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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엽 첨가량에 따른 구운 약과의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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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fried yakgwa and baked 
yakgwa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s of P. frutescens powder. Moisture contents of fried yakgwa were 7.05%, 
and moisture content of baked yakgwa with different amounts of P. frutescens powder were 12.42∼10.44% and de-
creased with higher amount of P. frutescens powder. This result can be attributed to loss of water in yakgwa in 
the course of the fried process. Although the degree of expansion of baked yakgwa was lower than that of fried 
yakgwa, size and shape of yakgwa were maintained. Yakgwa is appropriate as a cookie type product. Crude lipid 
contents of fried yakgwa were higher than those of baked yakgwa due to the exchange reaction of water and fat 
during the fried process. Energy of fried yakgwa was 501 kcal and was higher than that of baked yakgwa with different 
amounts of P. frutescens powder. This greatly affected the fat content of each sample. Energy of baked yakgwa increased 
with higher amount of P. frutescens powd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gredients or jasoyeop. For chromaticity 
determination, L values of fried yakgwa were lower, but a, and b values were higher than those of baked yakgwa, 
and L, a, and b values decreased when P. frutescens powder increased. Texture measurement showed that hardness, 
cohesiveness, chewiness, gumminess increased with higher amounts of P. frutescens powder, whereas springiness 
decreased.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fried yakgwa measured based on DPPH scavenging activity were higher than 
those of baked yakgwa with 0%∼0.2% P. frutescens powder and lower than those of baked yakgwa with 0.3%∼0.4% 
P. frutescens powder. In the sensory evaluation, baked yakgwa with 0.1% addition of P. frutescens powder showed 
the highest preference in terms of overall acceptance, and 0% addition of P. frutescens powder showed the highest 
preference in terms of color and flavor. These results suggest that P. frutescens powder may be a useful ingredient 
in baked yakgwa to improve quality and sensory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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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약과는 통일신라시대 불교에서 제물로 사용한 기록으로

부터 시작하여 고려시대 귀족층이나 국가적 행사에 진상되

는 음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의례식품, 기호식

품으로 왕실･반가 사이에 널리 성행된 역사가 오래된 전통 

과자다(1). 유밀과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약과는 밀가루에 

참기름과 꿀을 넣고 반죽한 뒤 약과 틀에 반죽을 박아 모양

을 내거나 만두처럼 빚거나, 사각지게 잘라서 기름에 튀겨낸 

음식이다(2). 이런 약과는 의례음식, 기호음식으로 각광받

았지만 1900년대 설탕 수입과 양과자 기술 도입으로 점점 

쇠퇴하게 되었다(3).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비자들의 

웰빙과 로하스 추구,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과 동시에 

우리 음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소비

성향으로 인해 전통 떡･한과가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으

며(4,5), 떡･한과는 맛･영양가･방부제가 없다는 인식으로 

건강한 디저트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6). 전통 과

줄의 디저트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약과와 강정은 내외국인

들에게 선호도가 높았고(7), 전통 한과류에 대한 인지도 연

구에서는 한과류의 전체적인 인지도에서 약과가 98.6%로 

높게 나타났다(8). 떡･한과의 디저트로서의 소비가치, 구매

의도 연구에서는 떡･한과의 디저트로서 갖는 전통성, 건강

성, 감각성, 신뢰성이라는 이미지가 소비가치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였고(9), 국내 전통한과의 

디저트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전통 한과를 이용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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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통 약과는 일반 과자보다 자극

성이 없고 입안에서 무겁고 맛이 달다는 문제점들이 나타났

다(10). 또한,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튀기거

나 기름 사용이 많은 조리법으로 제조된 제품들을 멀리하는 

경향을 보인다(11). 튀긴 약과는 참기름, 튀김 기름 등 조리

과정 중 기름 사용이 많아 지방･칼로리가 높고, 이런 기름 

사용은 지방의 산화 및 중합 반응으로 유통과정에서 공기 

중 산소를 흡수하여 지질 산패현상을 가져와 상품 가치를 

저하하고 있다(3). 현재까지 선행된 전통 약과의 이화학적 

연구로는 오디 농축액이 첨가된 약과의 저장성(12), 연근추

출물을 첨가한 약과의 품질특성(13), 단삼추출물의 항산화

능 검색 및 약과에의 첨가효과(14), 생강즙 및 집청이 약과

의 지방산화에 미치는 영향(15), 홍삼분말이 첨가된 약과의 

품질 및 저장성(16), 홍화씨분말 첨가에 따른 약과의 품질특

성(17) 등 전통 약과의 기능성 및 저장성을 보완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약과의 산업화 및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조리법을 변화시킨 쿠키 타입의 약과 개발 연구가 

