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4(3), 196-203; 2018

1. 서  론

최근 소비자들은 건강과 웰빙에관심에높아짐에따라다

양한 소재를 활용한 우리 전통식품들이 건강식품으로 재평

가됨에 따라 전통식품에대한 기호도가 점차 증가되는 실정

으로 전통식품의 가공방법을 응용, 활용․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Ko, Shon, Kim, & Chung, 2009).

부각은 농․수산물의 제철재료를 저장하기 위해 활용되

는 우리나라 대표 전통튀김식품 중의 하나이다. 채소 및 해
조류에 찹쌀풀을 넓게 발라 건조시킨 후 고온의 식물성 기

름을 이용하여 바삭한 질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탕하여

만드는 것으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어 영
양성뿐만 아니라 기능성이우수하여 밑반찬, 간식용, 술안주
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Jung, Song, Chung, & Cho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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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examin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dough liquid according to the additional ratio 
of Doraji in seaweed snack manufacturing. Firstly, the results of Doraji type (dry & powder) were as 
follows: Carbohydrates 77.57～79.29, crude protein 9.10-9.25, crude fat 0.96～1.33 and calories 355～
366 kcal, pH 5.42～5.45, sugar 3.53～3.96 ° brix, color 33.82～44.25 (L), 2.27～3.52 (B) and total free 
amino acids 2,200～2,699 mg/100 g. Total polyphenol contents had dry extracts 1,931.18 mg% and 
powder extract 1,382.43 mg%,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tended to increase with 
higher treatment concentration. Next, the results showed that dough liquid for seaweed snack manufac-
ture which was added Doraji were as follows: Color became deep poppy red with increased addition 
of Doraji. The texture of adhesiveness, cohesiveness, chewiness, and brittleness tended to decrease with 
addition of Doraji. The springness showed the opposite tendency. According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20% of dry Doraji extract is a proper proportion so that it can be added to the rice dough liquid to 
produce form Doraji (dry and powder) containing seaweed sn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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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Kim, & Lee, 2002).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urm A. 
DE. Candolle)는 초롱꽃(Campanulaceae)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 식물로서, 당질과 섬유소가 많고, 칼슘이 풍부한 알카
리성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Park et al., 2010),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온 식재료 중의 하나이다(Choi et al., 2014). 
도라지 뿌리인질경은거담, 편도선염, 감기, 기침 등에유용
(Kim et al., 2005)하다고 알려져 있어, 산채 및 나물 등의 식
재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한약재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
다. 김(Porphyra tenera)은 보라털과(Bangiceae) 김 속에 속하
는 홍조류로써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조류의 일종으로(Choi 
& Gill, 2011), 단백질, 비타민 A, 무기질 및타우린이 풍부하
여(Yang, 2014) 항산화활성, 콜레스테롤 저하효과 등 생리활
성기능을 있으며(Shin et al., 2006), 독특한 풍미를 함유하고
있어기호식품으로 애용되고 있다(Lee, Song, & Yoon, 2017). 
하지만, 최근 양식기술의 발달로 인해 김의 생산량은 증가
하는 반면, 단순 가공식품에 편중되어 있어 활용도를 높이
기 위한 다양한 가공법 개발이 필요한 시기이다.     
기존 부각 관련 연구로는 뽕잎(Lee et al., 2002), 녹차(Park, 

Choi & Cho, 2001), 다시마(Choi, Sim, Shin, Bing, & Chun, 
2011), 연근(Jung et al., 2013; Lee et al., 2002) 등을 이용한
부각 제조의 품질 특성에 대한 연구 및 백련초, 복분자, 녹
차, 울금 분말을 첨가한 기능성 부각(Ko et al., 2009) 등의
연구가 보고되어 있으나, 도라지 분말을 첨가한 김 부각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도라지를 활용한 연구에
는 도라지차(Lee, Joo, & Kwon, 2000), 캔디(Lee et al., 2001), 
정과(Kwon & Park, 2009), 다식(Jhee, Jegal & Choi, 2010) 및
식혜(Jeong & Yu, 2013) 등이 있으나, 도라지를 첨가한 김스
낵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식 및 술 안주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김스낵을 제조함에 있어 감기, 기침 및 항산화 활성 등에 효
과가 있는 도라지를 첨가하여 전통과자류의 하나인 부각의

