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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한 상황버섯균사체 배양액 침지

발아현미 첨가 머핀의 제조 조건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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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muffin recipe that included germinated brown rice powder soaked
in a mycelial culture broth of Phellinus linteus (GBRP). Muffins were made using various quantities of GBRP,
butter, and milk. An assessment was conducted using the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which included
16 experimental points with three replicates for the three independent variables: GBRP, butter, and milk. The
physical and chemical evaluation using the RSM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whereas the hardness, cohe-
siveness, springiness, gumminess, and chewiness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actors (p<0.05). The sensory evaluation using the RSM was highly effective in describ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overall acceptability and taste (p<0.001). Thus, the optimal combination of ingredients in a GBRP muf-
fin, as assessed with numerical and graphical methods, was 84.041 g GBRP, 110.224 g butter, and 80.0 g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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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발아현미는 적당한 온도와 수분, 산소 등을 공급하여 현미

의 싹을 1～5 mm까지 발아시킨 것으로 현미의 영양과 기능

을 극대화시키면서 식미는 현미보다 훨씬 부드러운 쌀이다

(1,2). 발아현미는 발아과정 중 phytic acid가 인과 inositol로

바뀌면서 소화 장애를 일으키지 않아 소화성이 뛰어나고(3),

식이섬유 중 hemicellulose는 효소 작용으로 5탄당 고분자화

합물인 arabinoxylan이 생성되어 면역증진 효과를 가지고

있다(4). 또한 칼슘, 비타민 B1, B2, B6, 니코틴산, 판토텐산,

엽산, 비타민 E 등의 함유량이 현미보다 높고(5),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소 함유량은 감소하는 반면, super-

oxide dismutase(SOD), γ-aminobutyric acid(GABA) 및

γ-oryzanol 등의 기능성 성분이 증진되거나 새로이 생성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GABA는 비단백 아미노산의 일

종으로 포유동물의 뇌나 척수에 존재하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로, 뇌기능을 촉진시키고, 혈압강하, 통증완화 및 알코

올 대사 증진 효과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또한 γ-oryzanol은 미강과 배아 중에 함

유된 성장 촉진 물질인 지용성 유효성분으로 산화방지 및

항암 효과 등이 보고되었고, tocotrienol과 ferulic acid 등의

항산화작용을 하는 페놀성 화합물도 함유되어 있다(4).

상황버섯(목질진흙버섯, Phellinus linteus)은 분류학적

으로 담자균아문(Basidiomycotina) 민주름버섯목(Aphyll-

ophorales) 소나무비늘버섯과(Hymenochaetaceae) 진흙버

섯속(Phellinus)에 속하는 백색 부후균으로(8,9) 뽕나무 줄

기에 자생하며 삿갓표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황색이므로 상

황(桑黃)이라고 불린다(9). 상황버섯은 중국의 본초강목에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목이(木耳)의 항으로 분류하며 상

이(桑耳), 상황(桑黃) 등으로 기록하고 있고, 동의보감에서

는 상목이(桑木耳)로 기록되어 있으며 어혈, 혈병, 종양 등의

각종 치료약으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9,10).

상황버섯은 일본국립암센터의 화학연구팀이 고형암에 대하

여 종양 저지율 96.7%, 종양 완전 퇴치율 87.5%의 결과를

보고한 이래 국산 상황버섯의 항암 작용, 항전이 효과 및

면역 조절 기능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특히 상황버섯에서

추출한 다당체들이나 배양된 균사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면

역 및 항암효과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상황버섯의 항암

유효 성분으로 단백 다당체는 주로 arabinose 7%, silliose

2.8%, glucose 21.1%, galactose 24.1%, mannose 44.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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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ormal composition and increment of GBRP1) muf-
fins formula

Ingredient Weight (g) Increment (g)

Wheat flour
GBRP
Butter
Sugar
Egg
Milk
Baking powder
Salt

120
80
100
120
100
100
4
1

±10
±10

±10

1)
Germinated brown rice soaked in mycelial culture broth of
Phellinus linteus.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11). 최근 현미에 비해 기

능성, 기호성, 편의성 등이 증진된 발아현미에 상황버섯종균

을 접종시켜 생산된 상황버섯발아현미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됨에 따라 다양한 제품 생산에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건강

기능식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발아현미상황버섯에 대

한 선행연구로는 피부면역 질환에 대한 영향(12), 암세포 생

장억제 및 항종양활성 효과(13), 소아 아토피 피부염에서 발

아현미 상황버섯(P. linteus)의 임상적 치료효과(14), 발아현

미 상황균사체의 면역조절 활성에 관한 연구(15) 등이 보고

되었다. 현재 발아현미 및 상황버섯과 상황버섯종균을 발아

현미에 접종시켜 제조한 발아현미상황버섯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상황버섯균사체 배양액에 침지한

발아현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쌀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건강 소

재와 식품 개발로 쌀 소비를 촉진하고 다양한 생리활성기능

이 있는 상황버섯침지발아현미의 이용분야를 확대함과 동

시에 기능성 머핀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식품공업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반응표면분석법을

통해 상황버섯침지발아현미 머핀의 관능적 최적점을 갖는

레시피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머핀의 재료는 박력분(CJ 주식회사), 달걀(축성농장), 버

