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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Liriopis tuber (SLT) extracts on cookie production 
conditions for reduction of sugar usage through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The experimental conditions 
were designed according to the central composite design with 17 experimental points, including three replicates for 
three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the amounts of SLT extracts, butter, and sugar. The experimental data on quality 
and sensory evaluation of cookies were fitted with various models, and accuracy of the equations was analyzed by 
ANOVA. Among various responses, spread ratio, sugar content, lightness, redness, hardness, and sensory properties 
of color, texture, sweetness, appearance, and overall quality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he contents of three 
independent variables. From these results, the optimum formulation of cookies for reduced usage of sugar was calculated 
as SLT extract 6.84 g, butter 47.20 g, and sugar 36.02 g. Optimized cookies showed improved sensory properties 
but no difference in sweetness compared to control cook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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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식생활의 서구화 및 식품가공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과자류, 아이스크림류, 케이크류와 같

은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서 설탕의 섭취량도 증가하고 

있다(1). 과도한 설탕 섭취는 비만, 당뇨병, 충치 및 과잉행

동장애 등의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며(2- 

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4월 ‘제1차 당류저감 종합

계획’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

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

라 국민 1인당 1일 당류 섭취량은 2007년 59.6 g에서 2013

년 72.1 g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가공

식품으로부터의 당류 섭취량은 2007년 33.1 g에서 2013년 

44.7 g으로 총 당류 섭취량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치하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07년~’13년 조사된 국민건강영양

조사 자료에서 가공식품으로부터의 당류 섭취가 총열량의 

10% 이상을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고

혈압 및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쿠키는 제과류 중에서 건과자에 속하고 수분함량이 낮아

서 오랜 기간 보존할 수 있는 식품이며 감미가 높고 맛이 

우수하여 주된 간식으로 이용되고 있다(7). 밀가루, 유지, 

설탕, 달걀, 팽창제 등이 주재료인데, 그중 설탕은 쿠키 제조

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로 쿠키의 보습성을 강화

하고 글루텐 형성을 억제하며 착색제 및 감미제 등의 기능을 

하지만, 열량이 높아 당뇨병, 비만 등의 성인병을 유발할 우

려가 있다(7-11).

맥문동(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은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자생하는 백합과(Liriaceae)에 속하는 다년

생 식물로, 맥문동 건근은 다양한 생리활성을 지니고 있어서 

주로 한약재로 사용되어 온 재료이다(12-15). 맥문동 건근

은 열수추출물의 형태로 활용하고 있으나 신맛과 떫은맛을 

지니고 있어서 가공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16). 그러나 맥문동에 증숙 처리할 경우에는 탄수화

물, 조단백질 함량, 총당 및 환원당 함량이 증가하고, 신맛의 

감소와 비효소적 갈변반응에서 유래하는 furan 성분의 증가

로 인하여 기호도가 증가하며(17,18), 항당뇨(19), 신경세

포 보호 효과(20), 신장 및 간 보호 효과(21) 등의 효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맥문동 건근을 증숙 

처리할 경우 다양한 가공식품 부재료로의 이용 가능성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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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커졌다. 

본 연구에서는 증숙 맥문동 열수추출물 첨가에 따른 쿠키

를 제조하여 쿠키의 이화학적 특성, 기계적 특성, 관능적 특

성을 반응표면분석법을 토대로 분석하여 설탕의 첨가량을 

감소시키는 쿠키제조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일반적인 쿠키

와의 관능적 특성의 비교를 통하여 저칼로리 쿠키 개발을 

위한 산업적 활용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증숙 맥문동은 2014년 경상남도 밀양