시작되고 있으며, 선행된 연구로는 오븐가열 및 땅콩첨가 

제조방법을 통한 품질특성 연구(18), 기름의 종류 및 첨가량

을 달리한 구운 약과의 품질특성 연구(19), 고아미와 밀가루 

배합 비율에 따른 구운 약과의 품질 특성 연구(3)가 있었지

만, 약과의 열량과 지방을 낮추며 동시에 기능성을 갖춘 구

운 약과 연구개발은 전무하다.

천연 식물체에서 유래하는 항균, 항산화제를 이용한 제품

이 각광을 받으면서 생약 및 약용으로 사용되는 자소엽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소(紫蘇; Perilla fru-

tescens L.)는 소엽 차조기, 차조기로 불리는 꿀풀과(Labi-

ate)에 속하는 것으로 들깨와 유사하며 1년생 초본식물로 

줄기가 20~70 cm 정도 자색을 띠고 있다. 자소는 해열, 발

한, 건위, 해독작용 등의 약리효과가 있으며 자소의 종자, 

줄기, 잎 등이 모두 약용으로 사용된다. 특히 씨를 말린 자소

자는 방부효과가 있어 약재로 사용되며 간장, 된장을 담그거

나 구강 탈취제 등에 사용된다. 현재까지 자소엽에 관한 연

구로는 오미자와 자소엽 추출물 함유 음료의 항산화 활성 

연구(20), 자소엽 추출물이 식중독 유발세균의 증식에 관한 

연구(21), 자소엽을 첨가한 우육포의 품질특성 연구(22) 등

이 있으며, 대부분 항산화작용, 항염증, 항균작용, 항알레르

기작용 등 같은 각종 약리작용의 효능이 우수하다고 연구되

고 있다(23). 이렇게 자소엽이 지방 산패에 효과가 있고 제

과에 적용 시 정유 성분의 영향으로 새로운 맛을 만들 수 

있는 기능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22), 자소엽을 

식품 및 전통 한과 등에 첨가하여 그에 대한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능 성분을 함유한 자소엽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중력밀가루 일부를 대체한 약과

를 제조하고 이화학적 품질 특성, 항산화 활성 및 소비자 

기호도를 조사함으로써 약과 특유의 산패성을 보완함과 동

시에 영양학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한국 대표 디저트의 제

조 방법을 제안하며, 전통 한과 시장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전략 확립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자소엽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Jeonju, Korea)으로부터 전북 남원에서 재배된 것을 분말 

제형으로 제조하여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약과에 사용한 기

본 재료는 중력분(Beksul, CJ, Yangsan), 참기름(Ottogi, 

Anyang), 꽃소금(Sajohaepyo, Shinan), 소주(Hitejinro, 

Cheongju), 생강분(Ajuzone, Asan), 후추(Chungjungone, 

Cheonan), 꿀(Dongsuhhoney, Jincheon), 대두유(Sajo-

haepyo, Incheon), 프락토올리고당(Beksul, CJ, Incheon)

으로 전북 전주 소재의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집청 조건은 선행연구(23)를 참고하여 프락토올리고당에 

물을 넣고 10분간 끓인 뒤 당도계(pocket refractometer 

PAL-2, ATAGO, Tokyo, Japan)로 60°Brix를 조정하여 

60°C에서 30분 침지한 후 타공팬에 받쳐 12시간 동안 집청

을 제거한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약과 제조

튀긴 약과(fried yakgwa; FY)와 구운 약과(baked yakg-

wa; BY)는 한식디저트 저서(1)를 응용하여 Table 1과 같은 

배합비로 제조하였으며, 제조공정은 Fig. 1과 같다. 밀가루

에 생강분, 후추, 참기름을 넣고, 20회 손으로 잘 비벼 기름

을 먹인 뒤 50 mesh의 표준망체에 내렸다. 가루에 소주, 

꿀, 꽃소금을 넣고 50회 손으로 잘 비벼 날가루가 보이지 

않게 섞어 반죽하였다. 약과 반죽은 일정한 높이로 시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제면기(SN-77, Samwoo, Ansan, Korea)