터(서울우유), 우유(부산우유), 백설탕(CJ 주식회사), 소금

(제재염, 해표, NaCl 88% 이상), 베이킹파우더(주식회사 웰

가)로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상황버섯균사체 배양

액에 침지한 발아현미(이하 상황버섯침지발아현미)는 풀앤

필바이오사로부터 구입하여 분말 제조 시 탈습, 전분호화,

단백질 변성 등의 열변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dry ice를 첨가

한 고속 mill-type grinder(IKA-Labortechnik, Type A 10,

JANKE & KUNKEL GMBH & Co. KG, Staufen, Ger-

many)로 분쇄한 후 90 메쉬 표준체(Chung Gye Industrial

Mfg. Co., Seoul, Korea)를 통과시켜 -20oC에서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실험계획

상황버섯침지발아현미 머핀 배합 비율의 최적화를 위하

여 머핀의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상황버섯침지발

아현미와 버터, 우유를 주요 변수로 하여 반응표면분석법

(RSM: response surface methodology)으로 최적화하였으

며, 최소 및 최대 범위는 예비실험을 거쳐 상황버섯침지발아

현미 60～100 g, 버터 80～120 g, 우유 80～120 g으로 설정하

였다(Table 1). 실험설계는 중심합성계획(central composite

design)에 따라 2개의 반복점이 존재하여 16개의 실험군이

설정되었고, 종속변수는 머핀의 이화학적 특성(높이, 수분,

pH)과 기계적 특성(경도, 부착성, 응집성, 탄력성, 검성, 씹힘

성)을 측정하였으며, 관능검사(외관, 색, 향, 맛, 조직감, 전반

적인 기호도)를 실시하였다. 관능점수의 목표값을 5.0으로

설정하고, 만족도 함수(desirability function)를 이용하여 만

족도를 최대화하는 상황버섯침지발아현미, 버터, 우유의 최

적값을 구하였다.

상황버섯침지발아현미 머핀의 제조

상황버섯침지발아현미 머핀은 크림법으로 제조하였다.

즉, 버터를 반죽기(Hand mixer Concept-190L, EGS, Hong-

kong, China)로 1분간 믹싱한 다음 설탕을 넣고 1분간 혼합

하고, 달걀을 3번에 나누어 넣으면서 3분간 믹싱하였다. 그

리고 박력분, 베이킹파우더, 소금, 상황버섯침지발아현미를

넣어 혼합한 후 우유를 넣고 반죽하였다. 머핀 반죽은 유산

지를 깐 머핀 틀에 70 g씩 팬닝하여 윗불 185oC, 아랫불 175
oC로 예열된 오븐(Auto 21, 신신공업사, Busan, Korea)에서

25분간 구워낸 다음 실온에서 1시간 방냉시켜 시료로 사용

하였다.

머핀의 이화학적 특성 측정

머핀의 무게와 높이는 오븐에서 구워낸 머핀을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방냉 시킨 후 한 처리군당 5개의 시료를 사용하

여 각 시료 당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으며,

높이는 머핀의 최고 높이 부분에서 종단으로 2등분한 단면

을 측정하였다. 머핀의 수분은 머핀의 중앙 부분에서 5 g을

정확히 취하여 항량 접시에 균일하게 펼친 후 수분 측정기

(NA 45-000230V1, Sartorius Ag, Gottingen, Germany)를

사용하여 105
o
C 상압가열 건조법으로 측정하였다. 머핀의

pH는 머핀의 중앙부분에서 5 g을 정확히 취하여 비커에 넣

고 증류수 15 mL를 가하여 vortex mixer로 1분간 혼합하고

homogenizer(AM-7, Ace homogenizer, Nihonseiki, Tokyo,

Japan)를 이용하여 1,000 rpm에서 1분간 균질화한 후 pH

meter로 한 처리군당 5개의 시료를 사용하여 각 시료 당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머핀의 기계적 특성 측정

머핀의 기계적 특성은 머핀의 내부를 3×3×2 cm의 동일

한 크기로 잘라 Texture analyser(CT3-4500, Brookfield

Engineering LABS. Inc., Florida, MA, USA)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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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muffins

Sample
No.

Veriable levels
Weight (g) Height (cm) Moisture (%) pH

GBRP
1) Butter Milk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90
90
90
90
70
70
70
70
80
80
60
100
80
80
80
80

110
110
90
90
110
110
90
90
100
100
100
100
80
120
100
100

110
90
110
90
110
90
110
90
100
100
100
100
100
100
80
120

63.47±0.43cd2)
63.94±0.57ab
63.43±0.53cd
63.69±0.54bcd
63.41±0.42cd
64.00±0.61ab
63.34±0.60d
63.69±0.66bcd
63.75±0.55abcd
63.84±0.51abc
63.63±0.50bcd
63.72±0.41bcd
63.72±0.55bcd
64.00±0.52ab
64.16±0.51a
63.44±0.54cd

5.41±0.08g
5.75±0.12b
5.56±0.07def
5.79±0.08b
5.48±0.06fg
5.57±0.05def
5.94±0.07a
5.74±0.11b
5.64±0.05cd
5.72±0.06bc
5.74±0.20b
5.52±0.08ef
5.64±0.14cd
5.58±0.10de
5.58±0.08de
5.48±0.08fg

29.22±0.80a
26.94±0.55e
29.24±0.54a
28.09±0.61abcde
29.04±0.76ab
27.33±0.47de
28.80±1.22abc
27.61±0.87cde
27.77±0.62bcde
27.72±0.16bcde
28.21±0.97abcde
28.37±0.53abcd
29.05±0.87ab
27.45±0.50de
25.61±0.20f
27.04±0.52de

