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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표면분석을 이용해 개발한 황금과 대두콩/서리태 분말 혼합 쿠키가

정상인의 혈당반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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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cookies made with soybean/seoritae and Hwanggum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on the blood glucose response in healthy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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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optimal formula for cookies containing soybean/seoritae, Hwanggum,
and isomalto-oligosaccharide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to achieve a blood glucose lowering effect. The model
showed a good fit with the experimental data [R2=0.92 (soybean) and 0.93 (seoritae)]. However, the p-value of lack of
fit was less than 0.05 and ridge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an optimal formula. The estimated optimal conditions were
as follows: soybean cookie: 68.7% soybean, 2.5% Hwanggum, and 75.2% isomalto-oligosaccharide; seoritae cookie: 56.5%
soybean, 3.8% Hwanggum, and 56.2% isomalto-oligosaccharide. The area under the curve and glycemic index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soybean cookie group than in the control. The glycemic load (GL) index of the soybean (19.9)
cookie was in the range of a low-glycemic food (<20 GL). These results can be applied to develop a cookie with a blood
glucose lower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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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뇨병 환자는 약물요법(인슐린, 경구혈당 강하제)을 사용하더

라도 혈당조절이 쉽지 않으며, 약물요법 시 나타나는 부작용은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천연소재 발굴 및 건강기능성 식

품 개발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다(1). 인슐린 의존형과 인

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있어 혈당 조절은 가장 근본

적인 치료방법들 중 하나이다. 식후 혈당은 인슐린 분비, 탄수화

물 흡수 및 간과 말초조직의 당대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식

후 혈당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혈액 내 중성지질의 농도가 증가

하여 심혈관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된다(2,3). 그러므로 당뇨

병 환자들에게는 혈당조절을 위한 혈당 지수가 낮은 복합 탄수

화물 식품의 섭취가 권장되고 있다.

콩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과 정상적인 혈중 지방 및 지단백질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유익

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으며(4,5), 대두 내에 함유되어

있는 트립신 억제제는 당뇨 쥐에 투여 시 혈당을 감소시키고(6,7)

랑게르한스섬의 β세포를 분열 증식시켜 β세포의 수와 크기를 증

가할 뿐 아니라 트립신 저해제의 자극에 의해 콜레시스토키닌과

pancreozymine이 분비되어 β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의 유리를 증

가시킨다(6,8). 또한 대두 섬유소의 겔 형성능은 위와 소장의 통

과시간을 지연시킴으로 인해 식후 혈당 상승을 늦추는 작용을 한

다. 대두에 함유된 항산화물질로서 아이소플라본(isoflavone) 외에

도, 사포닌(saponin), 클로로겐산(chlorogenic acid), 카페산(caffeic

acid), 페룰산(ferulic acid)와 파라쿠마린산(p-coumaric acid) 등의

페놀산(phenolic acid)도 상당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다(9). 그리

고 검정콩은 약콩이라 하여 검정콩 껍질에서 항산화 효과가 탁

월한 글리시테인(glycitein)이 검출되었으며 아이소플라본, 안토시

아닌(anthocyanin), 폴리페놀(polyphenol) 함량 역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10).

올리고당은 단맛을 가지고 있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건강에 여

러 가지 이점을 주고 있어 설탕 대체식품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

다. 또한 올리고당은 장내 미생물의 성장을 도와 장 건강에 긍정

적인 역할을 하며, 항비만 효과, 혈중 지질 개선 효과, 항염증 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그리고 당뇨 쥐에서의 올

리고당 역시 내당능 개선 효과와 이당류 분해효소 활성의 감소

로 인한 혈당 저하 효과로 저칼로리 식품으로서의 효과와 지질

에서 개선 효과가 보고되었다(12). 그 중 아이소말토올리고당은

분지 올리고당으로 α-1,6 결합이 한 개 이상 존재하며 보습성과

방부성이 뛰어나고 단맛의 개선과 녹말의 노화방지에 효과적이

다(13).