를 사용하였으며, 높이(H)를 0.8 cm로 설정한 후 반죽을 

3회 밀고 접기를 반복하였으며, 최종 약과의 높이(H)가 0.8 

cm 되도록 한 뒤 가로(W) 2 cm와 세로(L) 3 cm로 절단한 

뒤 0.2 cm 두께의 나무 요지를 사용하여 약과의 중심부로 

4개의 구멍을 내어 성형하였다. 튀긴 약과는 110±2°C의 식

용유에서 4분간 튀긴 후 140±2°C의 식용유에서 4분간 뒤

집어가며 튀긴 다음 집청 하였으며, 구운 약과는 예열된 오

븐의 윗불 155°C, 아랫불 145°C의 온도에서 30분간 구워낸 

뒤 집청 하여 본 실험의 시료로 각각 사용하였다.

자소엽 첨가량의 경우 자소자 첨가 동치미의 관능적 및 미

생물학적 특성 연구(24)를 바탕으로 예비실험을 진행하였

으며, 예비 실험에서 자소엽 분말 0.5%, 1%, 1.5%, 2% 첨가 

시 특유의 쓴맛으로 인하여 약과의 기호도 평가에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말 제형의 자소

엽을 밀가루 대비 0%, 0.1%, 0.2%, 0.3%, 0.4%를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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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r for fried and baked yakgwa containing different amount of Perilla frutescens powder
Groups1)

Ingredient (g) FY
P. frutescens powder

BY 0% BY 0.1% BY 0.2% BY 0.3% BY 0.4%
Wheat flour
Sesame oil
Salt
Soju
Ginger powder
Honey
Powdered black pepper
P. frutescens powder

400
100
1.5
50
2

60
0.5
0

400
100
1.5
50
2

60
0.5
0

399.6
100
1.5
50
2
60
0.5
0.4

399
100
1.5
50
2
60
0.5
1

398.3
100
1.5
50
2

60
0.5
1.7

397.7
100
1.5
50
2

60
0.5
2.3

Total 614 614 614 614 614 614
1)FY: fried yackwa, BY 0%: baked yakgwa with P. frutescens powder 0%, BY 0.1%: baked yakgwa with P. frutescens powder

0.1%, BY 0.2%: baked yakgwa with P. frutescens powder 0.2%, BY 0.3%: baked yakgwa with P. frutescens powder 0.3%, BY
0.4%: baked yakgwa with P. frutescens powder 0.4%.

Wheat flour sesame oil Wheat flour sesame oil Add P. frutescens powder
0%, 0.1%, 0.2%, 

0.3%, 0.4%
↓ ↓ ←

Kneading Kneading
↓ ↓

Cutting Cutting
↓ ↓

Frying for 4 min, at 110°C Baking for 30 min, 
at Max: 155°C, Min: 145°C

↓ ↓
Frying for 4 min, at 140°C Soak in syrup for 30 min (60°brix)

↓
Soak in syrup for 30 min (60°brix)

Fried Yackwa (FY) Baked Yackwa with P. frutescens powder
(BY 0%∼0.4%)

    Fig. 1. Preparation process for fried and baked yakgwa containing amount of P. frutescens powder.

팽화도 측정

약과의 팽화도 측정은 선행연구(25)에 따라 실험하였으

며, 시료별 가열 전후의 가로, 세로 및 높이를 caliper(H530- 

20C, Hanco, Sanghai, China)로 측정하고, 크기의 비율에 

대하여 팽화율(%)을 나타내었다.

팽화율(%)＝L2×W2×H2/ L1×W1× H1

L1×W1×H1: Size length, width, height before deep- 

frying or baking

L2×W2×H2: Size length, width, height after deep- 

frying or baking

영양성분

각 시료의 수분함량은 선행연구(26)에 따라 상압가열건

조법을 사용하였고,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 조단백 함량

은 Kjeldahl법, 회분 함량은 건식회화법으로 각각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탄수화물은 100에서 수분, 조지방, 조단백

질, 회분 함량을 제외한 나머지 값으로 나타내었다.