시 상남면에서 수확하여 건조된 것을 구입하여 증숙기(TS- 

D350H, HUMANPLUS, Daegu, Korea)로 15시간 증숙한 

후, 증숙 맥문동 400 g에 0.3 L의 물을 첨가하여 90분간 

열수추출기(DW-290, Daewoong Co., Ltd., Gyeonggi, 

Korea)를 이용하여 추출하고 여과지(Coffee Filter, Lotte 

Chilsung Beverage Co., Ltd., Seoul, Korea)로 여과한 후 

85°Brix로 조정하여 4°C에 보관하며 쿠키 제조에 사용하였

다. 밀가루(CJ CheilJedang Co., Ltd., Yangsan, Korea), 

설탕(Q1, Samyang Co., Ltd., Ulsan, Korea), 버터(Seoul 

Milk Co., Yongin, Korea), 베이킹파우더(Jeonwon Food, 

Kimpo, Korea), 달걀(Oh Kyung Co., Ltd., Yangsan, Ko-

rea)은 시판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증숙 맥문동 쿠키 제조

증숙 맥문동 쿠키에 사용된 쿠키 반죽의 비율은 쿠키와 

관련된 여러 문헌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예비실험을 

거치고 일부 수정하여 밀가루 100 g, 설탕 50 g, 버터 50 

g, 달걀 25 g 및 베이킹파우더 2.5 g을 기본 배합비로 결정

하여 사용하였다. 증숙 맥문동을 첨가한 쿠키는 AACC의 

방법을 참고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크림법으로 제조

하였다(22). 계량된 버터와 증숙 맥문동 열수추출액을 반죽

기(HM680, Kenwood Korea, Seoul, Korea)에 넣고 2단으

로 1분간 부드럽게 한 후 설탕을 3회에 걸쳐 나누어 넣으면

서 4단에서 2분간, 달걀을 나누어 넣고 4단에서 1분간 작동

시켜 크림화하여 반죽을 균일한 상태로 만든 후 밀가루와 

베이킹파우더를 체에 내린 다음 혼합하여 반죽을 제조하였

다. 이를 밀봉하여 냉장실에서 1시간 동안 휴지시킨 후 반죽

을 0.5 cm의 막대자 사이에 넣은 다음 밀대로 2회 밀어서 

반죽의 두께를 일정하게 한 뒤 직경 4 cm의 둥근 성형틀로 

성형하였다. 상단과 하단을 각각 160°C와 140°C로 예열해 

둔 오븐(Deck oven, Shinshin Machinery Co., Busan, Ko-

rea)에서 15분간 구웠다. 구운 쿠키는 상온에서 1시간 냉각

시킨 후 지퍼 백에 담아 보관하고, 24시간 후 검사를 하였다.

실험 디자인

증숙 맥문동의 최적 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실험 디자인은 

Design Expert 8(State-Easy Co., Minneapolis, MN,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반응표면 실험계획법(re-

sponse surface design)의 중심합성계획법(CCD: central 

composite design)에 따라 실험을 설계하였다. 독립변수로

는 쿠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증숙 

맥문동 열수추출물(A), 설탕(B), 버터(C)의 함량을 3개의 요

인으로 설정하였고, 요인의 첨가량은 예비실험을 거쳐 각각 

85°Brix의 증숙 맥문동 열수추출물 0~10 g, 설탕 20~50 

g, 버터 40~60 g으로 결정하였다. 각 요인의 반응을 분석하

기 위하여 perturbation plot과 contour plot, response sur-

face plot을 이용하였으며, central composite의 실험점은 

정중앙점(0.0, center point), ±α점(axial point), ±1 level

점(factorial point)에 따라 각 요인의 설정된 범위를 입력하

여 17개의 실험점이 확정되었고 반복설정을 통해 3개의 반

복점이 선택되었다. 선정된 17개의 실험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종속변수로는 이화학적 측정 항목인 반죽의 pH, 반죽의 

밀도(dough density), 손실률(loss rate), 퍼짐성(spread 

ratio), 색도(L, a, b) 및 당도(sugar content), 기계적 측정 

항목인 경도(hardness), 그리고 관능적 특성 항목인 색

(color), 향미(flavor), 조직감(texture), 단맛(sweetness), 

외관(appearance) 및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quality)를 

설정하였다.

이화학적 분석

쿠키 반죽의 pH는 비커에 반죽 5 g과 증류수 50 mL를 

넣고 3분 동안 균질화한 후 균질액을 원심분리기에서 3,000 

rpm으로 5분간 원심 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을 실온에서 pH 

meter(pH meter F-51, HORIBA, Kyoto, Japan)로 각각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쿠키 반죽의 밀도는 50 mL 메스실린더에 증류수 30 mL

를 넣은 후 5 g의 반죽을 넣었을 때 증가한 높이를 각각 

3회 반복 측정하여 반죽의 부피에 대한 무게의 비(g/mL)로 

구하였다. 