최근 당뇨병 환자들은 천연물 유래 기능성 식품 또는 대체 의

학을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영

향으로 오랜 기간 민간요법으로 사용되면서 효능이 인정되고 특

별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은 천연물들을 대상으로 생리활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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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분리 및 작용기전에 관한 연구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알파글루코시데이즈(α-glucosidase)는 소장 점막의 brush border

효소(maltase, sucrase, glucoamylase)로서 이당류를 단당류로 분해

하는 기능을 갖는데, 이 효소가 억제될 시 식후 혈당의 상승이

완만해지면 혈액 내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이 극히 제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보(14)에서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억제

효능을 확인한 황금과 혈당 상승 지연에 효과가 있는 대두 분말,

서리태 분말, 아이소말토 올리고당을 반응표면분석을 활용하여

개발한 기호 식품이 정상인들의 혈당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재료 및 방법

황금 첨가 대두/서리태 혼합 쿠키의 최적 배합비 개발

대두분말을 이용한 대두분말쿠키의 예비 실험을 통하여 최적

배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두분말(X1) 또는 서리태분말(X1), 한

약재(X2), 아이소말토올리고당(X3)의 함량을 3개의 독립변수로 설

정하고 실험영역으로는 5단계로(−2, −1, 0, +1, +2) code화 하였

다(Table 1). 이러한 독립변수들과 code를 이용하여 반응 표면 실

험 계획을 중심합성계획에 따라 작성하였다(Table 2). 즉, fractional

23 factorial design (8개), star points (6개) 및 central points (4개)

로 총 18개의 실험을 무작위로 수행하며 반응변수는 관능검사 항

목 중 전반적인 기호도로 하였다. 모든 실험결과는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oftware, version

8.1, Cary, NC, USA)의 RSREG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SAS/

GRAPH로서 3차원도를 작성하여 zero level에서 두 독립변수간의

상관성을 검토하였다.

쿠키 제조

대두/서리태 분말을 첨가한 쿠키는 다음의 배합비를 기준으로

제조하였다: 박력분(Samyang, Seoul, Korea) 100%, 슈거파우더

(sugar powder, Shin-kwang, Kimhae, Korea) 50%, 소금(Hanju,

Ulsan, Korea) 1%, 버터(Swoulmilk, Seoul, Korea) 50%, 베이킹

파우더(Jenico, Seoul, Korea) 1%, 난백 25%. 대두(Chorokdeul,

Daegu, Korea)/서리태 분말(Green natural, Jeonnam, Korea)과 이

소말토 올리고당(CJ Cheiljedang, Seoul, Korea)은 박력분과 설탕

기준으로 대체되어, 18개 실험 조합에 따른 쿠키의 배합비는 각

각 다르게 설정되었다. 반죽은 제조한 후 밀봉하여 4oC의 냉장실

에서 1시간 동안 휴지시켰다. 반죽이 작업할 수 있는 정도가 되

면 4×4×1 cm가 되도록 균일하게 절단하여 180oC로 예열해 둔 컨

벡션 오븐(SDO-33, Shinshin Co. Ltd., Busan, Korea)에서 15분간

구웠다. 구운 쿠키는 1시간 동안 20±4oC에서 냉각시킨 후 OPP

필름으로 포장하고 24시간 후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쿠키의 조직감 측정

쿠키의 조직감은 Texture Analyzer (Model TA-XT2, Stable

Micro Systems, Haslemere, Englan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쿠

키의 두께가 50.04±1.48 mm 이므로 측정거리를 75 mm로 하여 관

통실험(puncture test)을 실시하였다. 시료의 크기는 가로 4.5 cm,

세로 4.5 cm로 측정부위는 중앙부위를 선택하여 측정하였고, 관

통하였을 때 얻어지는 힘-거리(force-distance) curve로부터 texture

profile을 산출하여 경도(hardness)와 피크(peak) 수를 측정하였다.