7.62±0.00d
7.62±0.01d
7.55±0.01f
7.59±0.01de
7.76±0.02b
7.77±0.02b
7.77±0.01b
7.84±0.06a
7.77±0.01b
7.77±0.01b
7.76±0.01b
7.75±0.01b
7.86±0.01a
7.67±0.01c
7.58±0.01ef
7.75±0.01b

All values are mean±SD (n=5).
1)GBRP: germinated brown rice soaked in mycelial culture broth of Phellinus linteus.
2)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Polynomial equation calculated for weight, height, moisture, and pH by RSM program for muffins

Responses Polynomial equation
1)

R
2 2) p-value

Weight Y1＝64.1519＋0.0169X1＋0.0769X2－0.1944X3－0.1550X1
2
－0.1088X2

2
－0.1238X3

2

－0.0112X1X2＋0.0263X1X3－0.0563X2X3

0.558 0.608

Height Y2＝5.70063－0.04125X1－0.05875X2－0.04250X3－0.01250X1
2
－0.01750X2

2

－0.03625X3
2＋0.05500X1X2－0.08500X1X3－0.05000X2X3

0.821 0.094

Moisture Y3＝28.0606＋0.0644X1－0.2756X2＋0.5744X3＋0.1363X1
2＋0.1263X2

2－0.3550X3
2

－0.1412X1X2＋0.0662X1X3＋0.2062X2X3

0.821 0.093

pH Y4＝7.60500-0.04812X1-0.02313X2＋0.01437X3＋0.03625X1
2＋0.03875X2

2

＋0.01375X3
2
＋0.02375X1X2＋0.00375X1X3＋0.01375X2X3

0.612 0.495

1)
X1: GBRP (germinated brown rice soaked in mycelial culture broth of Phellinus linteus), X2: butter, X3: milk.
2)Coefficient of determination

test speed 2.0 mm/s, trigger load 10.0 g, test distance 10.0

mm, trigger force 5.0 g의 조건으로 경도(hardness), 부착성

(adhesiveness), 응집성(co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검성(gumminess), 씹힘성(chewiness)을 측정하였다.

머핀의 관능적 특성 평가

관능요원은 지속적으로 관능훈련을 받은 신라대학교 식

품영양학과 대학원생 및 학부생 25명을 panel로 선정하였다.

검사에 사용된 관능특성은 외관(appearance), 색(color), 향

(flavor), 맛(taste), 조직감(textur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로 매우 좋다 7점, 좋지도 싫지도 않다 4점, 매

우 나쁘다 1점의 7점 기호척도법으로 평가하였다. 시료의 검

사 순서상에서 올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네 자리 숫자

로 암호화하여 16가지의 머핀 중에서 무작위로 4종류씩을

골라 4개 군으로 묶은 후 일정한 크기(2.5×2.5×4 cm)로 잘
라 동일한 흰색 접시에 담아 물과 함께 제공하였다. 검사자

는 관능평가 시 우선 외관을 살피고, 향을 맡은 후 맛을 평가

하도록 하였으며 한 개의 시료를 평가한 다음에는 반드시

생수로 입안을 깨끗하게 헹군 다음 다른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통계분석

상황버섯침지발아현미 머핀의 이화학적, 기계적, 관능적

특성은 SAS program을 사용하여 각 시료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계산하였고, 분산분석과 Duncan의 다범위 검정을 실

시하여 5% 유의수준에서 시료간의 유의차를 검정하였다. 또

한 기계적 특성 및 관능적 특성 각 항목 간에는 피어슨 상관

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최적화

를 위한 각 성분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Minitab program

(version 14.0)을 이용하여 반응표면분석(Response Surface

Methodology)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머핀의 이화학적 특성

16개의 실험점으로 만든 상황버섯침지발아현미 머핀의

중량, 높이, 수분 및 pH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 5수준 3요

인에 대한 2차 회귀식에 의하여 형성된 반응표면의 결과는

Table 3, 각 요인 간의 교호작용을 나타내는 반응표면곡선

(surface plot)은 Fig.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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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ponse surface plot for weight, height, moisture, and pH of muffin. GBRP: germinated brown rice soaked in mycelial
culture broth of Phellinus linteus.

Weight 

Height

Moisture

pH  

머핀의 무게는 63.41±0.42～64.16±0.51 g으로 회귀곡선

에 대한 결정계수 R2는 0.558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은 GBRP

와 버터 함유량이 적어지거나 많아지는 경우 무게가 감소하

고 있는 반면, 중간 정도의 함유량이 될수록 무게가 증가하

는 경향이었다. 또한, GBRP 함유량이 적은 경우 우유 함유

량이 많아질수록 무게가 감소하는 반면, GBRP 함유량이 많

은 경우 우유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무게가 감소하는 경향이

었고, 버터의 함유량이 적은 경우 우유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무게가 감소하는 반면, 버터 함유량이 많은 경우에는 우유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무게가 감소하는 경향이었다(Fig. 1).