쿠키의 손실률은 굽기 전 쿠키 반죽의 중량과 구운 후 쿠

키의 중량을 측정하여 그 차이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였다. 

쿠키의 퍼짐성은 AACC 방법(22)을 이용하여 직경에 대

한 두께의 비로 나타내었다. 쿠키의 직경은 쿠키 6개를 나란

히 수평으로 정렬한 후 그 총길이를 측정하였다. 다시 각각

의 쿠키를 90도 회전시킨 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 다음 

6으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하였다. 쿠키의 두께는 위의 쿠키 

6개를 수직으로 쌓고 높이를 측정한 후 순서를 바꾸어 쌓아 

올려 높이를 측정하고 6으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하였다. 쿠

키 1개에 대한 평균 직경과 두께는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쿠키의 표면색은 색도계(Colormeter CR-400, Minolta 

Co., Osaka, Japan)를 사용하여 L(lightness, 명도), a(red-

ness, 적색도), b(yellowness, 황색도)의 색채 값을 3회 반

복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사용한 표준백판의 L값은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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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design for cookie prepared with steamed Liriopis tuber (SLT) extract 
Sample

No.
Independent variables Wheat flour 

(g)
Egg
(g)

Baking powder
(g)SLT extract (g) Butter (g) Sugar (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03
 7.97
 2.03
 7.97
 2.03
 7.97
 2.03
 7.97
 0.00
10.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44.05
44.05
55.95
55.95
44.05
44.05
55.95
55.95
50.00
50.00
40.00
60.00
50.00
50.00
50.00
50.00
50.00

26.08
26.08
26.08
26.08
43.92
43.92
43.92
43.92
35.00
35.00
35.00
35.00
20.00
50.00
35.00
35.00
35.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a값은 0.3173, b값은 0.3243이었다.

쿠키의 당도는 비커에 반죽 5 g과 증류수 50 mL를 넣고 

3분 동안 균질화한 후 균질액을 원심분리기에서 3,000 rpm

으로 5분간 원심 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을 실온에서 0~95% 

범위의 당도계(PAL-1, Atag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기계적 특성 분석

쿠키의 경도는 Rheometer(Sun compact 100, Sun 

Scientific, Kyot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기기의 

측정조건은 직경 2 mm의 No. 4 needle을 이용하여 table 

speed 120.00 mm/min, load cell 10.00 kg에서 쿠키 표면

으로부터 5 mm 침투하도록 설정하고 침투할 때 생기는 조

직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쿠키는 probe가 침투한 후에 쉽게 

깨지고 복원력이 없는 시료이므로 one cycle test를 이용하

여 쿠키가 중심에서 부러질 때 받는 최대 힘을 3회 반복하여 

측정하고 경도로 나타내었다. 

관능검사

쿠키에 대한 관능평가는 부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PNU IRB/2016_69_HR)하에서 진행하였으

며, 22명의 관능 검사원(P대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호

검사(hedonic test)인 7점 척도법(1=매우 싫음, 4=보통, 7=

매우 좋음)을 이용하여 색, 향미, 조직감, 단맛, 외관, 전반적

인 기호도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점수는 각 항목

에 해당하는 점수를 더하여 산출한 평균을 평가점수로 하였

다.

최적화 분석

증숙 맥문동 쿠키의 최적화는 Design Expert 8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canonical 모형의 수치 최적화(numerical op-

timization)를 통해 독립변수인 증숙 맥문동 열수추출물과 

버터는 실험 범위 내에서, 설탕은 최소(minimize)로 설정하

였다. 반응변수인 관능평가의 색, 향미, 조직감, 단맛, 외관, 

전반적인 기호도 항목 중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낸 색, 조직

감, 외관, 전반적인 기호도 항목은 목표범위(goal area)를 

최대(maximum), 단맛 항목은 목표범위를 범위 내에서로 설

정하였고 수치 최적화를 통해 제시된 최적점 중 적합도

(desirability)를 구하고 가장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최적

점을 채택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통계분석은 SPSS Ver 14.0 software(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각 측정 군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산출하고 처리 간의 차이 유무를 one-way ANOVA로 

분석한 뒤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P< 

0.05의 범위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증숙 맥문동 쿠키의 품질 특성

증숙 맥문동 첨가 쿠키 제조 조건의 최적화를 위하여 중심

합성 계획의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의 독립변수[증숙 맥문

동 열수추출물(A), 버터(B), 설탕(C)]를 Design Expert 8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7가지 조건의 쿠키를 제조하였다. 제

조된 쿠키의 품질 특성의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설정된 

반응별로 modeling 한 후 F-test로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및 독립변수가 쿠키의 품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회기식은 Table 3과 같다. 

