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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corn (Quercus. acutissima CARR.) jelly powder (0%, 25%, 50%, and
75%) and acorn extract (0%, 0.1%, 0.5%, and 1.0%) addition o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hardtack. In the
sensory test, acorn jelly powder added group scored 50% higher than the other added group. Regarding hardtack
color, L (lightness) and b (yellowness) values decreased with increasing acorn powder and acorn extract addition.
Hardness of hardtack increased with added acorn jelly powder,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with
acorn extract. The taste and texture of the hardtack 0.1% acorn extract added group significantly increased.
Overall, preferences decreased with increasing acorn extract but not significantly.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ddition of 50% acorn jelly powder in combination with addition of less than 0.1%
acorn extract to hardtack was the most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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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고령 인구의 증가로 평균 노동 나이가 증가하면서

노인이 되어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 전반

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삶에서 기본이 되는

식문화 분야에서도 건강을 중시하는 기호 성향에 부응하기

위해 기능성 물질과 생리활성 기능을 가진 천연재료를 첨가

한 제품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도토리(Q. acutissima CARR.)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생산

되는 참나무속(Genus querus) 열매로 약명 상실(像實), 속

명으로는 상(像), 청강수(靑剛樹), 자목(字牧), 상완(像椀),

도토리나무, 참나무 등으로 불리며, 해발 800 m 이상에서

자생한다. 과실은 식용으로는 묵, 전분, 국수를 만드는데 이

용하며, 약용으로는 대장염(大腸炎), 구내염(口內炎), 종독

(腫毒), 산기(産氣), 강장(强壯), 인후통(咽喉痛) 등을 다스리

는데 쓰였다(1,2).「동의보감(東醫寶鑑)」,「본초강목(本草

綱目)」등의 한의서에는 도토리를 상수리 열매라 하여 오랜

위장염이나 피로 숙취에 널리 쓰이며 보신효과가 있고 또한

장위(腸胃)를 강화하여 지사작용, 허약체질 보신효과가 있

으며, 위경, 대장경을 보호하고 잇몸질환, 인후두염, 화상 등

에 치료효과가 탁월하다고 하였다. 또한 도토리가 인체내부

의 독성(중금속)을 해독하는 수검작용을 한다는 기록이 있

다(3,4). 도토리는 약 70%가 전분으로 이루어져 기근이 발생

할 때마다 중요한 전분식량 대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다른

전분과 달리 수렴작용이 있고 6～9%의 탄닌을 함유하고 있

어 떫고 쓴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5,6). 탄닌은 Fe
++
, Cu

++

과 같은 금속이온을 킬레이트하는 능력과 지질이 산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생성된 ․OH를 소거하여 항산화 효과를 보

인다(7). 식물성 폴리페놀인 탄닌과 항산화 성분인 gallic

acid, digallic acid, gallotannin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도

토리는 성인병 예방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8).

또한 도토리의 급여는 기억․학습장애를 유발시킨 치매

모델 마우스 뇌 조직에서 신경전달물질인 acetylcholine

(ACh)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ACh분해에 관련된 acetylcho-

linesterase(AChE) 효소 활성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카테콜아민계 신경전달물질의 파괴에 관계하는 MAO-B효

소의 활성이 현저하게 억제시켜 신경전물 물질의 감소와 세

포사멸 등을 원인으로 발생되는 치매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9).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기능성을 가진 도토리의 이용을 늘

리고 다양한 식품분야에서 도토리를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도토리 주정 추출물을 제조하여 제품에 사용하였으며, 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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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of hardtack blended with acorn jelly powder

Ingredient
Formula (g)

A B C D E

Acorn jelly powder
Wheat flour (soft)
Soybeans powder
Peanuts powder
Butter
Sugar
Salt
Egg
Baking powder

0
120
0
0
50
30
1.5
60
2.5

0
100
10
10
50
30
1.5
60
2.5

25
75
10
10
50
30
1.5
60
2.5

50
50
10
10
50
30
1.5
60
2.5

75
25
10
10
50
30
1.5
60
2.5

A: base recipe, B: control (base recipe added soybean and pea-
nut powder), C: 25% acorn jelly powder, D: 50% acorn jelly
powder, E: 75% acorn jelly powder.