이는 단백질의 함유량이 감소할수록(16), 메밀가루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식빵의 무게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17)와

도 유사하였다. 반응표면분석법에서는 2～3개 또는 그 이상

의 독립변수가 존재하므로 독립변수의 함량에 따른 상호작

용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굽기 손실은 휘발성 물

질이 휘발하면서 수분이 증발한 것으로 같은 굽기 조건에서

손실률이 증가할수록 호화가 양호하고 껍질색의 착색도 좋

다고 보고(14,18)하였는데 무게가 감소할수록 굽기 손실률

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머핀의 높이는 5.41±0.08
～5.94±0.07 cm로 회귀곡선에 대한 결정계수 R2는 0.821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은 버터 함유량이 적은 경우 우유 함유량

이 많아질수록 높이가 증가하는 반면, 버터 함유량이 많을

경우에는 우유 함유량이 적어질수록 높이가 증가하는 경향

이었다. 또한 GBRP 함유량이 적은 경우 버터 함유량이 많아

질수록 높이가 감소하는 반면, GBRP 함유량이 많은 경우에

는 우유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GBRP

함유량이 적은 경우 우유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높이가 증가

하는 반면, GBRP 함유량이 많을 경우에는 우유 함유량이

적어질수록 높이가 증가하는 경향이었다(Fig. 1). 이는 마

분말의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버터의 함량은 적을수록 높이

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19)와 수수가루(20), 찹쌀가루(21),

보리 도정 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머핀의 높이가 감소한

다는 연구 결과(22)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Kim과 Shin(23)

은 밀가루가 현미가루로 대체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글루텐

함량이 감소되어 높이가 낮아진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도 상황버섯침지발아현미의 함유량이 감소할수록 높이는

증가하였다. 머핀의 수분은 25.61±0.20～29.24±0.54%로

회귀곡선에 대한 결정계수 R2는 0.821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

은 GBRP 함유량이 적은 경우 버터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수분이 증가하는 반면, GBRP 함유량이 많은 경우에는 버터

함유량이 적어질수록 수분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GBRP 함유량에 무관하게 우유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수분

이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버터 함유량이 적어질수록 우유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수분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Fig. 1).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의 수분은 상황버섯침지발아현미

9.20±0.1%, 밀가루 12.91±0.1%이었고, 일반적으로 우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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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xtural characteristics of muffins

Sample
No.

Veriable levels
Hardness (g)

Adhesiveness
(mJ)

Cohesiveness
Springiness
(mm)

Gumminess
(g)

Chewiness
(mJ)GBRP

1) Butter Milk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90
90
90
90
70
70
70
70
80
80
60
100
80
80
80
80

110
110
90
90
110
110
90
90
100
100
100
100
80
120
100
100

110
90
110
90
110
90
110
90
100
100
100
100
100
100
80
120

534.66±10.54c2)
557.00±28.58abc
514.00±5.00cd
517.33±21.51cd
438.00±13.00fg
524.50±33.57c
395.50±20.07g
544.83±27.59bc
604.53±81.32a
600.67±24.70ab
462.83±25.26def
551.17±18.26abc
436.00±7.00fg
454.83±29.80ef
517.00±28.33cd
502.33±44.66cde

0.03±0.01abc
0.03±0.01abc
0.02±0.01abc
0.02±0.02abc
0.04±0.02ab
0.01±0.02c
0.03±0.01abc
0.02±0.02bc
0.03±0.02abc
0.01±0.01c
0.03±0.02abc
0.02±0.01abc
0.01±0.01c
0.05±0.02a
0.01±0.01c
0.03±0.01abc

0.48±0.02defg
0.48±0.00cdefg
0.52±0.01ab
0.50±0.01bcdef
0.45±0.01g
0.46±0.01g
0.51±0.01bc
0.47±0.03fg
0.47±0.01efg
0.46±0.01g
0.48±0.02defg
0.50±0.01bcd
0.54±0.03a
0.47±0.01efg
0.50±0.01bcde
0.50±0.02bcdef

9.17±0.16abc
8.51±0.12c
8.81±0.09bc
9.25±0.29ab
8.66±0.50bc
8.84±0.58bc
8.83±0.21bc
9.80±0.27a
9.81±0.07a
9.72±0.06a
9.25±0.65ab
8.66±0.28bc
8.66±0.19bc
8.65±0.52bc
8.95±0.52bc
8.92±0.38bc

255.57±14.43abcd
266.17±12.74abc
264.07±0.55abc
255.23±9.79abcd
199.30±8.57g
240.93±20.21cde
200.93±11.07g
255.27±22.81abcd
282.23±9.55a
276.30±15.96ab
220.67±12.89efg
276.73±6.23ab
234.47±12.38def
214.03±14.10fg
258.77±13.72abcd
249.03±25.78bcd

22.98±1.30bc
22.23±1.37bcd
22.82±0.27bc
23.16±1.09bc
16.91±0.43g
20.90±2.60cde
17.42±1.27fg
24.51±1.51ab
26.64±1.60a
26.34±1.48a
20.01±1.60def
23.52±1.08bc
19.05±0.28efg
18.15±1.555fg
22.73±2.22bcd
21.72±1.60bcd

All values are mean±SD (n=5).
1)
GBRP: germinated brown rice soaked in mycelial culture broth of Phellinus linteus.
2)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5. Polynomial equation calculated texture by RSM program for muffins

Responses Polynomial equation
1)

R
2 2)