쿠키의 경도는 Texture Analyzer의 힘-거리 curve의 첫 번째 bite

에서 피크가 가장 높은 부위로 하였으며, 바삭(brittleness)한 정도

는 기록 차트에서 피크 수를 계산하여 나타내었다(15). 한 시료

당 10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치로 표시하였으며, 측정 시 사용된

조건은 다음과 같다. Pre-test speed: 5.0 mm/s, Test speed:

1.0 mm/s, Post-test speed: 10.0 mm/s, Distance: 75.0 mm, Trigger

type: Auto-5 g, Accessory: 25 mm plexiglass cylinder probe (P/25P)

소비자 기호도 검사

경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생과 학부생 20명의 검사요원

들을 선발하여 관능검사에 필요한 충분한 훈련을 하였다. 기호도

검사에 사용된 관능특성은 외관, 향미, 조직감, 전반적인 기호도

로 1점을 대단히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9점을 대단히 좋아하는 것

으로 9점 항목 척도를 사용하였다.

혈당 측정, 혈당지수, 혈당부하지수 계산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신체 건

강한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특별한 질환이

없고 연구의 목적과 절차, 예상되는 효과와 잠재적인 위험요소

등을 설명하여 연구의 취지의를 충분히 이해시킨 후 자발적 참

여를 원하는 대상자만을 실험에 참여시켰다. 모집공고문을 통해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체질량지수 ≥22.9 kg/m2, 공복혈당 ≥110

mg/dL.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본 연구의 절차와 연

구윤리를 포함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였고,

연구에 동의하였더라도 연구 진행 도중에 연구 참여를 원치 않

는 경우에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내용과 진행방법 등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한 10명을

대상으로 총 3회 혈당 측정을 실시하였다. 매 혈당 측정일 전날

부터 측정 당일 오전까지 12시간 절식 후, 공복 시 혈당을 측정

하였다. 1회차 시료는 탄수화물 함량이 50 g이 되도록 준비한 대

조군으로 대두, 서리태, 황금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100% 밀가

루 쿠키를 섭취하도록 하였으며 2회차 시료는 동일한 당질함량

의 대두, 황금 분말 첨가 쿠키, 3회차 시료는 서리태, 황금 분말

첨가 쿠키를 섭취하도록 하여 15, 30, 60, 90 및 120분에 혈당을

측정하였다. 혈당 측정은 혈당측정계(Accu-Chek Softclix, Roche

Diagnostics Co., FL, USA)로 2회 반복하여 측정하였으며 혈당반

응 결과를 대조군인 밀가루 쿠키와 비교하기 위하여 박력분 쿠

키 섭취 후 2시간동안 혈당반응면적과 대두+황금 분말/서리태+

황금 분말 쿠키섭취 후의 혈당반응면적을 비교하여 백분율로 계

산한 것을 혈당지수로 나타내었다.

Glycemic index (GI)

=Blood glucose area after ingestion of soybean or seoritae cookie/

 Blood glucose area after ingestion of wheat cookie ×100

혈당반응면적은 공복시 혈당이 혈당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

도록 대두쿠키 섭취 후 증가된 혈당면적만을 계산하고 혈당 측

정 이후부터 혈당이 공복 시 혈당까지 감소될 때까지의 시간은

비례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혈당부하지수(Glycemic load, GL)

는 혈당지수(Glycemic index, GI)를 바탕으로 식품의 실제섭취량

을 고려해 탄수화물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혈당지수는 특정

식품 내 탄수화물이 얼마나 빨리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흡수되는

가를 알려주는 질적인 수치로 1회 1인 섭취분량과 같은 양적인

면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식품섭취량을 고려한 혈당부

하지수를 함께 계산하였다(16).