Table 2. Formula of acorn hardtack blended with acorn ex-
tract

Ingredient
Formula (g)

D1 D2 D3 D4

Acorn extract
Acorn jelly powder
Wheat flour (soft)
Soybeans powder
Peanuts powder
Butter
Sugar
Salt
Egg
Baking powder

0
50
50
10
10
50
30
1.5
60
2.5

0.264
50
50
10
10
50
30
1.5
60
2.5

1.320
50
50
10
10
50
30
1.5
60
2.5

2.640
50
50
10
10
50
30
1.5
60
2.5

D1: 50% acorn jelly powder, D2: 50% acorn jelly powder＋0.1%
acorn extract, D3: 50% acorn jelly powder＋0.5% acorn extract,
D4: 50% acorn jelly powder＋1% acorn extract.

리 생산시기와 복잡한 처리법을 고려하여 품질유지, 유통의

편리성, 저장성 등의 장점을 가진 도토리묵가루로 대체하여

항치매 기능성을 갖는 건빵을 제조한 후 품질특성과 기호도

및 저장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도토리묵가루 및 추출물의 첨

가비율을 설정하여 도토리를 이용한 제과류 개발과 관련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및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도토리는 신평 농협협동조합에서 400

kg을 구입하여 실온 건조 후 껍질을 제거하고 동결 건조하였

다. 건조된 도토리는 분쇄 후 167 kg의 분말을 얻었다(10).

도토리 분말에 10배수의 80% 주정을 가하여 환류냉각 시키

면서 70oC heating mantle에서 3시간 3회 반복 추출하고 fil-

ter 후 감압농축기(EYELA NVC-2100, Tokyo, Japan)로

100 press, 45
o
C, 40 rpm의 조건에서 농축하여 도토리 주정

추출물을 얻고 이를 -70oC에서 24시간 동안 냉동시킨 후

-40oC에서 72시간 동안 동결건조 하여 분말 상태로 4oC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토리 주정추출

물은 탄닌 함량이 추출물 100 mg안에 29.30 mg으로 29%

함유하고 있으며, 이중 AChE 억제제로 알려진 gallic acid

(11)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자료미제시). 도토리묵

가루는 신평 농협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도토리 전

분 100%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밀가루(큐원, 서울, 한국), 땅

콩가루(해수, 서울, 한국), 검은콩가루(국립종자관리소, 청자

2호), 버터(롯데, 서울, 한국), 설탕(백설, 서울, 한국)을 사용

하였다.

도토리묵가루 첨가 건빵 제조

도토리묵가루를 첨가한 건빵을 제조하기 위해 기존의 건

빵 제조법에서 도토리묵가루를 박력분에 대비하여 0%, 25

%, 50%, 75%(w/w) 비율로 첨가하였다. 도토리묵가루를 첨

가한 반죽의 배합비는 Table 1과 같다. 버터를 중탕하여 크

림상태로 만들고 소금, 설탕 및 달걀을 넣고 혼합하여 cream

mass를 만들었다. Cream mass를 믹싱볼에 넣고 박력분, 도

토리묵가루, 땅콩가루, 검은콩가루, 베이킹파우더를 Table

1과 같은 배합으로 체에 걸러 첨가 후 20초간 혼합 후 반죽을

scraping 한다. 반죽을 동글게 만들어 랩에 싸서 30분 냉장보

관 한다. 반죽을 밀대로 0.3 mm 두께로 밀고 직경 2.5 mm

원모양 틀로 찍어낸 후 유산지를 깐 오븐 틀에 놓고 180oC로

예열된 오븐에서 15분간 구운 후 실온에서 식혀 실험에 사용

하였다.

도토리 주정추출물 첨가 건빵 제조

도토리묵가루 첨가 비율에 따른 실험을 토대로 도토리묵

가루 50% 제조법에서 도토리 주정추출물을 반죽의 전체 중

량에 대하여 0%, 0.1%, 0.5%, 1%(w/w) 비율로 첨가하였다.