p-value

Hardness Y5＝596.129＋24.803X1＋7.511X2－18.177X3－23.900X1
2－39.296X2

2－23.234X3
2

＋4.771X1X2＋26.271X1X3＋5.479X2X3

0.902 0.019*

Adhesiveness Y6＝0.02000－0.00125X1＋0.00625X2＋0.00375X3＋0.00125X1
2
＋0.00250X2

2
＋0.00125X3

2

＋0.00250X1X2－0.00500X1X3＋0.00250X2X3

0.708 0.287

Cohesiveness Y7＝0.461875＋0.008125X1-0.016875X2＋0.003125X3＋0.00625X1
2
＋0.01X2

2
＋0.00875X3

2

＋0.00125X1X2－0.00125X1X3－0.00875X2X3

0.929 0.008
**

Springiness Y8＝9.71875－0.09750X1－0.09625X2－0.06250X3－0.20250X1
2－0.27750X2

2－0.20750X3
2

＋0.09250X1X2＋0.17000X1X3＋0.23750X2X3

0.899 0.021
*

Gumminess Y9＝274.592＋16.047X1－3.401X2－7.326X3－7.640X1
2－13.754X2

2－6.341X3
2＋2.301X1X2

＋11.776X1X3－0.841X2X3

0.904 0.018*

Chewiness Y10＝26.0381＋1.1544X1－0.4181X2－0.7931X3－1.1813X1
2
－1.9725X2

2
－1.0663X3

2

＋0.4188X1X2＋1.4363X1X3＋0.5237X2X3

0.919 0.011*

1)
X1: GBRP (germinated brown rice soaked in mycelial culture broth of Phellinus linteus), X2: butter, X3: milk.
2)Coefficient of determination.
*
p<0.05,

**
p<0.01.

88.2%, 버터는 12.6%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다(24). 따라서

각 재료의 함유량에 따른 상호작용의 결과라 생각된다. 머핀

의 pH는 7.55±0.01～7.86±0.01로 회귀곡선에 대한 결정계

수 R
2
는 0.621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은 GBRP 함유량이 적은

경우 버터 함유량이 적어질수록 pH가 높아지는 반면, GBRP

함유량이 많은 경우에는 버터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pH가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또한, GBRP 함유량이 적어질수록, 우

유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pH가 높아지는 경향이었고, 버터

함유량이 적을수록, 우유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pH가 높아지

는 경향이었다(Fig. 1).

머핀의 기계적 특성

16개의 실험점으로 만든 상황버섯침지발아현미 머핀의

기계적 특성인 경도, 부착성, 응집성, 탄력성, 검성, 씹힘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 5수준 3요인에 대한 2차 회귀식에

의하여 형성된 반응표면의 결과는 Table 5, 반응표면곡선은

Fig. 2에 제시하였다. 경도, 탄력성, 검성, 씹힘성은 p<0.05,

응집성은 p<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경도의 회귀곡선(Fig. 2)에 대한 결정계수 R2는 0.902로

유의적으로 높은 신뢰구간을 나타내었으며(p<0.05), 각 요

인은 GBRP와 버터의 함유량이 적어질수록 경도가 감소하

는 경향이었고, GBRP 함유량이 적은 경우에는 우유 함유량

이 많아질수록 경도가 감소하는 반면, GBRP 함유량이 많은

경우에는 우유 함유량이 적어질수록 경도가 낮은 경향이었

다. 또한, 버터와 우유 함유량이 적어지거나 많아지는 경우

경도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간 정도의 함유량이 될수록

경도가 증가하는 경향이었다(Fig. 2). 회귀식의 계수를 보면

GBRP가 머핀의 경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단호박가루(18), 유청농축분말(25)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경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

이었다. 부착성의 회귀곡선에 대한 결정계수 R2는 0.70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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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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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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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mminess 

Chewiness 

Fig. 2. Response surface plot for hardness, adhesiveness, cohesiveness, springiness, gumminess, and chewiness of muffins
from texture profile analysis. GBRP: germinated brown rice soaked in mycelial culture broth of Phellinus linteus.

나타났으며 각 요인은 버터 함유량이 적은 경우 GBRP 함유

량이 많아질수록 부착성이 감소하는 반면, 버터 함유량이

많은 경우에는 GBRP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부착성이 증가

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GBRP 함유량이 적은 경우 우유 함

유량이 많아질수록 부착성이 증가하는 반면, GBRP 함유량

이 적은 경우에는 우유 함유량이 적어질수록 부착성이 감소

하는 경향이었고, 우유 함유량이 많은 경우 버터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부착성이 증가하는 반면, 우유 함유량이 적은

경우에는 버터 함유량이 적어질수록 부착성이 감소하는 경

향이었다(Fig. 2). 이는 수수가루 첨가가 부착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20)와 뽕잎 2% 첨가군 머핀의 부

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 첨가군에서 다시 낮아졌다

는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머핀의 부착성은 첨

가하는 재료의 성분조성과 그 양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응집성의 회귀곡선에 대한 결정계수 R2는 0.929로

유의적으로 아주 높은 신뢰구간을 나타내었으며(p<0.01),

각 요인은 GBRP 함유량이 많은 경우 버터 함유량이 적어질

수록 응집성이 증가하는 반면, GBRP 함유량이 적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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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s of muffins between texture profile analysis

Texture profile
analysis

Hardness Adhesiveness Cohesiveness Springiness Gumminess Chewiness

Hardness
Adhesiveness
Cohesiveness
Springiness
Gumminess
Chewiness

1.00000
-0.24198
-0.23959
0.42588*

0.89073
***

0.86353***

1.00000
-0.22002
-0.17307
-0.37080
-0.39877*

1.00000
-0.40379*

0.15568
-0.09254

1.00000
0.27221
0.62956***

1.00000
0.89796*** 1.00000

*p<0.05, ***p<0.001.

는 버터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응집성이 감소하는 경향이었

다. 또한, 우유 함유량이 많은 경우 GBRP 함유량이 많아질

수록 응집성이 증가하는 반면, 우유 함유량이 적은 경우에는

버터 함유량이 적을수록 응집성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Fig.