방법을 활용한 김스낵을 제조․개발을 위한 최적 배합비를

조율하기 위해 찹쌀풀 반죽액의 색도 및 물성을 조사하여

도라지 첨가량의 적정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본연구에사용한찹쌀(한살림, 서울), 김(신안산, 국산), 도
라지 건조 및 분말(㈜ 두손애 약초, 경산, 국내산)을 구입․
사용하였다. 간장(청정원, 대상, 서울), 소금(사조해표, 천일
염, 서울)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2. 도라지 추출물 및 김스낵 반죽액 제조

첨가재료인도라지의항산화성및반죽액에첨가하기위해

도라지 100 g에 증류수 1,000 mL를 첨가하여 90℃에서 70 
rpm의 속도로 2시간 항온추출(HB-205SW, Hanbaek Science 
Co., Korea)하였다. 추출물을 여과하여 동결건조 분말화하여
사용하였다. 김스낵 제조를 위해 김은 2절로 잘라 사용하였
다. 찹쌀풀은 세척하여 탈수한 찹쌀을 롤러기(Stone roller, 
Pungkin Food Machinery Co. Ltd.)로 분쇄한 후 물과 찹쌀가
루를 1:6 비율로 섞은 뒤 저어주면서 1시간 정도 끓인 후 방
냉시킨다. 그 후 간장, 소금을 넣어 만든 반죽액에 건조 및
분말형태의 도라지를 이용한 추출물(반죽액 대비 10, 20 및
30%)을넣어 혼합한반죽액을 제조하여배합 적정성을조사
하기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2.3. 실험 방법

2.3.1. 일반성분 분석

실험에사용된재료의영양성분은 AOAC 표준방법(AOAC, 
1995)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수분함량은 105℃ 상압가열건
조법(HB-502M, Hanbaek Scientific Co., Korea), 조단백질은
Kjeldahl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 조회분은 직접 회화법, 
무기성분은 양이온인 Na 함량은 원자흡광분광광도계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2.3.2. pH, 당도, 색도, 갈색도 및 탁도 측정

도라지 추출물의 pH는 pH meter(Metrohm 691, Metrohm 
UK Ltd., Herisau, Switzerland)를이용하여측정하였으며, 당도
는 digital refractometer(PR-101, Atago Co., LTD., Tokyo, Japan)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추출물의 색도, 갈색도 및 탁도는
UV-visible spectrophotometer(UV-1601, Shimadzu Co., Kyoto, 
Japan)를 이용하여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를 각
각 측정하여 Hunter's color value로 나타내었다. 표준 L 값은
100.00, a 값은 0.07 및 b 값은 -0.03이었다. 도라지추출물을
첨가한반죽액의색도는색차계(Chromameter, CR-300, Minol-
ta Co., Japan)를이용하여 L, a 및 b 값을각각측정하여나타
내었다. 이때 색 보정을 위하여 사용된 L, a 및 b 값은 각각
97.74, -0.42 및 2.03이다. 

2.3.3. 유리 아미노산 분석

유리아미노산 함량은분석법에따라시료 0.2 g을정량하
여 4 mL URIPREP 용액에 현탁하여 10분간 방치 후 13,000 
rpm으로 10분간원심분리후 0.42 μm membrane filter(PVDF- 
2545, Chemco Scientific, Osaka, Japan)로 여과한 용액을 유리
아미노산분석시료로 HPLC(Agilent 110 Series, Agilent Tech-
nol. CA,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컬럼은 Pickering, 
PININACLE PCX(4.6×250mm)을 장착하고, 이동상은 Lithum 
eluent(pH 2.75 및 7.50)에의한 gradient 방법으로 190분간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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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유속은 0.3 mL/min으로하였으며, 온도는 column oven
에 의하여 40℃를 유지하면서, UV 570 nm에서 검출하였다. 
표준물질은 유리아미노산 43종의 표준물질을 사용하였다.

