 215.15 g, 첨가군들은 170.44~ 

231.05 g으로 나타났고, 파쇄성은 무첨가군은 19.83 kg, 

첨가군들은 15.65~21.23 kg으로 나타났는데, 첨가군들 사

이에서는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씹

힘성과 파쇄성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머핀의 중량은 증가하고 높이

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의 첨가에 따른 

글루텐 희석 효과와 단백질 망상구조 약화 및 가스 보유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은 결과로 씹힘

성과 파쇄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머핀의 관능적 특성

푸코이단 홍국쌀을 첨가한 머핀의 관능적 특성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머핀의 외관은 무첨가군이 

5.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 첨가군(5.04)과 30% 

첨가군(5.38) 및 50% 첨가군(5.46)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머핀의 내부색 역시 무첨가군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 첨가군(5.29)과 30% 첨가군(5.63) 및 

50% 첨가군(5.46)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머핀의 향

은 무첨가군이 5.00, 첨가군들은 4.71~5.17로 30%와 50% 

첨가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모든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Park과 Lim(27)은 0~10%의 홍국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외관과 색에 대한 기호도는 0~3% 첨가군에

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향에 대한 기호도는 0~5% 

첨가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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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tal polyphenol content of the muffins with fucoidan
red yeast rice powder. Results are mean±SD (n=5). TAE stand-
ards for tannic acid equivalents. Different letters within a total
sample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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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muffins with fu-
coidan red yeast rice powder. Results are mean±SD (n=5). Vita-
min C (Vit. C, 0.1 mg/mL) is used as positive control. Different
letters within a total sample differ significantly (P<0.05).

Jeong 등(26)은 0~5%의 홍국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색에 

대한 기호도는 0~1% 첨가군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향에 대한 기호도는 모든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고 보고하였다. 머핀의 맛은 무첨가군이 5.13, 첨가군들은 

5.29~5.88로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 첨가군에서 무첨가군

보다 높은 기호도를 보였으나 모든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다. Park과 Lim(27)은 0~10%의 홍국 분말을 첨가

한 머핀의 맛에 대한 기호도는 무첨가군이 6.19, 첨가군들은 

6.20~7.53으로 홍국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맛에 대한 기호

도가 무첨가군보다 높았다고 보고하였고, Jeong 등(26)은 

0~5%의 홍국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맛에 대한 기호도는 

1% 및 5% 첨가군에서 무첨가군보다 높은 기호도를 보여 

홍국 분말의 첨가는 쿠키와 머핀의 맛에 대한 기호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머핀의 조직감은 무첨

가군이 5.21, 첨가군들은 5.13~5.88로 50% 첨가군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나, 모든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

다. Park과 Lim(27)은 0~10%의 홍국 분말을 첨가한 머핀

의 조직감에 대한 기호도는 3% 첨가군에서 가장 높은 기호

도를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4.96~ 

5.83으로 50% 첨가군이 5.83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20% 첨가군(5.33), 30% 첨가군(5.29), 무첨가군(5.08), 10 

% 첨가군(4.96)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Park과 Lim 

(27)은 0~10%의 홍국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전반적인 기호

도는 무첨가군이 5.50, 첨가군들은 5.81~7.75로 첨가군에 

대한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Jeong 등(26)은 

0~5%의 홍국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전반적인 기호도는 

1%(3.86) 및 5%(3.47) 첨가군에서 무첨가군(3.33)보다 높

은 기호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Kim(24)은 0%, 

1%, 3% 및 5%의 홍국쌀을 첨가한 소시지의 관능적 특성을 

측정한 결과, 맛과 색은 1% 첨가군, 씹힘성은 3% 첨가군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높았고, 전반적인 기호도는 1% 첨가군

에서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푸코이단 홍국쌀의 첨가는 머핀의 향과 맛의 조화뿐만 아니

라 조직감과 전반적인 기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

로 판단된다.