도토리 주정추출물을 첨가한 반죽의 배합비는 Table 2와 같

다. 버터를 중탕하여 크림상태로 만들고 소금, 설탕 및 달걀

을 넣고 혼합하여 cream mass를 만들었다. Cream mass를

믹싱볼에 넣고 도토리 주정추출물을 배합비에 따라 넣고 20

초가 혼합하여 녹여준다. 박력분, 도토리묵가루, 땅콩가루,

검은콩가루, 베이킹파우더를 Table 2와 같은 배합으로 체에

걸러 첨가 후 20초간 혼합 후 반죽을 scraping 한다. 반죽을

동글게 만들어 랩에 싸서 30분 냉장보관 한다. 반죽을 밀대

로 0.3 mm 두께로 밀고 직경 2.5 mm 원모양 틀로 찍어낸

후 유산지를 깐 오븐 틀에 놓고 180
o
C로 예열된 오븐에서

15분간 구운 후 실온에서 식혀 실험에 사용하였다.

건빵반죽 및 건빵의 경도 측정

도토리묵가루 및 추출물의 첨가량에 따른 반죽과 건빵의

경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exture Analyzer(Model TA XT

2i, Stable Micro System, Godalming, Englan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항목으로는 texture profile analysis에 의

하여 1 inch의 probe를 이용하여 2회 압착할 때 발생되는

견고성(hardness)을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한 측정 조건은

protest speed 5.0 mm/sec, test speed 1.0 mm/sec, post test

speed 1.0 mm/sec, strain 50%, trigger force 5.0 g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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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ardness of hardtack dough added acorn jelly powder

Group
1)

F-value
A B C D E

Hardness 348.55±13.022)e 473.97±1.97d 550.55±44.19c 590.20±12.72b 747.38±26.47a 6.348*

1)
Refer to Table 1.
2)Mean±SD (n=3). *p<0.01.
a-e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Hardness of hardtack added acorn jelly powder

Group
1)

F-value
A B C D E F

Hardness 5082±4662)b 5006±376b 4713±803b 4842±366b 5265±85b 25862±2466a 7.344*

1)
Refer to Table 1. F: commercial hardtack.
2)Mean±SD (n=3). *p<0.005.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건빵의 색도 측정

도토리묵가루 및 추출물의 첨가량에 따른 반죽과 건빵에

대하여 헌터 색차계(Ultrescan Pro, Huterlab, Reston, VA,

USA)를 사용하여 표준백판(L: 100, a: 0.02, b: -0.02)으로

보정한 후 Hunter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 값을 3회

반복 측정한 후 그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건빵의 spread factor(퍼짐성) 측정

건빵의 퍼짐성은 AACC(2000) Method 10-50(12) 인용하

여 도토리묵가루 및 추출물의 첨가량에 따른 퍼짐성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조리 전 각 군별 건빵의 높이와 직경을

3개씩 측정하고 조리 후 다시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나타내

었다(13).

건빵의 퍼짐성(%)＝
건빵 1개의 직경 높이(mm/개)×100
건빵 6개의 평균 높이(mm/개)

건빵의 관능평가

관능평가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식품관련 연구

원을 대상으로 관능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다루는 법과 평가

지 작성방법 등을 숙지시키고 신뢰성과 실험에 대한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10명의 관능요원을 최종 선발하여 관능검사

를 실시하였다. 측정 항목은 색(color), 향기(flavor), 크기

(size), 맛(taste), 조직감(texture),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였으며, 10단계 평점법에 따라 1점이 ‘매우 나쁘

다’, 10점이 ‘매우 좋다’로 값을 부여하여 평가하였으며 한

개의 시료를 평가 후 반드시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다른 시

료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건빵의 저장성 검사

일반세균(General bacteria), 대장군균(Coliform bacteria),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및 살모넬라균