쿠키 반죽 pH와 밀도, 쿠키의 손실률은 각각 6.28~6.60, 

1.02~1.20, 12.53~14.84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Qua-

dratic이 적합한 모델로 채택되었으나 유의성은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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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sicochemical and textural properties of cookie prepared with SLT extract

Sample 
No.1)

Responses

Dough
pH

Dough 
density
(g/mL)

Loss rate
(%)

Spread 
ratio

Sugar content
(°Brix)

Color
Hardness

(g)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6.45
6.35
6.41
6.36
6.51
6.43
6.46
6.39
6.60
6.39
6.38
6.45
6.28
6.34
6.57
6.41
6.35

1.15
1.11
1.17
1.03
1.20
1.11
1.11
1.15
1.17
1.11
1.15
1.15
1.11
1.20
1.03
1.03
1.02

12.88
14.51
14.64
13.91
14.28
14.20
12.53
14.49
13.48
14.55
14.63
14.66
13.86
13.56
14.81
14.84
14.47

3.85
4.00
3.96
4.45
5.20
5.11
4.90
5.75
4.83
5.13
4.70
5.01
3.57
5.74
4.70
4.98
4.68

2.0
2.3
2.0
2.2
3.0
3.1
2.8
2.9
2.4
2.5
2.5
2.3
1.7
2.9
2.4
2.4
2.5

60.92
47.01
59.37
47.42
62.07
45.58
60.70
45.87
77.66
43.89
52.75
53.34
51.31
52.43
52.52
52.99
52.25

12.43
16.77
12.53
17.05
11.98
17.29
12.74
17.54
 2.83
18.55
15.86
15.16
15.61
15.79
15.56
15.30
15.30

34.29
34.26
34.36
33.66
34.11
34.64
33.99
33.90
25.73
34.61
35.24
35.18
34.94
35.62
35.34
35.11
34.18

 50.22
 64.70
 44.91
 52.74
109.40
123.70
 42.63
 96.70
 67.08
 98.27
 85.50
 60.75
 37.14
107.90
 73.44
 79.78
 76.12

1)Formulations of samples are described in Table 1.

Table 3. Analysis of predicted polynomial equation for physicochemical and textural properties of cookie prepared with SLT extract
Responses Model R2 F-value Prob > F Polynomial equation1)

Dough pH Quadratic 0.694 1.77 0.2324 +6.442－0.04783A－0.00017B+0.02350C+0.0075AB－0.0075BC+
0.02172A²－0.00656B²－0.04369C²

Dough density Quadratic 0.811 3.35 0.0627 +1.028－0.02423A－0.00805B+0.01914C+0.00375AB+0.01625AC+ 
0.00125BC+0.03408A²+0.03762B²+0.03939C²

Loss rate Quadratic 0.646 1.42 0.3291 +14.72+0.3353A－0.01827B－0.06916C－0.04AB+0.1225AC－
0.3275BC－0.2796A²－0.05687B²－0.3874C²

Spread ratio Linear 0.906 41.62 <0.0001 +4.739+0.1395A+0.1041B+0.6114C

Sugar content Linear 0.931 58.44 <0.0001 +2.465+0.06357A－0.06124B+0.3894C

L (lightness) Quadratic 0.964 20.94 0.0003 +52.70－8.346A－0.0899B+0.1013C+0.4525AB－0.6825AC+
0.0075BC+2.501A²－0.2315B²－0.6470C²

a (redness) Quadratic 0.899 6.93 0.0091 +15.33+3.325A+0.01558B+0.07855C-0.04125AB+0.1562AC+
0.07875BC－1.458A²+0.2458B²+0.3130C²

b (yellowness) Quadratic 0.669 1.57 0.2822 +34.83+1.072A－0.1091B+0.08886C－0.1612AB+0.1462AC－
0.04125BC-1.513A²+0.2684B²+0.2932C²

Hardness 2FI 0.942 27.02 <0.0001 +74.76+10.48A－11.18B+20.42C+4.14AB+5.757AC－9.562BC
1)A, SLT extract; B, butter; C, sugar.