2). Ju 등(26)은 20%까지의 쌀가루 첨가 스펀지케이크의 응

집성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나 30% 이상 첨가할 경유 유의

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Kim 등(5)은 발아현

미를 밀가루 양에 대해 20% 대체하여 제조한 식빵의 응집성

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 Im 등(20)은 수수가루 첨가량

에 따른 머핀의 응집성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

다. 이는 다수의 독립변수가 존재할 때 독립변수들의 종류

및 첨가량의 상호작용에 의해 반응변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탄력성의 회귀곡선에 대한 결정계수 R2는 0.899로

유의적으로 높은 신뢰구간을 나타내었으며(p<0.05), 각 요

인은 GBRP 함유량이 많은 경우 버터 함유량이 적어지거나

많아지는 경우와 우유 함유량이 적어질수록 탄력성이 감소

하고 있는 반면, GBRP 함유량이 적은 경우에는 버터와 우유

함유량이 적어질수록 탄력성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버터 함유량이 많은 경우 우유 함유량이 적어질수록 탄력성

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버터 함유량이 적은 경우에는 우유

함유량이 적어질수록 탄력성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Fig.

2). 이는 수수가루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탄력성이 낮게 나타

났다는 연구결과(20)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검성의 회귀곡

선에 대한 결정계수 R
2
는 0.904로 유의적으로 높은 신뢰구간

을 나타내었으며(p<0.05), 각 요인은 GBRP의 함유량은 적

어지고 버터와 우유의 함유량은 많아질수록 머핀의 검성은

낮은 경향이었다(Fig. 2). 검성에 대한 회귀식의 계수를 보면

상황버섯침지발아현미가 머핀의 경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씹힘성의 회귀곡선에 대한 결정계수

R
2
는 0.919로 유의적으로 높은 신뢰구간을 나타내었으며

(p<0.05) 각 요인은 GBRP와 버터 함유량이 적어지거나 많

아지는 경우 씹힘성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간 정도의 함유

량이 될수록 씹힘성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는데, 이는 버터와

우유 함유량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GBRP

함유량이 많은 경우 우유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씹힘성이 증

가하는 반면, GBRP 함유량이 적은 경우에는 우유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씹힘성이 감소하는 경향이었다(Fig. 2). 기계적

특성간의 상관관계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경도와 검성

(r=0.89073), 경도와 씹힘성(r=0.94996), 씹힘성과 검성(r=

0.89796)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다(p<0.001). 기계적 조

직감 중 씹힘성은 경도, 응집성, 탄력성의 세 가지 특성과,

검성은 경도, 응집성의 두 가지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27),

Kweon 등(28)은 김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케이크의 경도,

검성, 씹힘성이 높아져 부드러움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이는 밀가루 이외의 가루를 부재료로 첨가할 경우 경도,

검성, 씹힘성이 높아져 부드러움이 감소하므로(28) 제품의

경도, 검성, 씹힘성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

된다.

머핀의 관능적 특성

16개의 실험점으로 만든 상황버섯침지발아현미 머핀의

관능적 특성인 외관, 색, 향, 맛, 조직감, 전반적인 기호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7, 5수준 3요인에 대한 2차 회귀식에

의하여 형성된 반응표면의 결과는 Table 8, 반응표면곡선은

Fig. 3에 제시하였다.

외관의 회귀곡선(Fig. 3)에 대한 결정계수 R2는 0.739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은 GBRP와 버터의 함유량이 많아질수

록 또는 GBRP의 함유량은 많아지고 우유의 함유량은 적어

질수록 또 버터와 우유의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외관에 대한

기호도가 낮은 경향이었다(Fig. 3). 중심 값 부근의 상황버섯

침지발아현미와 우유는 머핀의 외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

여주었다. 색의 회귀곡선에 대한 결정계수 R2는 0.710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은 GBRP 함유량이 많은 경우 버터 함유

량은 많을수록 우유 함유량은 적을수록 색에 대한 기호도가

감소하는 반면, GBRP 함유량이 적은 경우에는 우유와 버터

함유량이 적어지거나 많아질수록 색에 대한 기호도가 감소

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버터 함유량이 많은 경우 중간 정도

의 우유 함유량이 될수록 색에 대한 기호도가 증가하는 반

면, 버터 함유량이 적은 경우에는 우유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색에 대한 기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이었다(Fig. 3). 이와 같은

결과는 마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색도에 대한 기호도

는 떨어졌으나 중심점 부근에서는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연구결과(19)와 corn bran fiber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색

에 대한 기호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29) 및 시금치가루

는 머핀의 색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적은 양의 시금

치가루나 지나치게 많은 양은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30)와도 유사한 경향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색에 대한 기

호도 역시 외관에서의 결과와 같이 중심점부근의 상황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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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ensory characteristics of muffins prepared with GBRP1)

Sample
No.

Veriable levels
Appearance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GBRP Butter Milk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90
90
90
90
70
70
70
70
80
80
60
100
80
80
80
80

110
110
90
90
110
110
90
90
100
100
100
100
80
120
100
100

110
90
110
90
110
90
110
90
100
100
100
100
100
100
80
120

3.92±1.10cd2)
4.38±0.92bc
4.58±1.41abc
4.38±1.24bc
4.42±1.21abc
4.54±1.35abc
4.67±1.3abc
4.71±1.04abc
5.08±1.06ab
4.96±1.20ab
4.67±1.13abc
5.04±0.95ab
5.21±1.28a
4.50±0.98abc
3.58±1.38d
4.33±1.40bc

4.44±0.96ab
4.64±1.52ab
5.12±1.16a
4.40±1.29ab
4.84±1.34a
4.56±1.58ab
4.84±0.94a
4.84±1.18a
4.44±1.33ab
5.20±1.12a
5.08±1.19a
4.88±1.62a
4.60±1.53ab
4.44±1.42ab
3.84±1.46b
4.36±1.52ab