(Salmonella spp)에 대하여 실온(16～19
o
C)과 냉장(4

o
C)으

로 나누어 7일 간격으로 8회 검사하였다. 검액의 조제는 고

체검체의 일정량(10～25 g)을 멸균된 가위와 칼 등으로 잘게

자른 후 희석액을 가해 균질기를 이용해서 저온으로 균질하

고 여기에 희석액을 가해서 일정량(100～250 mL)으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일반세균, 대장군균, 황색포도상

구균은 3M Petrifilm(Seoul, Korea)으로 검사하였고, 살모넬

라균은 살모넬라 공전 Set(4science, Seoul, Korea)를 이용

하여 검사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의 통계 처리는 SPSS/PC program(SPSS.19,

IBM SPSS, Chicago, USA)으로 통계 처리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각 처리구간의 유의성 검정은 분산

분석과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

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도토리묵가루 첨가 반죽 및 건빵의 경도

도토리묵가루 첨가 건빵반죽의 hardness는 Table 3과 같

다. 기존의 건빵조리법에서는 348.55 g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고 검은콩 땅콩가루 첨가구는 473.97 g을 나타냈으며,

도토리묵가루 25%첨가구는 550.55 g, 50%첨가구는 590.20

g, 75%첨가구는 가장 높은 값인 747.38 g을 나타내었다. 도

토리묵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반죽의 단단함도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다. 조리 후 건빵의 경도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조리 후 건빵의 hardness 측정에서는 도토리묵가

루 75%첨가구에서 가장 큰 값인 5265.98 g를 나타내었고

도토리묵가루 첨가구 간에는 묵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Joung 등(14) 다식제

조 실험에서 맵쌀가루에 도토리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내부조직이 거칠어지고 경도가 증가했다는 결과와 일치

한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건빵의 hardness 측정값인

25,862 g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낮은 결과(p<0.005)를

나타내어 어린이나 노약자의 주된 간식의 특성에 적합할 것

으로 사료된다.



도토리묵가루 및 추출물을 첨가한 건빵의 품질특성 379

Table 5. Hardness of hardtack dough added acorn extract

Group1)
F-value

D1 D2 D3 D4

Hardness 590.20±12.722)c 634.81±69.08b 686.05±47.30ab 879.58±26.75a 2.413
1)Refer to Table 2.
2)
Mean±SD (n=3).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Hardness of hardtack added acorn extract

Group
1)

F-value
D1 D2 D3 D4

Hardness 4842±3662)b 5265±85b 5359±313b 6106±230a 1.336
1)
Refer to Table 2.
2)Mean±SD (n=3).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7. Hunter's value of hardtack dough mixed with acorn
jelly powder

Group1)
Hunter's value

L a b

A1)

B
1)

C1)

D
1)

E1)

73.24±0.192)a
58.00±0.06b
36.10±0.13c
32.33±0.18d
30.42±0.16e

6.29±0.11a
1.05±0.05e
4.11±0.02d
4.59±0.03c
5.92±0.03b

35.93±0.23a
22.98±0.09b
14.26±0.03c
11.38±0.06d
13.06±0.07e

F-value 1.018 4.094
*

6.027
*

1)Refer to Table 1.
2)
Mean±SD (n=3). *p<0.05.
a-eMeans 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
tiple range test.

Table 8. Hunter's value of hardtack mixed with acorn jelly
powder

Group
1) Hunter's value

L a b

A
B
C
D
E
F

78.07±0.022)a
65.61±0.03c
49.37±0.01d
42.66±0.02e
36.77±0.06f
67.36±0.11b

3.10±0.00e
0.47±0.01f
5.80±0.03d
8.31±0.04b
7.87±0.04c
11.90±0.17a

34.76±0.02a
25.92±0.02c
23.46±0.00d
22.61±0.03e
19.97±0.08f
32.80±0.07b

F-value 7.026
*

6.183
**

5.373
**

1)Refer to Table 1. F: commercial hardtack.
2)
Mean±SD (n=3). *p<0.005, **p<0.01.
a-fMeans 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
tiple range test.