Glycemic load (GL)=Quantity of carbohydrate per serve×GI/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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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모든 데이터의 통계처리는 SPSS (ver. 18.0 IBM Inc.,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관능검사와 식품물성 측정 결

과는 평균±표준편차, 혈당측정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

다. 실험군간의 평균값의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안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반응표면분석에 의한 최적 쿠키 배합비 개발

Table 1에서 디자인한 중심합성계획에 따라 밀가루 기준으로

대두나 서리태 가루는 10, 30, 50, 70 또는 90%로 대체하고, 황

금 분말은 1, 3, 5, 7 또는 9%, 아이소말토올리고당은 10, 30, 50,

70 또는 90%로 혼합 사용하여 제조한 쿠키의 전반적인 기호도

를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는 혈당 상승

을 지연시킬 수 있는 쿠키를 개발하는 것이므로, 개발된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섭취가 가능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황금

분말의 경우 특유의 쓴 맛으로 인해 황금 분말 첨가량 증가에 의

한 혈당상승 지연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강한 쓴 맛은 소비

자들이 섭취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식품을 개

발하는 목적은 소비자들이 섭취한 후 그들의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개발된 건강식품들이 소비자들

에게 섭취가 거부된다면 개발된 식품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

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반응변수의 항목으로 외관,

향미, 맛, 조직감을 바탕으로 측정된 값인 전반적 기호도로 설정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식품의 섭취가능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

다. 대두/서리태 분말, 황금 분말, 아이소말토올리고당을 사용하

여 제조한 쿠키의 전반적인 기호도는 대두 분말 50-70%, 황금

분말 3-5%, 아이소말토 올리고당 50-70% 범위와 서리태 분말 50-

70%, 황금 분말 3-7%, 아이소말토 올리고당 50-70% 범위에서 전

반적인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 합성계획에 의해 실험을 실시하여 얻은 전반적인 기호도

결과 값(Table 2)을 이용하여 반응표면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반

응표면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3과 4에 나타내었다. 대두

분말(X1)과 아이소말토 올리고당(X3)은 전반적인 기호도에 유의

적이었으나, 황금 분말(X2)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3). 대

두 분말(X1)과 아이소말토 올리고당(X3)의 quadratic 영향은 유의

적으로 나타났고, 각 변수들간의 상호작용은 전반적인 기호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서리태 분말(X1), 황금 분말(X2), 아이소말토

올리고당(X3)은 전반적인 기호도에 유의적이었고, 서리태 분말

(X1), 황금 분말(X2), 아이소말토 올리고당(X3)의 quadratic 영향도

유의적이었으나, 각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은 대두쿠키와 같이 전

반적인 기호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적합 결여 검증(lack ok fit

test)에서는 두 시료 모두 0.05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어 설계된 반

응모형이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정계수(R2)가 각

각 0.923, 0.927로 1에 가까우며, 전체적인 모형(total regression)이

0.05보다 낮으므로 가정된 반응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3의 결과를 바탕으로 반응모형 방정식을 작성하면 대두

쿠키는 일차항(linear)과 이차항(quadraratic)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고, 서리태 쿠키는 일차항과 이차항, 교차항 모두에서 유의성

을 나타내었으므로 방정식을 작성하면 Table 4와 같다. 반응표면

분석은 회귀분석 결과에서 정상점(stationary point)이 안장점(saddle

point)이 아니고 최대점(maximum)일 경우의 예측된 값을 혼합 최

적 조건이라고 하였다. 또한 쿠키의 전반적인 기호도를 가장 높

일 수 있는 세가지 물질의 혼합 최적 조건을 반응표면 분석법을

이용하여 도출하였으며,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대두나 서리태 분

말, 황금 분말, 아이소말토올리고당의 혼합 효과는 Fig. 1과 같

다. 대두와 서리태 쿠키는 각각 위 반응모형 방정식에서 얻어진

정상점은 안장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위에서 얻어진 예상

전반적인 기호도는 최고점이라 할 수 없었으며, 가장 높은 전반

적인 기호도를 얻을 목적으로 능선분석(ridge analysis)를 수행하

였다. 그 결과 본 실험에서 설정한 영역내에서의 추정되는 최대

점은 반경(coded radius) 1.0에서 대두 쿠키 7.97, 서리태 쿠키

7.95의 전반적인 기호도가 예상되었으며, 이 점을 반응표면분석

에 의한 최고 전반적인 기호도를 나타내는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이 최고점을 만족하는 각 변수의 조건은 대두 쿠키의 경우 대두