열량은 kcal 단위를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27), 분석 시

료 100 g 중 조지방 9, 조단백질 4 및 탄수화물 4의 계수를 

곱하여 열량을 나타내었다.

색도 측정

조리법, 자소엽 첨가량에 따른 약과 색의 변화는 Chro-

mameter(R-400, Minolta Co., Kyoto, Japan)를 이용하여 

L값(명도), a값(적색도), b값(황색도)을 측정하였다. 약과의 

중심부를 원통형 용기(35×10 mm)에 담아 총 3회 반복 실

험하여 평균값을 나타내었다(L: 97.31, a: 1.01, b: 2.32).

Texture Profile Analysis(TPA) 측정

약과는 집청 후 Texture analyzer(CT3 10K, Brook-

field Engineering Labs., Middleboro, MA, USA)에 2 cm 

cylinder probe를 사용하였다. 약과는 중심부 부분을 1×1 

×1 cm 크기로 자른 뒤 경도(hardness), 탄력성(springi-

ness), 응집성(cohesiveness), 검성(gumminess), 씹힘성

(chewiness)을 각각 총 5회 반복 실험하여 평균값을 나타내

었다(pre-test speed: 5 mm/s, test speed: 2 mm/s, post- 

test speed: 5 mm/s, distance: 5 mm, time: 5 s, trigger 

force: 5 g).

항산화 측정

시료의 제조는 약과 2.5 g을 70% 에탄올 50 mL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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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expansion ratio of fried and baked yakgwa containing amount of P. frutescens powder
 FY

P. frutescens powder
BY 0% BY 0.1% BY 0.2% BY 0.3% BY 0.4%

Expansion rate (%) 186.3±2.9a 123.5±1.3b 123.4±1.4b 124.1±1.3b 124.2±0.5b 124.8±0.7b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Ratio of nutrient contents of fried and baked yakgwa containing amount of P. frutescens powder

Index  FY P. frutescens powder
BY 0% BY 0.1% BY 0.2% BY 0.3% BY 0.4%

Energy (kcal)
Moisture (%)
Protein (%)
Fat (%)
Carbohydrate (%)
Fiber (%)

 501±0.04a

 7.05±0.05f

 5.48±0.20f

26.28±0.20a

60.76±0.15f

 0.43±0.20c

 431±0.17f

12.42±0.20a

 6.54±0.21e

16.52±0.30d

64.09±0.16e

 0.43±0.11c

 432±0.17e

11.88±0.20b

 7.16±0.26d

16.24±0.32f

64.27±0.20d

 0.45±0.25bc

 437±0.06d

11.24±0.17c

 7.28±0.17c

16.73±0.10b

64.37±0.25c

 0.47±0.11ab

 438±0.13c

10.86±0.20d

 7.47±0.26b

16.68±0.25c

64.50±0.17b

 0.49±0.15a

 438±0.16b

10.44±0.26e

 7.71±0.05a

16.45±0.40e

64.90±0.52a

 0.50±0.15a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f)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균질화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추출 후 8,000 rpm에서 

원심분리 한 뒤 Whatman No. 1 여과지(GE Healthcare UK 

Ltd., Little Chalfont, UK)를 사용하여 여과한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약과 추출물의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96-well plate

에 약과 추출물 100 μL와 0.2 mM DPPH 용액 100 μL를 

첨가한 후 37°C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Microplate read-

er(Infinite M200 Pro, Tecan Group Ltd., San Jose, CA, 

USA)를 사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

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아래 식에 측정된 흡광도 값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1－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100

시료 무첨가구의 흡광도   

관능평가

약과에 대한 관능평가는 전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jjjIRB-170607-HR-2017-0601)하에 진행하였으며, 

관능평가를 위한 약과는 시료별로 1개씩을 흰색 폴리에틸렌 

용기에 각각 담아 제공하였다. 시료의 번호는 3자리의 난수

표를 사용하였으며, 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

의 남녀 20명(남자 10명, 여자 10명)을 대상으로 구두 참여 

요청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관능검사 경험이 있는 학생을 우선 선발하여 진행하였다. 