도토리 주정추출물 첨가 반죽 및 건빵의 경도

도토리 추출물 첨가 건빵반죽의 hardness 측정은 Table

5와 같다. 도토리 추출물 0%첨가구에서 590.20 g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1%첨가구는 634.81 g, 0.5%첨가구는

686.05 g, 1%첨가구는 가장 높은 값인 879.58 g으로 도토리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반죽은 단단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리 후 건빵의 hardness 측정은 Table 6과

같다. 도토리 추출물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hardness 측정값

도 증가하였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이는 건빵의 퍼짐성

과 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즉 퍼짐성이 작아질수록 쿠키의

두께는 증가하고 직경이 감소하므로 경도는 증가하는 것으

로 여겨진다.

구기자 분말(15), 당귀(16), 대나무잎(17), 들깻잎 첨가쿠

기(18), 양송이 분말(19), 연잎 분말(20) 등의 연구에서 부재

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여 부재료의 첨가 정도에 따라 경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추가 실험을 통해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제

품 개발에 인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도토리묵가루 첨가 반죽 및 건빵의 색도

도토리묵가루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건빵반죽의 색

도 측정 결과는 Table 7과 같다. L값은 도토리묵가루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그 값이 조금씩 낮아졌다. 적색도를 나타내

는 a값은 기존 건빵의 조리법에 검은콩을 첨가한 B제품에서

가장 낮게 나왔고, 도토리묵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양

의 값으로 증가하여 적색이 강해짐을 알 수 있었다. 황색도

를 나타내는 b값은 대조군에 비해 도토리묵가루 첨가 제품

들이 낮은 경향이었다. 이 결과는 조리 후 도토리 건빵의

색도를 측정한 Table 8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존 건

빵의 조리법과 시중 판매되는 건빵의 L값이 높게 측정되었

으며 도토리묵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

하였다(p<0.005). a값은 시중판매건빵에서 가장 높게 나왔

고 b값은 L값과 같이 기존 건빵의 조리법의 건빵과 시중판

매 되는 건빵에서 가장 높은 값이 나왔고 도토리묵가루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1). 이는 쿠

키의 색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주로 당에 의한 영향이 크고

환원당에 의한 비효적갈변인 Maillard 반응, 열에 불안정한

당에 의한 카라멜화 반응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이 반응들은 쿠키를 굽는 과정에서 높은 온도에 의해 반응을

일으켜 쿠키의 색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21). 따

라서 도토리묵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건빵의 색이 어두



380 이원경․김승희․최창숙․조수묵

Table 9. Hunter's value of hardtack dough mixed with acorn
extract

Group
1) Hunter's value

L a b

D1
D2
D3
D4

32.33±0.182)a
32.44±0.17a
32.41±0.10a
31.154±0.15b

4.59±0.03c
4.89±0.04b
4.66±0.06c
5.47±0.02a

11.38±0.06c
12.46±0.12a
12.39±0.03a
11.77±0.17b

F-value 0.457 1.216 1.363
1)
Refer to Table 2.
2)Mean±SD (n=3).
a-d
Means 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
tiple range test.

Table 10. Hunter's value of hardtack mixed with acorn ex-
tract

Group1)
Hunter's value

L a b

D1
D2
D3
D4

42.66±0.022)a
38.63±0.01b
38.17±0.00c
37.64±0.08d

8.31±0.04b
6.99±0.02d
7.92±0.02c
8.72±0.03a

22.61±0.03a
19.52±0.01d
20.27±0.04c
20.44±0.27b

F-value 10.754** 1.636 7.817*

1)
Refer to Table 2.
2)
Mean±SD (n=3). *p<0.01, **p<0.005.
a-d
Means 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
tiple range test.