Table 1. Variables and levels of a soybean or seoritae cookie with addition of Hwanggum and isomalto-oligosaccharide based on central

composite design

Independent
variables

Symbol
Coded level

-2 -1 0 +1 +2

Soybean/Seoritae powder (%) X1 10 30 50 70 90

Hwanggum (%) X2 1 3 5 7 9

Isomalto-oligosaccharide (%) X3 10 30 50 70 90

Table 2. Overall acceptability of a soybean and seoritae cookie
with addition of Hwanggum, and isomalto-oligosaccharide

Treatment
No.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Overall acceptability

X1
1) X2 X3 Soybean Seoritae 

1 -1 -1 -1 2.4 3.6

2 +1 -1 -1 3.1 4.7

3 -1 +1 -1 5.2 5.6

4 +1 +1 -1 3.3 5.5

5 -1 -1 +1 5.2 4.5

6 +1 -1 +1 6.2 6.5

7 -1 +1 +1 3.2 4.6

8 +1 +1 +1 6.3 7.7

9 +2 0 0 6.2 7.9

10 -2 0 0 6.3 7.5

11 0 +2 0 6.3 7.6

12 0 -2 0 5.6 4.2

13 0 0 +2 5.8 3.3

14 0 0 -2 4.7 5.0

15 0 0 0 8.7 7.7

16 0 0 0 6.3 6.9

17 0 0 0 7.5 4.3

18 0 0 0 5.8 5.2
1)X1: Soybean or seoritae powder, X2: Hwanggum X3: Isomalto-
oligosaccha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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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68.7%, 황금 분말 2.5%, 아이소말토 올리고당 75.2%로 결

정되었으며, 서리태 쿠키는 서리태 분말 56.5%, 황금 분말 3.8%,

아이소말토 올리고당 56.2%에서 최대값을 보여주었다.

최적배합비로 제조한 대두/서리태 쿠키의 조직감 및 전반적인

기호도

대두 분말과 서리태 분말의 최적 배합조건에서 제조한 쿠키로

측정한 조직감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경도는 일반 박력분과 슈

거파우더로 만든 쿠키(대조구)가 1.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

음으로 서리태, 대두 분말 순으로 각각 1.59와 1.27이었다. 바삭

함은 경도가 높은 대조구가 51.20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

로 서리태 분말, 대두 분말 순으로 유의적으로 낮아졌다. 대조구

에서 경도와 바삭거림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제과제빵 제품에서의

밀단백질의 역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과 반죽 과정 중 생

성된 글루텐은 쿠키 내부 구조의 고정화 및 부피에 영향을 주어

일정한 경도와 바삭거림의 조직감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16). 반

면 서리태와 대두 분말 쿠키에서 경도와 바삭거림이 낮은 것은

대조구에 비해 박력분의 대체비율이 각각 56.5, 68.7%로 높아 밀

가루 단백질의 희석효과로 반죽과정 글루텐 네트워크 형성의 입

체방해를 통해 부드러운 조직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반응 표면 분석에 의해 얻어진 최적배합조건에 의해 제조한 대

두와 서리태 쿠키의 관능검사 결과 박력분으로 만든 쿠키보다 유

의적으로 전반적인 기호도가 향상되어 우수한 배합비의 대두와

서리태 쿠키의 제조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6). 이는

대두와 서리태 분말의 고소한 맛과 황금 분말의 쓴 맛, 아이소말

토 올리고당의 단맛이 잘 이루어진 최적 배합비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최적배합비로 제조한 대두/서리태 쿠키의 혈당 상승에 미치는

영향

최적배합비로 제조한 대두/서리태 쿠키가 정상 성인의 혈당반

Table 3. Model coefficients estimated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for overall acceptability