약과의 기호도 평가는 색상, 맛, 향, 텍스처, 전반적인 기호

도로 7점 척도법을 사용하여 1점 매우 나쁘다, 7점 매우 좋

다 순으로 평가하였으며, 생수를 제공하여 입안을 헹굴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통계분석

실험의 결과는 SPSS(version 23.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통계값은 일원분산

분석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P<0.05 수준에서 Duncan의 다

중범위분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통하여 유의

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팽화도 측정

튀긴 약과와 자소엽 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구운 

약과의 팽화율(%)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구운 약과에 

비해 기름에 튀기는 조리법을 사용한 FY 시료의 팽화도는 

186.3±2.9%로 가장 높은 팽창률을 나타내었으며, 자소엽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한 구운 약과의 경우 첨가량에 상관없

이 BY 0%~0.4% 시료 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튀기는 조리법을 사용하는 전통 약과의 경우 팽

화율이 알코올의 종류와 지방량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알코올의 에탄올 성분은 비점이 물보다 낮아 밀가루의 전분

이 완전히 호화되기 전에 휘발하여 팽화율을 크게 하며(28), 

반죽에 첨가하는 지방량이 증가할수록 수분, 글루텐 또는 

글루텐과 글루텐 사이에 끼는 지방량이 많게 되고 short-

ening power도 증가하게 된다(29). Lee 등(18)의 연구에 

의하면 오븐 가열 및 땅콩첨가 구운 약과의 품질 특성에서 

튀긴 약과는 튀기는 과정에서 수분과 유지의 교환반응이 진

행되어 약과의 조직이 다공질화되고 이로 인해 팽화율을 증

가시키며, 오븐에 구운 약과는 기름에 튀기는 과정 없이 알

코올의 팽화 효과만 작용하기 때문에 튀긴 약과에 비해 팽화

율이 낮다고 보고되어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결과를 나타내

었다. 또한, 자소엽 분말을 첨가한 시료 BY 0%~0.4%의 경

우에는 녹차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팽화율이 감소하였

다는 연구결과(30)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이는 

선행연구에 비해 팽화율의 차이까지 나타내기에는 소량의 

자소엽 분말을 첨가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영양성분

튀긴 약과와 자소엽 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구운 

약과의 영양성분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수분의 경우 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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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unter's color values of fried and baked yakgwa containing amount of P. frutescens powder

Color  FY P. frutescens powder
BY 0% BY 0.1% BY 0.2% BY 0.3% BY 0.4%

L
a
b

39.73±0.32f

 8.36±0.16a

25.52±0.17a

61.20±0.26a

 1.41±0.02b

17.26±0.66b

59.69±0.19b

 0.52±0.86c

16.55±0.04c

57.04±0.66c

-1.03±0.05d

15.81±0.66d

54.98±0.80d

-2.52±0.02e

15.27±0.37e

51.27±0.07e

-2.84±0.43f

14.82±0.47f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f)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기는 조리법을 사용한 FY 시료가 굽는 조리법을 사용하는 

BY 0%~0.4% 시료에 비해 낮은 수분함량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굽는 조리법이 오븐을 이용한 건열 조리방법으로 식재

료가 가진 자체 수분으로 익히는 방식을 취하므로 FY보다 

BY 시료들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선행연구(31)의 연구결

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BY 0%~0.4% 시료군에서는 자소엽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 감소하였는데 이

것은 구아바 분말(32), 미강 분말(33), 클로렐라 분말(34)을 

기능성 부재료로 첨가한 쿠키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감소 

경향이 보고된 바 있다. 조지방의 경우 FY 시료 함량은 26.28 

±0.20%로 시료 중 가장 높은 지방함량을 보였으며, BY 0% 

~0.4%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FY 시료

의 경우 기름에 튀기는 조리법으로 튀기는 과정에서 수분과 

유지의 교환반응이 진행하기 때문에 굽는 조리법을 사용하

는 BY 0%~0.4% 시료보다 지방함량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

다. 회분의 경우 FY와 BY 시료군, BY 0%~0.4% 실험군에

서 0.43~0.50%를 나타내었으며, 탄수화물은 BY 0%~0.4% 

실험군에서 60.76~64.90%, 단백질의 경우 BY 0%~0.4% 

실험군에서 5.48~7.71%로 회분, 탄수화물, 단백질 모두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자소엽 분말의 첨가수준이 

