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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건조 들깻잎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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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quality of muffin prepar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freeze dried-perilla
leaves (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HARA) powder. Muffin was prepared by addition of 0, 3, 6 and 9%
powder to the flour of basic formulation. The weight of muffin decreased with increase in freeze dried-perilla
leaves powder concentration, but no constant tendency in the bottom and upper dimensions by its addition was
found. The height and baking loss rate of the muffin increased with increase in the powder concentration but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s. Lightness and yellowness of muffin decreased as the concentration of the powder
increased, where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dness was found with increased powder concentration.
The hardness of muffin increased, and springiness decreased with increase in the powder concentration, although
not significant. The cohesiveness, gumminess and chewiness showed no consistent tendency by addition of
the powder. The antioxidative activity measured by 2,2-diphenyl-1-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muffin increased as the concentration of the powder increased. The muffin contained 0∼6% freeze dried-per-
illa leaves powder had acceptable sensory properties, such as color, taste, and overall acceptability. Results in-
dicated that optimal concentration of freeze dried-perilla leaves powder into the muffin formula was 3∼6%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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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들깨(Perilla frutesceus var. japonica HARA)는 꿀풀과

에 속하는 1년생 초본으로서 중국 및 동아시아가 원산지이

고,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재배되어온 대표적

유료작물 중 하나이며, 현재 우리나라 이외에 인도, 일본 등

에서도 널리 재배되고 있다(1). 주로 착유하여 조미료로써

사용되며 잎은 생으로 식용하는 외에 장아찌나 밥에 쪄서

밑반찬으로 이용하고 있다(2). 한방에서는 강장, 소화, 중독,

해독, 음종 및 옻의 해독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잎에 함유되

어 있는 식이섬유는 당뇨병, 비만예방, 항균 및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3). 지금까지 들깻잎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들깻잎의 일반성분과 비타민 함량, 무기

질 조성 분석 등이 실시되어 깻잎에는 수분 86.2%, 단백질

4.0%, 당질 6.2%, 지방 0.4% 등이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며 무기질로는 인산 약 0.07%, 칼슘 0.21% 등을

함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4). 또한 아미노산 함량, 지방질

과 지방산 조성, flavonoid 색소의 분리 및 특성, 들깻잎 수확

후의 ascorbic acid와 클로로필, 당류, 단백질 및 아미노산,

핵산 그리고 polypenol oxidase와 peroxidase의 변화 등의

영양학적 연구와 들깻잎의 휘발성 향기 성분의 분리 및 동정

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5-8).

최근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제과 및

제빵류가 소비되고 있으며 여기에 여러 가지 건강 기능성

소재를 접목시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빵 및 케이크류는

식단의 간편성으로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식품으로

제조공정에 다른 식품재료를 부재료로 첨가해 제품을 제조

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제과제빵에 체내 유용한 성분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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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for muffin added with freeze dried-perilla
leaves powder

Ingredients (g)
Perilla leaves powder (%)

0 3 6 9

Flour
Perilla leaves powder
Margarine
Sugar
Egg
Milk (liquid)
Baking powder
Salt

400
0
200
200
200
200
14
1.2

388
12
200
200
200
200
14
1.2

376
24
200
200
200
200
14
1.2

364
36
200
200
200
200
14
1.2

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천연 기능성 물질을

첨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9). 머핀(muffin)은 주

원료인 우유, 달걀 등을 혼합하여 구워내기 때문에 영양가가

우수하며 비교적 만들기 쉬워 아침식사 및 간식대용으로 많

이 이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빵 종류의 하나로서 첨가재료에

따라 옥수수머핀, 치즈머핀, 너트머핀, 초코머핀 등 그 종류

가 다양하다(10). 또한, 머핀은 제빵 시 필요로 하는 글루텐

함량에 식빵만큼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제조 시 다른 재료

의 첨가가 비교적 용이한 점 등으로 제품의 다양화가 쉬운

편이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들깻잎의 다양한 이용 및 상품화를

위한 일환으로 동결건조된 들깻잎 분말을 이용하여 머핀을

제조하고 동결건조 들깻잎 분말 첨가량에 따른 항산화성,

관능적 기호도 및 품질 특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들깻잎은 2010년 5월 충남 금산군 추부