않았다. 

쿠키의 퍼짐성과 당도는 각각 3.57~5.75와 1.7~3.1 

°Brix의 범위를 나타내었고(Table 2), Linear가 적합한 모

델로 채택되었으며 P-value가 0.0001 미만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Table 3). 쿠키의 퍼짐성은 재료 및 밀가루의 

수분흡수율, 굽는 온도 및 시간, 반죽시간과 방법 등의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3), 3가지의 독립변수 중에

서는 설탕의 양이 쿠키의 퍼짐성에 더 큰 영향을 주었으며 

설탕의 양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퍼짐성이 증가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청국장분말 첨가 발아현미 쿠키(24), 초석잠 분말 

첨가 쌀 쿠키(25), 어린잎 적양무가루 첨가 우리밀 쿠키(26)

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쿠키의 당도도 퍼짐성과 동일

하게 설탕의 함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쿠키 색도(L, a, b)의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L값은 

43.89~77.66, a값은 2.83~18.55, b값은 25.73~35.62의 

범위를 나타냈다. 쿠키의 명도, 적색도, 황색도는 Quadratic

이 적합한 모델로 채택되었으나, 명도와 적색도에서만 유의

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증숙 맥문동 열수추출물이 증가할

수록 쿠키의 명도가 감소하였으며, 적색도는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보리 및 귀리 첨가 쿠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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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nsory evaluation of cookie prepared with SLT extract

Sample No.1) Responses
Color Flavor Texture Sweetness Appearance Overall qualit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4.23
4.86
4.55
4.59
4.64
5.09
4.91
4.63
3.55
4.64
4.91
4.82
4.55
5.14
4.91
5.18
5.32

4.73
4.59
4.41
4.27
4.55
4.68
4.59
4.64
3.14
4.73
4.59
4.59
3.86
4.36
4.59
5.09
5.00

3.41
3.64
4.05
3.23
4.09
4.27
4.73
4.45
4.09
4.68
4.45
4.41
3.18
4.82
4.50
4.55
4.55

3.68
3.64
3.45
3.23
4.73
4.77
4.82
4.64
4.00
4.09
4.45
4.27
2.50
4.86
4.59
4.64
4.73

4.09
4.59
4.59
4.36
4.73
5.27
4.95
4.77
3.95
5.09
5.05
4.90
4.27
4.95
5.14
5.32
5.23

3.64
4.23
4.36
3.68
4.68
4.86
5.05
4.91
3.50
4.64
4.77
4.55
3.14
5.09
4.86
5.14
5.09

1)Formulations of samples are described in Table 1.

Table 5. Analysis of predicted polynomial equation for sensory characteristics of cookie prepared with SLT extract
Responses Model R2 F-value Prob > F Polynomial equation1)

Color Quadratic 0.890  6.28 0.0121 +5.129+0.1957A－0.02133B+0.1488C－0.165AB-0.0625AC－
0.03BC－0.3420A²－0.06979B²－0.07686C²

Flavor Linear 0.204  1.11 0.3821 +4.495+0.1885A－0.04686B+0.09526C
Texture Linear 0.615  6.93 0.0050 +4.182+0.02213A+0.07196B+0.4370C

Sweetness Quadratic 0.985 51.73 <0.0001 +4.645－0.01821A－0.07196B+0.6538C－0.05AB+0.015AC+
0.075BC－0.1863A²－0.07494B²－0.3154C²

Appearance Quadratic 0.907  7.60 0.0070 +5.230+0.1865A－0.01920B+0.2368C－0.1812AB+0.01125AC－
0.06875BC－0.2512A²－0.09035B²－0.2194C²

Overall quality Quadratic 0.875  5.45 0.0180 +5.018+0.1367A+0.01611B+0.5030C-0.1987AB+0.01625AC+
0.03125BC－0.2972A²－0.08864B²－0.2813C²

1)A, SLT extract; B, butter; C, sugar.