증가하면서 이들 성분이 증가하는 것은 약과의 영양적인 면

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약과 열량의 경우 튀기

는 조리법을 사용한 FY 시료는 501 kcal로, 오븐에 굽는 

조리법을 사용하는 BY 시료군들에 비해서 약 65.8 kcal 정

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름에 튀기는 조리

법과 오븐에서 굽는 조리법에 따른 조지방의 함량 차이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BY 0%~0.4% 시료 

간의 열량은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회분, 탄수화물, 단백질과 

동일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색도 측정

튀긴 약과와 자소엽 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구운 

약과의 색도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구운 약과에 비해 기

름에 튀기는 조리법을 사용한 FY 시료의 L값은 39.73± 

0.32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자소엽 분말 첨가량을 달리한 

BY 0%~0.4% 경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

하는(P<0.05) 경향을 보여 색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인으

로 생각한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red/-green)은 자소

엽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녹색도의 음의 값을 나타내는 

경향(P<0.05)을 보이는데, 이는 자소엽 분말 자체가 지니는 

녹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L값과 a값이 낮게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Jung과 Lee(35)의 미역 분말을 첨가

한 쿠키의 제조 시 적색값이 낮아진다는 보고와 일치하였으

며, Kim과 Park(36)의 가루 연잎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쿠키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명도와 적색도는 낮았으며 황색

도는 큰 차이가 없고, 이러한 색의 차이는 녹차가루 첨가량

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커진다는 보고와도 일치하였다. b값

(+yellow/-blue)은 황색도를 나타내는 음의 값을 나타내었

고 FY 시료가 25.52±0.17로 다른 첨가군에 비해 높게 평가

되었으며, 자소엽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

소하였다(P<0.05). 이는 약과에 소량 첨가되는 당인 꿀이 고

온에서 쿠키를 굽는 과정에서 발생한 메일라드 반응(Mai-

lard reaction)과 캐러멜화 반응(caramelization)이 크지 않

아 황색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FY 

시료에 비하여 BY 0%~0.4% 시료군이 L값은 증가하였지

만, 자소엽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감소하고 a값, b값 

모두 확연하게 낮아지는 유의차를 나타낸 것은 자소엽 분말 

자체가 지니는 어두운 자색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소엽 분말 첨가량에 따른 전반적인 색도의 변화는 자소엽

에 다량 존재하는 안토시아닌 색소의 영향인 것으로 추측된

다(22).

TPA 측정

튀긴 약과와 자소엽 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구운 

약과를 texture analyzer로 측정한 경도, 탄력성, 응집성, 

검성, 씹힘성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경도는 FY 시료가 

2,231.8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FY 시료와 비교 시 

자소엽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점점 높아져 BY 0%~ 

0.4% 시료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경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air cell의 발달 정도가 있는

데 구운 약과의 경우 팽화율이 낮아 약과 내의 조직들이 다

공화되지 않으나, 튀긴 약과는 기름에 튀기는 과정 중에서 

수분과 기름의 교환반응이 진행되었고 전체적으로 약과표

면과 내부조직이 다공화되어 경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

며, 이는 Kim 등(3) 및 Jung과 Lee(35)의 연구결과와 유사

하였다. 탄력성은 FY 시료가 0.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운 약과의 경우 자소엽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점점 

감소함이 나타나 FY 시료와 BY 0%~0.4% 시료 간에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이는 주박을 첨가한 약과(37)

에서 주박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와 응집성, 점착성은 

증가하였고 탄력성과 씹힘성은 낮아졌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 응집성은 FY 시료가 0.44로 가장 높았고, 



자소엽 첨가량에 따른 구운 약과의 품질 특성 1111

        Concentrations (μg/mL)

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fried and baked
yakgwa containing amount of P. frutescens powder.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f) abov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Table 5. TPA1) test of fried and baked yakgwa containing amount of P. frutescens powder