면에서 생산된 만추 들깻잎을 구입하여 -70oC에서 동결시킨

후 동결건조기(SFDSM12-60Hz, Samwon, Seoul, Korea)를

이용하여 72시간 동안 건조시킨 다음 분쇄기(후드믹서, CM-

8000, Charmingart, Seoul, Korea)를 이용하여 60～80 mesh

로 분쇄한 후 사용하였으며, 머핀 제작용 재료는 박력밀가루

(Daehan Flour Mills Co., Ltd., Seoul, Korea), 마가린(Lotte

Samkang Co., Ltd., Seoul, Korea), 베이킹파우더(Sungjin

Co., Gwangju, Gyeonggi-do, Korea), 백설탕(Samyang

Well Food Co., Ltd., Incheon, Korea), 우유(Seoul Milk Co.,

Ltd,. Seoul, Korea), 소금(Daesang Co., Ltd., Seoul, Korea),

계란(Pamebeo, Seoul, Korea)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머핀의 제조

머핀은 일반 머핀 제조 방법(12)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재료 배합비는 Table 1과 같으며, 동결건조 들깻잎 분말을

제과백분율(baker's percentage)로 밀가루 100 g 기준에 대

해 0, 3, 6, 9%로 각각 달리하여 첨가하였다. 마가린은 상온에

두어 부드럽게 만든 후 반죽기(NVM-14, Daeyung, Seoul,

Korea)로 저어 크림상태로 만들었다. 크림상태가 된 마가린

에 설탕과 소금을 넣어 녹을 때까지 충분히 저어 준 후 달걀

푼 것을 넣고 반죽에 윤이 날 때까지 약 3분간 저어주었다.

동결건조 들깻잎 분말, 박력분, 베이킹파우더를 잘 섞은 다

음 체 쳐서 내리고, 위의 재료와 고루 섞었다. 유산지를 깐

머핀 컵(4.3×3 cm)에 반죽을 2/3 정도 채워 160oC로 예열된

오븐에 넣어 20분간 구워 실온에서 1시간 방냉한 후 폴리에

틸렌 팩에 밀봉하였다.

높이, 윗넓이, 밑넓이

머핀 단면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머핀을 위에서 아래

로 정확히 반을 잘라 최고 높이를 측정하였다. 머핀의 직경

은 머핀 윗부분의 볼록한 부분을 자른 후 윗부분과 아랫부분

의 직경을 측정하였다.

무게 및 굽기 손실률

완성된 머핀을 1시간 동안 실온에 방치한 후에 무게를 측

정하였고, 머핀의 굽기 손실률은 반죽의 중량과 파운드케이

크의 중량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13,14).

굽기손실률(%)＝[{반죽의 중량(g)－파운드케이크의

중량(g)}/ 반죽의 중량(g)]×100

색도

머핀의 색도는 분쇄한 다음 투명한 petri dish(50×12
mm)에 담아 색차계(ND-300A, Nippon Denshoku, Tokyo,

Japan)로 시료의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황

색도(b, yellowness)를 측정하였다.

물성

머핀의 조직감은 머핀의 내부를 동일한 크기(2×2×2
cm)로 잘라 texture analyzer(TA-XT2/25, Stable Micro

System Co. Ltd., Surrey, England)를 사용하여 탄력성

(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 점성(gumminess), 씹

힘성(chewiness), 경도(hardness)를 측정하였다. 이때 모든

측정 조건은 pre test speed 2.0 mm/sec, test speed 1.0

mm/sec, post test speed 2.0 mm/sec, load cell 5 kg, strain

50%, 지름 20 mm의 원통 prob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항산화 활성

분쇄한 머핀 1 g에 methanol을 9 mL을 가하여 실온에서

24시간 추출한 뒤 24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등액을 시료용액으로 사용하였다. DPPH용액(0.2 mM) 1

mL과 시료용액 1 mL을 가하여 혼합한 뒤 30분 뒤에 meth-

anol 용액을 대조구로 하여 517 nm에서 흡광도(UV-1800,

Shimadzu Co., Kyoto, Japan)를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 환산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

sample absorbance
)×100control abso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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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ight, weight, width and baking loss rate of muffin added with freeze dried-perilla leaves powder

Perilla leaves powder (%)

0 3 6 9

Weight (g)
Width (cm) Upper

Bottom
Height (cm)
Baking loss rate (%)

8.90±0.321)a2)
3.53±0.08a
2.72±0.06a
3.20±0.07a
14.83±0.91a

8.88±0.22a
3.18±0.13bc
2.69±0.07a
3.20±0.08a
14.97±0.33a

8.76±0.20a
3.23±0.10b
2.72±0.04a
3.22±0.11a
15.00±0.57a

8.71±0.25a
3.06±0.11c
2.67±0.05a
3.24±0.10a
15.26±0.29a

1)
Each value in mean±SD (n=5).
2)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3. Hunter`s color value of muffin added with freeze dried-perilla leaves powder

Perilla leaves powder (%)

0 3 6 9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77.03±0.191)a2)
3.12±0.14a
24.45±0.09a