4.79±1.28ab
4.52±1.47abc
4.22±1.86abcd
4.13±1.33bcd
4.09±1.59bcd
4.13±1.10bcd
4.13±1.12bcd
3.61±1.27cd
4.13±1.01bcd
4.66±1.20ab
4.09±1.50bcd
4.30±1.29abcd
3.57±1.41d
4.33±1.34abcd
4.57±1.73ab
5.09±1.16a

4.46±1.14ab
4.92±1.67ab
4.21±1.53b
4.75±1.36ab
4.42±1.56ab
4.79±1.44ab
4.33±1.13ab
4.54±1.41ab
4.75±1.11ab
4.88±1.23ab
3.96±1.27b
4.50±1.35ab
4.33±1.34ab
4.42±1.69ab
4.46±1.38ab
5.20±1.50a

4.61±1.34ab
4.96±1.32a
4.04±1.67b
4.21±1.42ab
4.93±1.46ab
4.79±1.47ab
4.36±1.13ab
4.36±1.45ab
4.15±1.04ab
4.82±1.36ab
4.46±1.77ab
4.79±1.32ab
4.39±1.42ab
4.18±1.68ab
4.54±1.26ab
4.64±1.45ab

4.27±1.42b
4.77±1.41ab
4.64±1.71ab
4.27±1.49b
4.55±1.57ab
4.86±1.42ab
4.14±0.94b
4.05±1.56b
4.68±1.09ab
4.82±1.62ab
4.18±1.50b
4.59±1.22ab
4.45±1.18b
4.55±1.68ab
4.95±1.29ab
5.50±1.22a

All values are mean±SD (n=25).
1)Germinated brown rice soaked in mycelial culture broth of Phellinus linteus.
2)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8. Polynomial equation calculated by RSM program for sensory evaluation of muffins

Responses Polynomial equation1) R2 2) p-value

Appearance Y11＝4.90938－0.02125X1－0.15625X2＋0.06750X3－0.04125X1
2
－0.04125X2

2

－0.26625X3
2－0.03000X1X2－0.01250X1X3－0.09250X2X3

0.739 0.227

Color Y12＝4.87250－0.05500X1－0.06500X2＋0.11500X3＋0.04000X1
2
－0.07500X2

2

－0.1800X3
2－0.0200X1X2＋0.0300X1X3－0.0800X2X3

0.710 0.284

Flavor Y13＝4.32938＋0.13250X1＋0.18500X2＋0.11750X3－0.05125X1
2－0.11250X2

2

＋0.10750X3
2
＋0.0600X1X2－0.0150X1X3－0.0475X2X3

0.829 0.084

Taste Y14＝4.81000＋0.08313X1＋0.05812X2－0.00563X3－0.14625X1
2－0.11000X2

2

＋0.0050X3
2
＋0.01125X1X2－0.05125X1X3－0.00875X2X3

0.528 0.668

Texture Y15＝4.49875＋0.00250X1＋0.11875X2－0.01125X3＋0.03625X1
2－0.04875X2

2

＋0.02750X3
2
＋0.04000X1X2－0.08250X1X3－0.00500X2X3

0.341 0.926

Overall
acceptability

Y16＝4.61438＋0.07313X1＋0.09687X2＋0.04687X3－0.09125X1
2
－0.06250X2

2

＋0.11875X3
2－0.13625X1X2＋0.01125X1X3－0.15875X2X3

0.772 0.259

1)X1: GBRP (germinated brown rice soaked in mycelial culture broth of Phellinus linteus), X2: butter, X3: milk.
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침지발아현미는 머핀의 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첨가

량에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 향의 회귀곡선에 대한 결정계수 R2는 0.829로 나타났

으며 각 요인은 GBRP 함유량이 많은 경우 버터와 우유 함유

량이 많을수록 향에 대한 기호도가 증가하는 반면, GBRP

함유량이 적은 경우에는 버터와 우유 함유량이 적어질수록

향에 대한 기호도가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버터 함유

량이 많은 경우에는 우유 함유량이 적어지거나 많아지는 경

우 향에 대한 기호도가 증가하는 반면, 버터 함유량이 적은

경우에는 우유 함유량이 많을수록 향에 대한 기호도가 증가

하는 경향이었다(Fig. 3). 특히 버터가 머핀의 향에 대한 기

호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버터의 특유

한 향미가 향에 대한 기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맛의 회귀곡선에 대한 결정계수 R2는 0.528로 나

타났으며 회귀곡선의 적합도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각 요인

은 상황버섯침지발아현미와 버터 및 우유의 함유량이 적어

질수록 맛에 대한 기호도가 낮은 경향이었으며, 중심점 부근

에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Fig. 3). 조직감의 회귀곡선

에 대한 결정계수 R
2
는 0.341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은 GBRP

함유량이 많은 경우 버터 함유량이 많을수록 우유 함유량은

적을수록 조직감이 증가하는 반면, GBRP 함유량이 적은 경

우에는 중간 정도의 버터 함유량이 될수록 우유 함유량은

많을수록 조직감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버터 함유량

이 많은 경우에는 우유 함유량이 적어지거나 많아지는 경우

조직감이 증가하는 반면, 버터 함유량이 적은 경우에는 우유

함유량이 적어지거나 많아지는 경우 조직감이 감소하는 경

향이었다(Fig. 3). 버터는 크림을 제조할 때 공기를 포집하여

반죽과 제품에 팽창작용을 하므로 머핀의 조직감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고, 우유는 수분함량이 높아 첨가량이 많아질수

록 머핀의 조직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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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ponse surface plot for appearance, color, flavor, taste, texture, and overall acceptability of muffins from sensory
characteristics. GBRP: germinated brown rice soaked in mycelial culture broth of Phellinus linteus.