   Index  FY
P. frutescens powder

BY 0% BY 0.1% BY 0.2% BY 0.3% BY 0.4%

Hardness
Springiness
Cohesiveness
Gumminess
Chewiness

2,231.86
0.78
0.44

1,033.90
742.83

±86.73f

±0.01a

±0.01a

±27.34f

±37.08e

3,588.74
0.67
0.35

1,248.21
1,087.58

±19.80e

±0.00b

±0.00c

±35.09e

±67.3d

3,593.44
0.65
0.35

1,258.86
1,079.34

±26.58d

±0.01b

±0.04b

±52.11d

±77.0d

3,603.08
0.60
0.35

1,326.84
1,112.31

±45.53c

±0.01c

±0.02b

±51.49c

±65.4c

3,618.48
0.59
0.36

1,333.84
1,124.68

±17.21b

±0.01d

±0.00b

±39.27b

±10.6b

3,634.00
0.57
0.37

1,369.83
1,141.71

±11.45a

±0.01e

±0.01b

±37.67a

±43.7a

1)TPA: texture profile analysi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0%~0.4% 시료군 비교 시 점차 증가하여 유의적인 차이

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도라지, 호박, 콩, 시금치, 

표고버섯, 고사리 분말을 같은 배합으로 혼합하여 만든 약과

의 연구(38)에서 채소 분말을 첨가할수록 응집성은 높아진

다고 보고하여 섬유소 함량 차이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검성은 FY 시료에서 0.4%까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

났다. 검성 및 씹힘성 또한 FY 시료에서 BY 0%~0.4%까지 

점점 높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 분말을 첨가한 

약과의 제조와 품질 특성 연구에서 마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

함에 따라 응집성과 검성, 씹힘성이 높아졌다고 보고한 연구

와 유사하였다(39).

항산화 측정

튀긴 약과와 자소엽 분말 첨가량을 달리한 구운 약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Fig. 2에 나타내었다. DPPH 라

디칼 소거 활성은 BY 0.4%에서 73.27±0.08%로 가장 높았

고 BY 0%~0.3%에서 각각 42.80±0.06%, 54.41±0.09%, 

65.59±0.02%, 71.33±0.03%를 나타내었으며, FY 시료에

서는 63.50±0.11%를 나타내 자소엽 양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성초, 자소

엽, 녹차 식물 추출 혼합물의 항산화 연구(40)에서 자소엽 

추출물 50 μg/mL 이상은 80~90% 정도의 자유라디칼 소거

능이 있어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자소엽 분말의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차조기 채취 

시기별 유효성분 함량 연구(41)에서 자소엽의 유효성분인 

안토시아닌계 색소 성분이 가진 항산화성의 영향으로 무첨

가군에 비해 자소엽 분말 첨가군의 지질 산패도가 낮게 나온 

결과와 같은 경향이다. 그러나 자소엽 분말을 0%~0.1% 첨

가하여 제조한 구운 약과는 FY보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Y 시료를 1차 110°C, 2차 

140°C에서 총 8분 가열하는 것에 비해 BY 0%~0.4% 시료

군은 160°C에서 30분간 가열하기 때문에 튀긴 조리법을 사

용한 FY 시료보다 긴 조리시간과 높은 온도의 영향으로 산

화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지의 가열 산화

는 180°C 이상의 가열조건에서 주로 중합과 가수분해에 의

해 유지의 품질이 열화되는 산화 과정이 진행된다는 연구결

과(42)와 다소 유사하다. 또한, 튀긴 조리법을 사용한 FY 

시료의 항산화성이 BY 0%~0.1%보다 다소 높은 것은 부재

료인 참기름이 가진 sesamin, sesamol, sesamolin의 항산

화성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42). 연근 추출물을 

첨가한 약과(13)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연근 추출물

을 넣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연근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블랙 

렌틸콩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블랙 렌틸콩 

추출물을 첨가한 약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낮은 

농도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43). 따라서 약과 제조 

시 자소엽 분말 첨가 후 전체적으로 생리활성 성분이 증가하

고 이로 인하여 항산화 활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능평가

튀긴 약과와 자소엽 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구운 

약과의 관능평가 결과는 Table 6과 같다. FY와 BY 0%~ 

0.4% 시료군의 기호도는 BY 0% 시료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P<0.05). 맛의 기호도는 BY 0.1%가 6.20±0.83으로 가

장 좋았고 BY 0.4% 시료는 3.20±1.54로 가장 낮았으며, 

FY, BY0.1~0.4% 다섯 개의 처리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었다(P<0.05). 향의 기호도는 BY 0% 시료의 향이 

가장 높았으며 각각의 시료군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

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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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nsory evaluation of fried and baked yakgwa containing amount of P. frutescens powder