45.95±0.28b
-7.27±0.54b
22.22±0.28b

37.95±0.40c
-7.69±0.80b
19.33±0.34c

31.41±0.65d
-7.20±0.35b
15.61±0.31d

1)
Each value in mean±SD (n=8).
2)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관능검사

제조한 머핀에 대한 관능검사는 훈련된 관능검사 요원 20

명을 대상으로 본 실험의 목적과 평가방법 및 측정 항목에

대해 잘 인지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 후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은 머핀의 색, 냄새, 맛, 씹힘성, 촉촉함, 전반적인

기호도로 매우 선호도가 높을수록 7점, 매우 선호도가 낮을

수록 1점을 표시하도록 하고, 색, 냄새, 맛, 부드러움(soft-

ness), 촉촉함(moistness)에 대하여 매우 강할수록 7점, 매우

약할수록 1점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각 시료마다 무작위로

조합된 3자리 숫자가 주어졌으며, 한 개를 2분의 1의 크기로

자른 후에 시료의 번호가 코팅된 일회용 접시에 담아서 물과

함께 제공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SPSS 18.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를 이용하여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다. 유의적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

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유의

차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높이, 윗넓이, 밑넓이, 무게 및 굽기 손실률

머핀의 무게, 직경, 단면의 높이 및 굽기 손실률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머핀의 무게는 들깻잎 분말의 첨가

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다. 머핀의 단면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누어

직경을 측정하였는데 머핀의 윗넓이와 밑넓이는 들깻잎 분

말 첨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머핀의 높이는 들깻

잎 분말 첨가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추분말 첨가 머핀

연구(15)에서 부추분말의 양이 증가할수록 머핀의 높이가

증가한다는 보고와 유사하다. 머핀의 굽기 손실률은 반죽의

무게와 머핀의 무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머핀의 굽기

손실률은 들깻잎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14.83, 14.97,

15.00, 15.26%로 점차 증가하였으나 시료간의 유의적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도

들깻잎 분말 첨가량을 0, 3, 6 및 9%로 제조하여 머핀의

색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명도를 나타내

는 L값은 들깻잎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77.03(0%),

45.95(3%), 37.95(6%), 31.41(9%)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대조군이 3.12로 가장 높았으며,

첨가군은 -7.20∼-7.69로 시료 간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

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대조군이 24.45로 가장 높았으

며, 들깻잎 분말 9% 첨가군이 15.61로 가장 낮아 황색도가

유의적으로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색도 변화는 해

조류 특유의 색깔이 케이크의 크림색을 옅게 하고, 녹색을

짙게 한다는 다시마 분말 첨가 머핀의 색도 측정 결과와 유

사하였다(16). 따라서 들깻잎 분말의 색깔에 의해 머핀의 색

도가 변화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성

들깻잎 분말 첨가 머핀의 조직감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Hardness는 대조군이 692.54로 가장 낮게 나왔으며,

들깻잎 분말을 첨가할수록 3% 719.04, 6% 721.17, 9% 745.65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단호박가루(17) 첨가량 및 부추분말(15) 첨가량에 따라

경도가 증가한다는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고, 홍국분말을 첨

가한 머핀(18)에서 첨가된 재료가 경도의 증가를 의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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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xture of muffins prepared with freeze dried-perilla leaves powder

Perilla leaves powder (%)

0 3 6 9

Hardness (g)
Springiness
Cohesiveness
Gumminess
Chewiness

692.54±79.241)a2)
0.72±0.06a
0.25±0.02a
173.08±27.56ab
124.72±21.80ab

719.04±60.35a
0.72±0.03a
0.27±0.05a
196.77±48.17a
142.82±39.34a

721.17±54.31a
0.72±0.02a
0.21±0.03b
154.81±23.88b
111.88±19.46b

745.65±39.66a
0.71±0.02a
0.22±0.01b
161.61±17.91b
114.65±12.83b

1)
Each value in mean±SD (n=8).
2)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5. Sensory analysis of muffins containing various levels of freeze dried-perilla leaves powder

Perilla leaves powder (%)