2.3.4. 항산화성 조사

도라지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Folins-Denis 
법(Amerinem, & Ough, 1958)을 이용하여 비색정량하였다. 
즉, 시료 추출 여과액 2 mL에 50% phenol reagent(Folin-Cio-
calteu's reagent) 2 mL를첨가하여 3분간 방치 후 10% Na2CO3 

용액 2 mL를 가한 다음 실온에서 10분간 정치 발색시키고, 
UV-visible spectrophotometer(UV-1601)를 이용하여 70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gallic acid (Yakuri pure che-
micals Co., Ltd. Kyoto, Japan)를 사용하여 0～4 mg/mL의 농
도로 조제한 후 상기의 방법으로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환산하여 mg/100 mL로 표시하였다. DPPH(1,1-diphenyl-2-pi-
crylhydrazyl, Sigma) 라디칼 소거활성은 Blois 방법(Blois, 
1958)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DPPH 0.15 mM을 absolute 
ethanol 100 mL에 용해한 후, 50% ethanol 용액을 대조구로
하여 517 nm에서 DPPH 용액의 흡광도를 약 1.0이 되도록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시료 0.5 mL에 DPPH 용액 2.5 mL을
혼합하여 정확히 3분 동안 반응시킨 후 UV-visible spectro-
photometer(UV- 1601)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여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계산하였다. ABTs radical 소
거능은 Re 등의 방법(Re et al., 1999)을일부수정하여실험하
였다. 즉, ABTs 7 mM과 potassium persulfate 2.45 mM을 증류
수에 용해하여 12～16시간동안암소에방치하여 ABTs cation 
radical(ABTS˙+)을 형성시켰다. 이 용액을 80% ethanol을 이용
하여 734 nm에서 0.700±0.002의 흡광도 값을 갖도록 희석하
였다. 증류수에희석한시료추출물 50 μL를시험관에가한
다음 희석된 ABTs˙+ 용액 3 mL를 첨가하였다. 실온에서 6분
간 반응시켜 UV-visible spectrophotometer(UV-1601)를 이용
하여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3.5. 도라지 첨가 김스낵 반죽액의 물성 측정

도라지추출물첨가량에따른반죽액의물성을측정하기위

해 부착성(adhesiveness), 응집성(cohesiveness), 탄력성(springi-
ness), 씹힘성(chewiness)을 Rheometer(CR-100, Sun Scientific 
Co.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회 반복 측정하였다. 반
죽액을 가로, 세로 2 cm로 샘플용기에 담아 load cell 10 kg, 
table speed 60 mm/min, set value 2 mm, adaptor No. 21 (∅
21 mm로 하여 측정하였다.

2.4. 통계 처리

본 연구의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측정한 평균과표준

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각 실험결과에대한 통계분석은 SPSS 
(21.0,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
였다. 실험군 간의 유의적 차는 일원배치 분산분석법(One- 
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시행하였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각 실험군의 평균치 간의 유의적 차이를 검증하
였다(p<0.05).

3. 결과 및 고찰

3.1. 도라지 형상에 따른 영양 성분 함량

기능성분을 첨가한김스낵제조의주 첨가물인 도라지 형

태(건조 및 분말)에 따른 제품의 영양성분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수분함량은 세절 후 단순건조물보다
분말이 조금 낮게 나타났으며, 당류의 함량은 세절 후 단순
건조물이 분말보다 160% 정도 높게 나타내었다. Na 함량은
분말이 세절 후 단순건조물보다 127% 정도 높은 경향을나
타내었다. 이와같은결과는한국인영양섭취기준의식품영
양가표(KNS, 2005)에서 생도라지 경우, 수분 75.6%, 단백질
1.7%, 지질 0.4%, 탄수화물 19.6%, 회분 0.90%이며, 건조도
라지 경우 단백질 2.4%, 지질 0.1%, 탄수화물 62.9%, 회분
1.50% 및 도라지 첨가 설기떡의 품질 조사(Park, 2009)에서
열풍건조도라지 분말의 수분 14.35%, 조단백 3.86%, 조지방
2.57%, 조회분 3.65%, 탄수화물 64.97%, 조섬유 9.94%와 비
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도라지는 분말도라
지보다는세절 후 단순건조도라지를 사용하는것이 좋을 것

으로 생각된다.