Table 11. Spread factor of hardtack added acorn jelly powder

Group
1)

F-value
A B C D E

Spread factor 313.66±16.742)bc 292.33±2.88bc 290.00±6.08c 293.33±4.50b 374.33±18.17a 4.667
1)
Refer to Table 1.
2)Mean±SD (n=3).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12. Spread factor of hardtack added acorn extract

Group
1)

F-value
D1 D2 D3 D4

Spread factor 293.33±4.502)c 291.66±15.88c 329.66±8.50b 367.33±4.61a 3.61
1)
Refer to Table 2.
2)Mean±SD (n=3).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워지고 진해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도토리 추출물 첨가 반죽 및 건빵의 색도

도토리 추출물 첨가량에 따른 건빵반죽의 색도 측정 결과

는 Table 9와 같다. L값과 b값은 차이는 없으며, 추출물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a값은 증가하였다. 조리 후 건빵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L값은 도토리 추출물 0%첨가

구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도토리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L값도 감소하였다. 조리 후 건빵에서 a값은 도토

리 추출물의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b값

은 0%첨가구에서 가장 낮은 값이 측정되었다. 이는 첨가하

는 재료 자체의 색도에 의한 영향이 색도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22).

건빵의 퍼짐성

도토리묵가루 및 도토리 추출물 첨가에 따른 건빵의 퍼짐

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1과 Table 12와 같다. 퍼짐성은

건빵의 직경과 높이를 조리 전후 비교하여 나타내며 도토리

묵가루 첨가 건빵은 조리 전후 높이의 차이는 없었고 직경의

변화에서 묵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퍼짐성은 도토리묵가루 첨가구간의 비교에서

50%까지는 차이가 없으나 75%첨가구에서 증가하였다. 도

토리 추출물 첨가 건빵의 경우 조리 전후 높이와 직경을 비

교하였을 때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값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퍼짐성은 추출물 첨가 50%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재료의 첨가는 퍼짐성에 영향을 미치며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 부재료의 경우 수분 함량과 글쿠

텐의 망상구조에 영향으로 직경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3,24). 도토리묵가루 첨가 건빵의 경우도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직경이 감소하였으며, 도토리 추출물의 경우에는 첨가

하는 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토리묵가루 첨가 건빵의 관능평가

도토리묵가루 첨가량을 0%, 25%, 50%, 75%(w/w)로 다

르게 제조한 도토리 건빵의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색은 A군과 C군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다음

으로 D, B, E의 순이었다. 향기는 D군에서 가장 높았고 C,

B 다음으로 A와 E가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맛에 관한 평가

에서는 기존 조리법에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 검은콩과

땅콩가루를 첨가한 B군이 가장 높았으며 도토리묵가루 첨

가군 중에서는 D군이 가장 높았다. 조직감에서 또한 D군이

가장 높았다. 전체적인 기호도에서는 B군이 가장 높았고 D,

C, A, E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토리묵가루를 첨가함에 따라

쓴맛이 증가하고 조직감에서 기호도가 낮아지는 경향은

Kim과 Cho(25)의 도토리묵가루를 첨가한 도토리떡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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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nsory evaluation of hardtack added with different
variety of acorn jelly powder. A: base recipe, B: control (base
recipe added soybean and peanut powder), C: 25% acorn jelly
powder, D: 50% acorn jelly powder, E: 75% acorn jelly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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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nsory evaluation of hardtack added with different
variety of acorn extract. D1: 50% acorn jelly powder, D2: 50%
acorn jelly powder＋0.1% acorn extract, D3: 50% acorn jelly pow-
der＋0.5% acorn extract, D4: 50% acorn jelly powder＋1% acorn
extract.

특성에 관한 연구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도토리묵가루 첨가

군 중에서는 D군이 높은 것으로 보아 도토리묵가루 첨가는

50%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토리 주정추출물 첨가 건빵의 관능평가

도토리 주정추출물 첨가량을 0%, 0.1%, 0.5%, 1%(w/w)

로 다르게 제조한 건빵의 관능평가 결과는 Fig. 2와 같다.