Index FY
P. frutescens powder

BY 0% BY 0.1% BY 0.2% BY 0.3% BY 0.4%
Color
Taste
Flavor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4.15±1.39bcf

4.60±1.23bcf

4.55±1.36bf

4.45±1.28bcf

4.45±1.15bcef

6.05±0.69adef

6.00±0.65adef

5.85±0.67adf

5.85±1.04adef

5.85±0.75adef

5.70±0.87adef

6.20±0.83adef

5.40±0.75def

5.75±0.91adef

6.00±0.97adef

4.35±1.04bcf

4.05±0.95bc

4.20±0.89bcf

4.50±1.05bcf

4.10±0.79bcf

3.25±1.25bc

3.40±1.27bc

3.45±1.10bc

3.85±1.42bc

3.50±1.19abcf

2.70±1.30abcd

3.20±1.54abc

2.80±1.36abcd

3.15±1.09abcd

2.65±0.88abcd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f)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약과의 맛 기호도의 경우 BY 0.4% 시료가 3.20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자소엽 특유의 쓴맛이 강하게 느

껴졌다는 의견이 있어 맛에 대한 기호도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약과 조직감의 기호도는 BY 0% 시료에서 

5.85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전반적인 기호도는 BY 

0.1% 시료가 6.0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BY 0%, 

FY, BY 0.2%, BY 0.3%, BY 0.4%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FY보다 BY 0%, BY 0.1%가 높은 것은 굽는 조리법이 음식

물 표면에 접촉되는 건조한 열로 표면이 마르게 구워져 고소

한 맛을 높여주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튀긴 약과(FY) 및 구운 약과(BY)의 자소엽 

분말의 첨가 비율을 달리하여 약과를 제조하고 이화학적 품

질 특성을 분석하였다. 수분함량은 튀긴 약과 7.05%, 자소

엽 분말 첨가량에 따른 구운 약과가 12.42~10.44%로 튀긴 

약과보다 구운 약과 및 자소엽 분말 첨가군이 높게 나타났으

며, 자소엽 분말 함량에 비례하여 수분함량이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냈다. 이는 튀기는 과정 중 약과 내 수분이 유실된 

것으로 판단되며 구운 약과가 튀긴 약과보다 팽화율은 낮지

만, 일정한 크기와 형태를 유지하여 튀긴 약과의 단점을 해

소하며 동시에 쿠키 타입의 약과 제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

된다. 조지방의 경우 튀긴 약과가 구운 약과보다 지방 성분

이 높았으며, 이는 튀기는 과정에서 수분과 유지의 교환반응

이 진행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약과 열량의 경우 튀기는 

조리법을 사용한 FY 시료는 501 kcal로, 오븐에 굽는 조리

법을 사용하는 BY 시료군들에 비해서 약 65.8 kcal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름에 튀기는 조리법

과 오븐에서 굽는 조리법에 따른 조지방의 함량 차이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약과의 색도는 튀긴 약과보다 

구운 약과의 L값은 높게 나타났고 a, b값이 낮게 나타났으

며, 이는 자소엽 분말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L, a, b값은 모두 

감소하였다. 조직감의 경우 자소엽 분말의 첨가량에 비례하

여 약과의 경도, 응집성, 씹힘성, 검성은 증가하였으나 탄력

성은 감소하였다. 약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BY 

0.2~0.4% 시료군이 FY와 BY 0~0.1%에 비해 높게 나타났

고, 자소엽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항산화 활성도 증가하

였다. 따라서 구운 약과 제조 시 자소엽 분말을 0.2% 이상 

첨가하였을 때 항산화 효과가 증진함을 알 수 있었다. 관능

평가에서 맛, 전반적인 기호도 평가에서는 BY 0.1% 시료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향과 색에서는 BY 0% 

시료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자소엽은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소재로 자소엽 분말을 첨가

하여 구운 약과를 제조할 경우 열량 및 지방 감소, 항산화 

활성 증가 효과를 알 수 있었고, 또한 구운 약과는 기존 튀긴 

약과에 비해 경도 값이 쿠키 경도와 비슷하여 차후 약과 제

품 유통 시 형태 보존에 대한 안전성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

다. 더불어 기존 튀긴 약과의 상품성, 맛과 품질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할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의 대표 디저트에 

부합하는 약과 제조 방법 정립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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