3.2. 도라지 형상에 따른 pH, 당도, 색도, 갈색도 및 탁도

기능성분을 첨가한김스낵제조의주 첨가물인 도라지 형

Table 1. Nutritional ingredients of Doraji types

Dry Powder

Moisture (%)  8.78  6.24

Carbohydrate (g/100 g) 77.57 79.29

Crude protein (g/100 g)  9.10  9.25

Crude fat (g/100 g)  0.96  1.33

Trans fat (g/100 g)  0.00  0.00

Saturated fat (g/100 g)  0.08  0.12

Crude ash (%)  3.60  3.89

Calorie (kcal) 355 366

Sugars (g/100 g) 17.44 10.50

Cholesterol (mg/100 g)  0.00  0.00

Na (mg/100 g)  6.53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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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 sugar content, Hunter’ value color, brown color and turbidity of Doraji types

pH Sugar content
(°brix)

Hunter’ value color
Brown color Turbidity

L a b

Dry 5.42±0.011)a2) 3.96±0.05a 44.25±0.33a 2.27±0.05b 16.83±0.13a 1.26±0.00b 0.53±0.01b

Powder 5.45±0.03a 3.53±0.02b 33.82±0.14b 3.52±0.07a 13.95±0.09b 1.53±0.01a 0.70±0.01a

F-value 6,5002.85*** 6,391.50*** 3,5747.85*** 3,369.63*** 26,882.64*** 20,671.83*** 130,417.85***

1)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b)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태(건조 및 분말)에 따른 추출물의 pH, 당도, 색도, 갈색도
및 탁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재료의 형
태에 따른 pH의 변화는 미비하였으며, 당도는 도라지의 형
태에 따른 차이가 미비하였다. 색도변화는 분말도라지 추출
물보다 세절 후 건조도라지 추출물이밝은 적황색을 나타내

었으나, 그 차이는 미비하였다. 갈색도 및 탁도 역시 색도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도라지 첨가 설기떡의 품질 조
사(Park, 2009)에서 열풍건조도라지의 색도 L, a 및 b 값은
76.23, 2.87 및 21.46로 나타낸 결과와는 L값의 차이가 있으
나 이는 고상과 추출액상과의 차이로 보여진다. 

3.3. 도라지 형상에 따른 유리아미노산 함량

일반적으로 아미노산은 감칠맛을 내는 성분으로 재료의

맛에 관여하는 물질 중의 하나이다. 유리아미노산 중 단맛
을 형성하는 아미노산은 cysteine, aspartic acid 및 glutamic 
acid이있으며, 쓴맛은 isoleucine 및 leucine, 단맛을나타내는아
미노산은 threonine, serine 및 proline 등이있다. 그중 threonine, 
aspartic acid, glutamic acid 등의 유리아미노산 함량이 비교적
높은 것은 영양적인 면에서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Oh et al., 2004). 기능성분을 첨가한 김스낵 제조의
주 첨가물인 도라지의 형태(건조 및 분말)에 따른 추출물의
유리아미노산 함량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8종의 필수아미노산 중에서 isoleucine, leucine, valine, histi-
dine, arginine, methionine 및 lysine 7종이 검출되었으며, 비필
수아미노산 중 alanine, asparagine, glutamic acid, glycine 및
proline 5종이 검출되었고, 기타 유리아미노산 중 gaba, etha-
nolamine ammonia 등 총 19종이 검출되었다. 그 함량은 세절
후 건조도라지 추출물의 경우, arginine > ethanolamine > glu-
tamic acid > asparagine > alanine 순이고, 분말도라지 추출물
의 경우, arginine > ethanolamine > glutamic acid > alanine > aspa-
ragine 순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Cho와 Chang (1989)의 도라지의 아미노산 조성을 조사한 결
과 16종의 아미노산이 존재하며, 그 함량은 arginine > glu-
tamic acid > asparagine > leucine > alanine 순으로 나타낸 결

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Lee(2012)의 생도라지를 이용한
유리아미노산 함량 분석에서 총 17종이 검출되었으며, 총
아미노산 함량은 293.33 mg/100 g이며, arginine > glutamic 
acid > aspartic acid > alanine > serine 순으로 나타낸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도라지의 재배환경 및 시료에 따
른 차이로 생각되며, 유리아미노산의 함량 중 높게 나타난
arginine, glutamic acid, asparagine 및 alanine 등의 기능성에