색과 향기는 D1군이 가장 높았으며 D2, D3, D4 순으로 도토

리 주정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졌으나 유의적

이지는 않았다. 맛과 조직감은 D2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

으며 D1, D3, D4 순으로 추출물을 첨가할 경우 0.1%나 0.5%

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인 기호도는 D1, D2, D3,

D4 순으로 도토리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졌으

며, 이는 추출물의 특유의 향기의 맛의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빵의 저장성

도토리묵가루 및 추출물을 첨가한 건빵의 저장성 및 품질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도토리묵가루 50%첨

가군을 대상으로 실온(16～19oC), 냉장(4oC)에서 7일 간격으

로 56일간 저장하면서 일반세균, 대장군균, 포도상구균, 살

모넬라균에 대하여 3M Petrifilm을 이용하여 저장성 실험을

실시한 결과 일반세균은 Petrifilm 20 cm2 안에서 적정범위

선인 25～250개 안에서 측정되었다. 대장균군의 적정범위는

15～150개로 저장성 실험기간 동안 1회에서 1반복에 관하여

2개 관측으로 적정범위였으며 포도상구균과 살모넬라균은

저장성 실험기간 동안 관측되지 않았다. Choi 등(26)의 도토

리 화분의 발아 조건에 따른 식품유해균 억제효과 실험에서

도토리 화분 발아액은 항균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천연

향균제로 활용이 기대된다는 연구에 비추면 식품에 도토리

묵가루 및 추출물의 첨가는 유통과정 중 우려되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여 건빵 등의 제과의 저장성 증진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묵의 재료에 국한되어 있는 도토리의 이용을

늘리고 도토리 가공식품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도토리 주정

추출물을 제조하여 제품에 첨가하였으며, 제과․제빵에 사

용되는 박력분 대비 칼로리가 낮은 도토리묵가루를 첨가하

여 성인병예방 및 항치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도토리

유래 기능성 건빵을 개발하였다. 도토리묵가루 및 추출물을

첨가한 건빵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실험으로 도토리묵가루

0%, 25%, 50%, 75%(w/w)의 비율로 첨가한 건빵을 제조한

후 그 품질특성 및 관능평가를 실시하고 도토리묵가루 첨가

비율을 50%로 결정하였다. 도토리묵가루 50% 첨가 건빵의

제조법을 바탕으로 도토리 주정 추출물을 0%, 0.1%, 0.5%,

1%(w/w) 첨가하여 도토리묵가루 첨가 건빵과 동일한 방법

으로 품질특성 및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도토리묵가루 첨

가 건빵의 경도는 조리 전 반죽에서는 도토리묵가루의 함량

이 증가함에 따라 반죽의 단단함도 증가하였으나 조리 후에

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건빵에 사용되는

박력분과 도토리묵가루의 성분과 수분함량의 차이 때문에

반죽상태에서는 경도의 차이가 있으나 조리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수분이 증발하여 조리 후에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토리묵가루 첨가 건빵의 색도는

원재료가 가지는 어두운 갈색의 영향 때문에 도토리묵가루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과 b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고 a값은 차이가 없었다. 관능평가 결과 도토리묵가루 첨가

군 간의 비교에서 천제적인 기호도는 50%첨가군이 가장 높

았으며 조직감 및 향기에서도 50%첨가군이 높게 측정되어

도토리묵가루를 첨가비율을 50%로 선정하였다. 선행실험

을 통해 도토리묵가루의 첨가량 50%를 기준으로 도토리 추

출물 0%, 0.1%, 0.5%, 1%(w/w)를 첨가한 건빵을 제조하여

경도 및 색도,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경도는 추출물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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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추출물은

고농도의 도토리 엑기스로 추출물이 갖는 점성에 의한 영향

이라고 생각된다. 색도는 추출물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색이

진해져 L값은 감소하고 경향을 보였고 a값과 b값은 큰 차이

가 없었다. 이는 첨가구간의 추출물 첨가량의 차이가 크지

않아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맛과 조직감은 0.1%에

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0%, 0.5%, 1%(w/w) 순으로 측정

되었으며, 도토리 추출물을 첨가할 경우 0.1%가 적절할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체적인 기호도는 도토리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졌으며, 이는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출물의 특유의 향기와 쓴맛이 함께 증가하여 기호도

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

인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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