쥐눈이콩 첨가 쿠키(28), 다시마가루 첨가 발아현미 쿠키

(29)에 대한 연구에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쿠키의 

색은 첨가된 증숙 맥문동의 색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쿠키의 경도는 37.14~123.7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2FI가 적합한 모델로 채택되었고 P-value가 0.0001 미만

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증숙 맥문동 열수추출물

과 설탕의 양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경도가 높아지지만, 버터

의 양은 증가할수록 경도가 감소하였다. 쿠키의 경도가 증가

하는 원인은 쿠키가 구워진 후 냉각할 때 결정화되는 성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1), 증숙 맥문동 

열수추출물과 설탕은 경화제로 작용하여 쿠키의 내부 구조

를 단단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능적 특성

증숙 맥문동 열수추출물, 버터, 설탕을 독립변수로 하여 

17가지의 배합비율로 제조한 증숙 맥문동 첨가 쿠키의 색, 

향미, 조직감, 단맛, 외관,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한 관능적 

특성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설정된 반응별로 

모델링화하여 F-test로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와 회귀식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향미와 조직감은 요인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델인 Linear가 채택되었으나, 색, 단맛, 외

관 및 전반적인 기호도는 증숙 맥문동 열수추출물, 버터, 설

탕이 상호 작용하는 Quadratic이 적합한 모델로 채택되었으

며, 향미를 제외한 모든 관능검사 항목에서 유의성이 나타났

다. 

색에 대한 기호도는 증숙 맥문동 열수추출물의 첨가량이 

가장 큰 효과를 나타냈으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색에 대한 

기호도가 증가하다가 서서히 감소하였다. 최근 다양한 원료

를 이용한 유색 쿠키 제품이 증가하여 예전보다 쿠키의 색에 

대한 고정관념이 점차 완화되고 있어서(30), 증숙 맥문동 

열수추출물이 첨가된 쿠키의 경우에는 색이 증숙 맥문동 열

수추출물 첨가량에 따라 쿠키의 색이 진해짐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정도까지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기호도를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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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hysicochemical and textural properties of control cookie and optimized cookie prepared with SLT extract
Characteristics Control1) Optimized2) t-value P-value

Dough pH
Dough density
Loss rate
Spread ratio
Sugar content
Color values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Hardness

  7.12
  1.16
 13.73
  5.02
  2.87
 75.21
  5.05 
 29.99
128.50

 6.33
 1.12
13.67
 4.89
 2.47
46.01
17.95
34.13
70.41

8.00
0.43
0.17
2.29
8.49

22.83
-11.65
-4.23
2.48

0.001
0.692
0.866
0.084
0.001
0.000
0.000
0.004
0.035

1)Control cookie prepared without SLT extract.
2)Optimized cookie prepared with SLT extract.

Table 7. Sensory properties of control cookie and optimized cookie prepared with SLT extract
Sensory properties Control1) Optimized2) t-value P-value
Color
Flavor
Texture
Sweetness
Appearance
Overall quality

3.87
4.13
3.86
4.09
4.13
4.13

5.18
5.68
4.91
4.68
5.09
5.32

-3.17
-3.88
-2.54
-1.42
-2.07
-2.93

0.003
0.000
0.015
0.164
0.045
0.006

1)Control cookie prepared without SLT extract.
2)Optimized cookie prepared with SLT extract.

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감의 경우에

는 설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증가하며, 버터와 

증숙 맥문동 열수추출물의 첨가량은 조직감에 대한 기호도

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갈근 분말을 

첨가한 쿠키(31)에서 설탕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

으로 조직감에 대한 기호도가 증가하는 경향과 유사한 특성

을 나타내었다. 쿠키의 조직감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인 인자

로는 경도가 있으며 쿠키의 경도는 설탕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증가하는데(11), 이러한 경도의 증가가 쿠키의 조직감

에 대한 기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맛에 대한 기호도는 초석잠을 첨가한 쌀 쿠키(25)에서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증숙 맥문동 열수추출물, 버터 및 

설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단맛에 대한 기호도는 증가하

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단맛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설탕으로 판단되었다. 외관에 대한 기호

도는 증숙 맥문동 열수추출물과 설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외관에 대한 기호도가 증가하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쿠키의 색에 영향

을 주게 되어 외관과 색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쿠키의 전반적인 기호도는 다시마가루 첨가 발

아현미 쿠키(29)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설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탕의 양이 증

가할수록 전반적인 기호도는 증가하였으며, 증숙 맥문동 열

수추출물의 경우에는 중심점 부근에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었다. 