Table 3. Free amino acid contents of Doraji types
  (unit: mg/100 g)

Dry Powder

Asparagine 164.79  143.68 

Glutamic acid 205.40  212.23 

Proline 80.18  20.95 

Glycine 3.20  11.25 

Alanine 134.40  154.16 

Citrulline 8.96  12.87 

A-amino-n-butyric acid 0.00  1.17 

Cysteine 38.34  3.68 

Gaba 27.44  53.86 

Ethanolamine 249.78  677.33 

Ammonia 66.18  67.81 

Phenylalanine 10.52  9.33 

Valine 37.92  28.40 

Methionine 11.67  12.17 

Isoleucine 13.99  17.62 

Leucine 0.00  14.14 

Lysine 9.59  14.31 

Histidine 40.15  36.54 

Arginine 1,117.64  1,208.21 

Total amino acid 1,102.51 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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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4. 항산화 활성 조사

일반적으로 polyphenol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산물 중의 하나로서,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지닌 페놀성 화합물은 phenolic hydroxyl(OH)기가 단백질과
같은 거대 분자와의 결합을 통해 항산화, 항균, 항암 등의
생리기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09). 또한, 
공기 중에서 polyphenol oxidase에 의해 쉽게 산화되어 갈변
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일부 흑갈색 불용성 물질을 만들어
polyphenol 화합물의 양이 감소되어 떫은맛이나 쓴맛이 없
어지기도 한다(Kim, 1977). 전자공여능은 활성라디칼에 전
자를 공여하여 인체의 노화 억제 작용과 식품 중의 지방질

산화를억제시키는척도로사용되고있으며(Shon et al., 2001), 
항산화 물질의 항산화능 측정에 편리한 방법이다(Blois, 
1958). 또한, ABTs 소거활성은 수소공여항산화제(hydrogen- 
donating antioxidants)와 연쇄 절단형 항산화제(chain-breaking 
antioxidants) 모두를측정할수있으며, 수용상(aqueous phase)
과 유기상(organic phase) 모두에 적용 가능한 측정 방법이다
(Nakabayashi, Ina, & Sakata, 1994). 
기능성분을첨가한 김스낵 제조의주첨가물인도라지형

태(건조및 분말)에 따른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조사
한 결과는 Fig. 1에나타내었다. 세절 후건조추출물의 경우
1,931.18 mg%, 분말 추출물의 경우 1,382.43 mg%로 세절 후
건조 추출물이 30%정도 높게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결과는도라지의에탄올추출물의총폴리페놀함량은 23.53 
mg/g을 나타내었다. Kim, Kang, Eum, Ko와 Kim(2003)은 천
연 한약재를 이용하여 열수 및 메탄올 추출물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변화를 연구한 결과 페놀성 화합물은 항산화

작용을 가진 대표적인 물질로, 식물의 종류 및 이들에 함유

Fig. 1. Total polyphenol content of Doraji types.
a,b Values with differents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되어 있는 항산화 유효성분의 종류와 추출방법에 따라현저

히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기능성분을 첨가한 김스
낵 제조의 주 첨가물인 도라지 형태(건조 및 분말)에 따른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기 위해 농도별(100, 200 및
300 ppm)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조사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도라지 추출물의 농도별(100, 200 및 300 ppm) 
소거활성은 세절 후 건조도라지 추출물의 경우 15.71, 42.32 
및 79.07%이며, 분말도라지추출물의경우 14.5, 19.5 및 25.5%
로 세절 후 건조 추출물의 소거활성이 높게 나타내었다. 이
와 같은결과는 Park(2015)의도라지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은
처리농도(5, 10, 15 및 20 mg/mL)에서 57.80, 68.52, 70.01 및
75.02%로 처리 농도가 높아질수록 전자공여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기능성분을 첨가한
김스낵 제조의 주 첨가물인 및 분말에 따른 추출물의 ABTs 
radical 소거 활성을 조사한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도
라지 추출물의 농도별(100, 200 및 300 ppm) 소거활성은 세