다. 전반적인 기호도의 회귀곡선에 대한 결정계수 R2는 0.772

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은 GBRP 함유량이 많은 경우 버터

함유량이 적어질수록 전반적인 기호도가 증가하는 반면,

GBRP 함유량이 적은 경우에는 버터 함유량이 많을수록 전

반적인 기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이었는데, 우유 함유량이 적

어지거나 많아지는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GBRP 함유량이

될수록 전반적인 기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버터

함유량이 많은 경우 우유 함유량이 적어질수록 전반적인 기

호도가 증가하는 반면, 버터 함유량이 적은 경우에는 우유

함유량이 많을수록 전반적인 기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이었

다(Fig. 3). 관능적 특성간의 상관관계는 Table 9에 제시하였

다. 외관과는 색(r=0.42547), 조직감(r=0.24977), 전반적인 기

호도(r=0.24495) 사이에 p<0.001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색과

는 조직감(r=0.23442), 전반적인 기호도(r=0.23236) 사이에

p<0.001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 향과는 색(r=0.33681), 조

직감(r=0.29741), 전반적인 기호도(r=0.47565) 사이에 p<

0.001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맛과는 조직감(r=0.48998), 전반

적인 기호도(r=0.64759), 조직감과는 전반적인 기호도(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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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rrelations of muffins between sensory evaluation

Sensory
characteristics

Appearance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Appearance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1.00000
0.42547

***

0.11478*

0.11331
*

0.24977***

0.24495
***

1.00000
0.06563
0.10397
0.23442***

0.23236
***

1.00000
0.33681

***

0.29741***

0.47565
***

1.00000
0.48998***

0.64759
***

1.00000
0.62182

***
1.00000

*
p<0.05,

***
p<0.001.

Fig. 4. Response optimization curve for taste and overall ac-
ceptability of muffin. GBRP: germinated brown rice soaked in
mycelial culture broth of Phellinus linteus.

Table 10. Optimal ingredient level of muffin for satisfying
taste and overall acceptability

GBRP
1)

Butter Milk
Taste

Overall
acceptabilityCode g Code g Code g

0.3041 83.041 1.0224 110.224 -2.0 80 4.85 5.32
1)
Germinated brown rice soaked in mycelial culture broth of
Phellinus linteus.

0.62182)와 p<0.001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중에서 전반적인

기호도와 맛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r=0.64759)가 있었다.

상황버섯침지발아현미 머핀의 비율 최적화

반응표면분석법은 그래프로 최적조건을 결정하는 방법으

로, 머핀의 최적화는 주로 관능적 최적점의 교집합이나 관능

적 특성 중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 또는 전반적인

기호도를 최대로 만족시키는 최적점을 제시한다(18,19,31-

33). 본 연구에서는 상황버섯침지발아현미 머핀 배합 비율의

최적화를 위하여 관능적 특성간의 가장 큰 상관관계(Table

9)를 가지고 있는 맛과 전반적인 기호도를 최대화하는 조건

을 찾고자 하였다. 2개의 반응변수(맛, 전반적인 기호도)를

고려하여 독립변수인 상황버섯침지발아현미, 버터, 우유의

최적조건을 찾기 위하여 만족도 함수(desirability function)

기법을 이용하였다. 맛과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한 만족도

함수는 관능점수가 클수록 좋으므로 최대화에서 하한값 4,

목표값 5, 최고값 6이라고 설정하여 구하였다(Fig. 4). 맛과

전반적인 기호도의 관능점수를 최대화시키는 최적조건은

상황버섯침지발아현미 84.041 g(코드화 값 0.3041), 버터

110.224 g(코드화 값 1.0224), 우유 80.0 g(코드화 값 -2.0)이

었고, 예측되는 기호도는 맛 4.65, 전반적인 기호도 5.3185로

나타났다(Table 10).

요 약

본 연구는 상황버섯침지발아현미를 첨가하여 기능성이 증

대된 머핀을 개발하고자 이화학적 특성, 기계적 특성 및 관

능적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관능적 최적점을 갖는 레시피를

산출하였다. 상황버섯침지발아현미 머핀의 이화학적 특성

분석 결과 무게는 63.41±0.42～64.16±0.51 g, 높이는 5.41± 
0.08～5.94±0.07 cm, pH는 7.55±0.01～7.86±0.01로 나타

났다. 기계적 특성 분석 결과 경도, 탄력성, 검성, 씹힘성은

p<0.05, 응집성은 p<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기

계적 특성 간에는 경도와 검성(r=0.89073), 경도와 씹힘성(r

=0.94996), 씹힘성과 검성(r=0.89796)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

타났다(p<0.001). 상황버섯침지발아현미 머핀의 관능적 특

성 평가 결과 관능적 특성간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인 기호도

와 맛의 상관계수(r=0.6475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상황버섯침지발아현미 머핀의 배합 비율의 최적화를 위하

여 관능적 특성 간에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반

적인 기도와 맛을 선정하였으며, 2개의 반응변수의 관능점

수를 최대화시키는 최적조건은 상황버섯침지발아현미 84.041

g(코드화 값 0.3041), 버터 110.224 g(코드화 값 1.0224), 우유

80.0 g(코드화 값 -2.0)으로 예측되는 기호도는 맛 4.65, 전반

적인 기호도 5.318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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