0 3 6 9

Acceptability

Color
Smell
Taste
Chewiness
Moistness
Overall acceptability

4.6±1.41)a2)
4.5±1.4a
4.5±1.1a
4.5±0.8a
4.4±1.1a
4.8±1.0a

4.8±1.5a
4.4±1.1a
4.7±1.5a
4.3±1.2ab
4.3±1.5a
4.6±1.6a

4.7±1.5a
4.1±1.3a
3.6±1.5b
3.8±1.1ab
3.9±1.2a
4.1±1.6a

3.0±2.1b
2.9±1.4b
2.4±1.5c
3.6±1.4b
3.6±1.5a
2.6±1.3b

Intensity

Color
Smell
Taste
Softness
Moistness

1.6±1.0c
1.8±1.5c
1.8±1.3c
4.3±1.7a
4.2±1.5a

4.3±1.4b
3.9±1.0b
4.3±1.3b
4.2±1.3a
4.3±1.4a

4.9±1.4b
4.2±1.2b
4.4±1.2b
3.4±1.4a
3.6±1.3a

6.3±1.3a
5.5±1.9a
5.5±1.5a
4.1±1.8a
3.5±2.0a

1)
Each value in mean±SD (n=20).
2)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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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muffin contain-
ing various levels of freeze dried-perilla leaves powder.
Different letters (a-d) on bars differ significantly (p<0.05).

않았다는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첨가되는 재료의 고유 성분

에 따라 경도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Springiness는 들깻잎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cohesiveness, gumminess 및

chewiness는 3% 첨가군이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나,

시료간의 일정한 경향은 나타나지는 않았다.

항산화 활성

머핀의 항산화 활성 측정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들

깻잎 분말 무첨가군의 수소공여능은 14.65%로 나타났으며

3% 첨가군 33.84%, 6% 첨가군 57.74%, 9% 첨가군 67.06%

로 들깻잎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수소공여

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천 들깨의 경우 200 ppm

농도에서 열수 및 60% acetone 추출물은 각각 50.84%,

98.19%로 높은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냈으며, 80% 에탄올에

서는 보라들깨가 87.44%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19). 실

험에 사용된 동결건조 들깨잎 분말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은 IC50값으로 6.14 mg/mL을 나타내었으며, 들깻잎 분말의

항산화 활성은 머핀 제조 후에도 남아 있어 머핀에 대한 들

깻잎 분말의 첨가는 머핀의 기능성에 좋은 영향을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관능적 특성

들깻잎 분말의 최적 첨가량을 알아보기 위해 관능검사는

선호도와 강도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들깻잎의 특유한 향 및 맛은 개인에

따른 선호도에 차이가 있어 들깻잎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에

있어 다양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들깻잎의 색

및 향 등이 머핀 제조 시 관능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자 들깻잎 분말 첨가 머핀에 대해 머핀의 색, 냄새, 맛,

부드러움, 촉촉함에 대한 강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강도 평

가를 한 결과 색에 대한 강도는 대조군이 1.6점인 반면 9%

첨가군은 6.3점으로 들깻잎 분말에 의해 색이 확연히 진해지

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색에 대한 선호도 평가 결과 6%

첨가군에서 4.7을 나타내고 9% 첨가군은 선호도가 3.0으로

감소하여 너무 진한 들깻잎의 색은 머핀에 대한 색의 기호도

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냄새와 맛에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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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역시 9% 첨가 머핀에서 보여주듯이 들깨맛 및

향에 대한 강도를 강하게 느낄 경우 머핀의 냄새 및 맛에

대한 선호도가 확연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촉촉함

과 부드러움은 3∼4점으로 들깻잎 분말 첨가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선호도 평가는 머핀의 색, 냄새,

맛, 씹힘성, 촉촉함,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해 평가하였다. 색

과 맛에 대한 선호도는 3% 첨가군에서 각각 4.8, 4.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들깻잎을 첨가하여 색과 맛에 대한 기호도

가 좋아진다고 볼 수 있었다. 냄새에 대한 선호도는 대조군

이 4.5점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3%, 6% 첨가군에서

각각 4.4, 4.1점으로 나타나 대조군과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

으며 4점 이상을 받아 상품성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씹힘성과 촉촉함에 대한 선호도 또한 대조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3∼6% 첨가군과 유의적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대조군 및 3, 6% 첨가군까지

는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조군에서 가장 높은 기호도

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머핀에 대한

들깻잎 분말의 첨가는 관능적 특성 면에서 6%까지의 첨가

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요 약

기능성 소재로서의 들깻잎 분말의 이용가능성을 알아보

기 위해 들깻잎 분말 0, 3, 6 및 9% 첨가한 머핀을 제조하여

품질 특성을 조사하였다. 머핀의 무게는 들깻잎 분말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굽기손실률 및 높이는 증가하였

다. 넓이는 윗넓이, 밑넓이 모두 들깻잎 분말 첨가에 따른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머핀의 색도는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L, b값은 감소하였고, a값은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

다. 물성 측정결과 경도와 탄력성은 들깻잎 분말 첨가량에

따라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응집성, 검성, 씹힘성은

들깻잎 분말 첨가에 따른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항

산화 활성 측정결과는 들깻잎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관능 측정 결과 동결건조 들깻잎

분말 3∼6%(w/w)로 첨가할 시 개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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