Factor
Overall acceptability

Soybean Seoritae

 Constant 6.357 7.727

 Linear

 X1
1) 0.163*2) 0.241*

 X2 0.552 2.768*

 X3 0.184* 0.311*

 Quadratic

 X1
2 -0.001* -0.002*

 X2
2 -0.012 -0.170*

 X3
2 -0.001* -0.002*

 Crossproduct

 X1X2 -0.001 -0.004

 X1X3 0.001 0.001

 X2X3 -0.009 -0.023

 Model

 Linear 0.0002* 0.015*

 Quadratic 0.0130* 0.001*

 Crossproduct 0.4299 0.018*

 R2 0.9233 0.9274

 Total regression (>F) 0.0014 0.001

 Lack of fit 0.0004 0.010
1)X1: Soybean or seoritae powder, X2: Hwanggum X3: Isomalto-oligo-
saccharide
2)Significant at p<0.05

Table 4. Polynominal equations calculated by RSM program for cookies with addition of soybean or seoritae powder, Hwanggum, and
isomalto-oligosaccharide

Response Type of cookie Polynomial equation R21) Significance

Overall acceptability

Soybean Y=6.357+0.163X1+0.184X3−0.001X1
2−0.001X3

2 0.92 0.0014**2)

Seoritae
Y=7.727+0.241X1+2.768X2+0.311X3−0.002X1

2

     −0.170X2
2−0.002X3

2 0.93 0.001**

1)R2=Coefficient of determination
2)**Significant at p<0.05

Table 5. Texture properties of a soybean and seoritae cookie with

addition of Hwanggum and isomalto-oligosaccharide under

optimum condition

Hardness (kg) Brittleness (No.)

Control 01.84±0.141)a 51.20±4.80a

Soybean cookie 1.27±0.12c 39.30±3.23b

Seoritae cookie 1.59±0.13b 42.30±3.37b

1)Mean±SD (n=10).
a-c)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each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6. Sensory evaluation of soybean and seoritae cookie with
addition of Hwanggum and isomalto-oligosaccharide under

optimum condition

Control1) Soybean cookie Seoritae cookie

Overall
acceptability

06.1±0.92) 7.8±0.7***3) -

6.3±0.8 - 8.1±0.7***

1)Cookie made with wheat flour and sugar powder
2)Values are mean±SD (n=20), Sensory evaluation was performed by
20 panelists using 9-point hedonic scale (1: dislike extremely→9: like
extremely)
3)***Control vs Soybean cookie, Control vs Seoritae cookie,
Significant at p<0.001

Table 7. The areas under the curve after ingestion, the mean

glycemic index (GI) of wheat cookie and glycemic load (GL) of
soybean and seoritae cookie

Group
Area under curve 

(min·mg/dL)
GI (%) GL

Control 13573.5±535.61)a 101.2±4.0a -

Soybean cookie 12276.8±289.2b 090.4±2.2b 19.9

Seoritae cookie 12410.3±357.6ab 0091.5±2.7ab 21.9

1)Mean±SE
a-c)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each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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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 미치는 영향은 박력분으로 제조한 대조군 쿠키와 비교하였

다. 이 때 혈당 측정을 위해 선정한 임상시험 대상자들의 일반사

항은 평균연령 39.7세, 평균 신장 163.1 cm, 평균 체중 67.1 kg, 신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지수 22.2 kg/m2였으며, 공복 혈

당은 83-110 mg/dL 범위로 나타났다. 대조군, 대두 쿠키, 서리태

쿠키 섭취 전 혈당은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섭취 15분 후 대

조군은 118.0 mg/dL로 유의적으로 높아졌으나, 대두쿠키 섭취군

은 106.2 mg/dL로 유의적으로 낮았다(Fig. 2). 섭취 30분 후 대조

군은 128.4 mg/dL으로 유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대두 쿠키 섭취

군(107.6 mg/dL)과 서리태 쿠키 섭취(114.3 mg/dL)군은 유의적으

로 혈당상승이 지연되었다. 120분 동안의 혈당반응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대조군보다 대두쿠키/서리태쿠키 섭취군에서 혈당상

승 속도가 지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설탕 첨가 우유

아이스크림에 비해 대두분말 발효베이스 아이스크림이 섭취 후

혈당 상승 정도가 완만하였다고 보고한 Park 등(17)의 연구 결과

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경향은 식후 혈당 관리가 매

우 중요한 당뇨 환자에게는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하였다.