머핀의 총 폴리페놀 함량

식품의 고유한 향미에 관여하는 물질인 폴리페놀 화합물

은 free radical 소거와 항산화 효과 및 free radical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35) 항균 작용과 

항암 작용 등의 다양한 생리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6). 곡류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들은 free rad-

ical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phenolic ring의 존재로 인해 우

수한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본 연

구에서는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총 페놀 

함량을 tannic acid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Fig. 1), 무첨가군은 134.20 μg TAE/mL,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 첨가군들은 137.57~174.67 μg TAE/mL로 푸코이단 

홍국 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총 폴리페놀 함량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Kim 등(22)은 찰수수 및 

메수수가루 10~100%를 첨가한 머핀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

였고, Kim 등(17)은 커피박 추출물 및 커피박 분말의 첨가량

이 증가함에 따라 총 폴리페놀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은 

건강 지향적 제품 개발을 위한 소재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머핀의 DPPH 라디칼 소거능

비교적 안정한 free radical을 가지는 화합물인 DPPH는 

인체의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DPPH assay는 

주로 phenolic 구조와 aromatic amine 화합물의 항산화능 

측정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37). 이에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Fig. 2), 무첨가군은 31.45%, 첨가군들은 35.06~66.27%

로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DPPH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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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칼 소거능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Kim 등

(22)은 찰수수 및 메수수가루 10~100%를 첨가한 머핀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야콘(23), 케일(32), 인삼 잎(33), 

동결건조 들깻잎(34)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머핀

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하

였다. 한편 Na 등(25)은 홍국쌀 0~50% 첨가한 식혜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홍국쌀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

다. 본 연구에 사용한 푸코이단 홍국쌀은 항산화 효과가 우

수하다고 알려진 케일과 인삼 잎 및 들깻잎 등과 유사한 활

성을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열에 의한 가열 조리과정

을 거친 후에도 활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푸코

이단 홍국쌀은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쌀 소비 촉진방안 마련 및 머핀의 품질 향상

을 위한 소재 개발을 위하여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을 0%, 

10%, 20%, 30% 및 50%를 첨가한 머핀의 이화학적, 관능적 

특성 및 생리활성을 알아보았다. 머핀의 중량은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 50% 첨가군에서 55.17 g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높이는 4.93~5.58 cm로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머핀

의 굽기 손실률은 50% 첨가군에서 8.06%로 가장 낮게 나타

나 무첨가군(8.98%)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머핀의 수분 함량은 27.20~28.35%로 50% 첨가군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나 모든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고, 머핀의 pH는 8.43~8.60으로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머핀의 내부 색도를 측정한 결과 명도를 나타내는 L값과 황

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무첨가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P< 

0.05),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무첨가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다(P<0.05). 머핀의 경도는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 50% 

첨가군에서 158.00 g/cm2로 가장 높게 나타나 무첨가군

(126.33 g/cm2)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P<0.05), 응

집성은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 50% 첨가군에서 69.4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무첨가군 및 10%와 20% 첨가군 사이

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머핀의 탄력성은 91.67~ 

93.03%로 30% 첨가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모든 시

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씹힘성은 50% 첨가군에서 

231.05 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무첨가군 및 30% 첨가

군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파쇄성은 50% 첨가군에

서 21.23 k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무첨가군과는 유의

적인 차이가 없었다. 머핀의 관능적 특성을 측정한 결과 외

관과 내부색은 무첨가군이 각각 5.63과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향과 맛 및 조직감은 50% 첨가군에서 각각 5.17

과 5.88 및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50% 첨가군이 5.83으로 가장 높았고(P<0.05), 그다음으로 

20% 첨가군(5.33), 30% 첨가군(5.29), 무첨가군(5.08), 10 

% 첨가군(4.96)의 순으로 나타났다. 머핀의 총 폴리페놀 함

량은 푸코이단 홍국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고(P<0.05), DPPH 라디칼 소거능 역시 푸

코이단 홍국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푸코이단 홍국

쌀 분말의 첨가는 머핀의 기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항산화 기능이 향상된 머핀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한 식품소재로서의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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