품질 최적화

증숙 맥문동을 첨가한 쿠키의 품질 및 관능평가와 관련된 

반응표면분석을 토대로 설탕의 사용은 최소로 하면서 쿠키

의 품질 특성 및 관능 특성에 대한 반응변수의 값을 최대로 

나타낼 수 있는 배합비를 Design Expert 8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canonical 모형의 수치 최적화(numerical optimiza-

tion)를 수행한 결과 3가지 독립변수의 함량은 맥문동 열수

추출물 6.84 g, 버터 47.20 g, 설탕 36.02 g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실험을 설계하기 위하여 설정한 기본 배합비와 비

교할 경우 설탕은 50 g에서 36.02 g으로 28%가 감소하였으

나, 버터의 경우에는 50 g에서 47.20 g으로 큰 변화는 나타

나지 않았다. 초석잠 분말 첨가 쌀 쿠키(25), 다시마가루 첨

가 발아현미 쿠키(29), 건조 단호박 첨가 쿠키(32), 하수오 

가루 첨가 쿠키(33) 등과 같이 일반적인 쿠키의 제조조건의 

최적화에서 도출되는 최적의 배합비는 주로 실험설계에서 

사용된 높은 설탕 함량 부근에서 배합비가 유도되는 특성을 

보이나, 본 연구에서는 설탕의 저감화를 목표로 하여 최적화

를 수행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함량의 설탕이 예측되었다.

예측된 당류 저감화를 위한 최적의 배합비와 기본 배합비

(대조군)를 이용한 쿠키를 제조하여 품질 특성 및 관능 특성

을 비교한 결과, 쿠키의 품질 특성에서는 반죽의 pH, 쿠키의 

색도, 당도 및 경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6). 또한, 관능평가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당류 저감화를 

위한 최적의 배합비로 제조된 쿠키의 경우 단맛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으로 대조군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7). 이러한 결과는 맥문동 열수추출물의 첨가에 

따라 쿠키 반죽의 pH와 쿠키의 경도는 감소하고 색은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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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어둡게 변하였지만, 이러한 변화는 관능에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최적화된 쿠키의 당도는 감소하였고 전반적인 기호도는 증

가했지만, 단맛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경우 기호적으

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증숙 맥문동 열수추출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제품

을 제조할 경우, 증숙 맥문동이 가지고 있는 생리활성을 활

용함과 동시에 설탕의 양을 감소시키더라도 기호도에는 영

향을 주지 않는 우수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천연 기능성 소재를 활용하여 기

능성이 우수한 저칼로리 식품의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증숙 맥문동을 첨가한 쿠키의 품질 특성 및 

관능적 특성을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저칼

로리 쿠키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증숙 맥문동 

열수추출물, 버터 및 설탕의 함량을 독립변수로 하고 17가

지의 쿠키를 제조하여 쿠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

에 따라서 반죽의 퍼짐성, 쿠키의 당도, 색도, 경도 및 색, 

조직감, 단맛, 외관, 전반적인 기호도와 관련된 관능적 특성

이 유의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설탕의 사용은 최소로 하면서 쿠키의 품질 특성 

및 관능 특성에 대한 반응변수의 값을 최대로 나타낼 수 있

는 배합비를 분석한 결과 당류 저감화를 위한 최적의 배합비

는 증숙 맥문동 열수추출물 6.84 g, 버터 47.20 g, 설탕 

36.02 g으로 나타났다. 최적화된 배합비를 토대로 증숙 맥

문동 열수추출물이 첨가되지 않은 대조군과 품질 특성 및 

관능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당도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

나 관능평가 항목의 단맛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나머지의 관능평가 항목은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

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증숙 맥문동의 활용할 경우 당류 

저감화를 위한 다양한 제품의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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