혈당곡선하 면적에서 대두 쿠키 섭취군에서 혈당반응의 총면

적은 대조군 섭취보다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혈당반응곡선의 면

적을 이용하여 당지수를 산출한 결과 당지수 역시 대두 쿠키의

Fig. 1. Response surface of overall acceptability of cookie as effects of soybean or seoritae powder, Hwanggum powder, and isomalto-

oligosaccharide. a: soybean powder and Hwanggum powder, b: soybean powder and isomalto-oligosaccharide, c: Hwanggum powder and
isomalto-oligosaccharide, d: seoritae powder and Hwanggum powder, e: seoritae powder and isomalto-oligosaccharide, f: Hwanggum powder
and isomalto-oligosaccha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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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지수가 대조군 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Table 7). 그러나 대두

와 서리태 쿠키 모두 고당지수 범위에 속하였다. 저당지수 식품

은 55 또는 그 이하, 중당지수 식품은 56-69, 고당지수 식품은 70

또는 그 이상의 범위에 속하며, 저당지수에 해당하는 식품은 혈

당상승이 완만하고 인슐린을 천천히 분비시킨다(18). 일반적으로

당부하지수가 낮은 식품들은 당지수가 낮으나 섭취량이 많은 식

품의 경우는 혈당이 크게 상승하며 인슐린 요구도가 높아지므로

질적인 개념의 당지수와 양적인 개념의 당부하지수를 함께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대두 쿠키와 서리태 쿠키 당부하지수

는 각각 19.9, 21.9로 계산되었으며, 당부하지수가 20 이하일 경

우에는 저당지수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대두쿠키는 저당지수 식품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반응표면분석을 이용하여 개발한 대두/서리태

분말, 황금, 아이소말토 올리고당 첨가 쿠키가 정상인들의 혈당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반응표면분석의 중심

합성 계획에 따라 독립변수 대두/서리태 분말, 황금, 아이소말토

올리고당 3가지에 대한 반응변수로는 전반적인 기호도로 설정하

였다. 반응모형의 결정계수는 대두 쿠키가 0.923, 서리태 쿠키가

0.927로 1에 근접하였으며, 전체적인 모형이 0.05보다 낮아 적합

한 반응모형으로 나타났다. 대두쿠키는 안장점을 나타내고 있어

능선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고점을 만족하는 각 변수의 조건은 대

두분말 68.7%, 황금 분말 2.5%, 이소말토 올리고당 75.2%로 결

정되었다. 서리태 분말 쿠키 또한 능선분석 실시 결과 서리태 분

말 56.5%, 황금 분말 3.8%, 이소말토 올리고당 56.2%에서 최대

값을 보여주었다. 최적배합비에 따라 제조한 대두/서리태 쿠키의

조직감 측정 결과 단단한 정도와 바삭거리는 정도는 유의적으로

낮아졌고, 전반적인 기호도는 대조군보다 대두/서리태 쿠키의 전

반적인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리고 최적배합비로

개발된 쿠키가 정상인의 혈당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대조군보다

대두쿠키 섭취군에서 혈당반응면적과 당지수가 유의적으로 낮아

졌으며, 당부하지수 계산 결과 대두쿠키 19.9, 서리태쿠키 21.9로

나타났다. 당부하지수 20이하는 저당지수 식품에 해당이 되므로

대두쿠키가 저당지수 식품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혈당상승을 지연시킬 수 있는 쿠키 개발 가능성

을 제안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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