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Doraji types.
a～c Values with differents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3.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Doraji types.
a～c Values with differents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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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후 건조도라지 추출물 17.15, 43.02 및 61.63%이며, 분말
도라지 추출물 9.38, 41.06 및 52.76%로 세절 후 건조도라지
추출물의 소거활성이 높게 나타내었다. 도라지의 두 시료간
의 차이는 미비하지만 분말도라지 추출물보다는세절 후 건

조도라지 추출물을 사용하는 것이 기능성분을 이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항산화활성을 나타내
는 결과의 차이는 채취시기, 기상조건 및 환경 조건에 따라
시료 간에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되며, 처리 조건에
따른 경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3.5. 도라지 추출물 첨가량에 따른 김스낵 반죽액의 색도 및 

물성 변화

도라지형태(건조 및 분말)에 따른 추출물의 첨가량(반죽
액 대비 10, 20, 30%)에 따른 김스낵 반죽액의 색도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찹쌀 반죽액에 도라지
추출물을첨가하지않은반죽액의 L, a 및 b값이 72.62, -1.25 
및 3.78로 밝고 옅은 녹황색을 나타내었으며, 세절 후 건조
도라지추출물의 첨가량(반죽액 대비 10, 20 및 30%)이 많아
질수록 L값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a값은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붉은색을 보였다. b값은 황색이 짙어져서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짙은 적황색을 나타내었다. 분말도라
지 추출물의 첨가량(반죽액대비 10, 20 및 30%)이 많아질수
록 L값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a값은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붉은색을 보였다. b값은 황색이 짙어져서 첨가량
이 많아질수록 짙은 적황색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건조도라지 추출물보다 분말도라지 추출물을 첨가한 반죽

액이 짙은 녹황색을 나타내었으며, 건조도라지 추출물 첨가
량을 반죽액 대비 10 및 20% 첨가시 대조구와 비슷한 L 및

Table 4. Hunter' color value and texture of seaweed snack dough liquid added Doraji type 

Doraji
Hunter' color value Texture 

L a b Adhesiveness
(g)

Cohesiveness
(%)

Springiness
(%)

Chewiness 
(g)

Brittleness 
(g)

Control 72.62±1.901)ab2) -1.25±0.23b  3.78±0.11f 2168.33±1.53a 108.56±0.64d 134.14±0.92c 13.83±0.65a 18.32±0.59ab

Dry

10% 74.24±1.81a -1.21±0.15b  7.10±0.42e 2049.33±9.61bc 114.01±1.29bc 176.78±15.06ab  9.12±0.11bc 16.12±1.29bc

20% 70.87±4.85b -0.81±1.29b  8.74±1.36d 2051.00±11.53bc 114.43±5.06bc 172.16±6.27ab  9.15±0.40bc 15.77±1.16c

30% 65.56±1.43bc -0.49±0.03b 10.34±0.23c 2036.67±11.84bc 107.98±0.67d 163.55±0.85b  8.68±0.02c 14.31±0.14c

Pow-
der

10% 61.23±1.29d 0.63±0.11a 16.53±0.62b 2083.67±76.71b 117.53±1.09ab 165.13±2.82b  9.41±0.09b 15.55±0.40c

20% 61.07±0.73d 0.98±0.13b 17.05±0.67b 2094.33±45.52b 109.84±3.86cd 154.53±19.24b  9.38±0.23b 15.75±2.83c

30% 60.70±0.96d 1.24±0.05a 17.98±0.50a 2016.00±5.00c 119.76±2.07a 196.67±6.33a  9.59±0.16b 18.73±0.96a

F-value 33.614*** 27.143*** 340.745*** 6.393** 8.930*** 5.020** 94.912*** 4.238*

1) Values are means of quintuplicate determinations.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f)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값을 보였으며, b값은 높아지는 경향으로 짙은 황색을 나
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rk(2009)의 도라지를 첨가한 백
설기의 색도를 조사한결과 도라지 분말의 첨가율이 증가할

수록 L값은 감소하는 경향이며, a 및 b값은 조금씩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어 짙은 황적색을 보였다는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도라지형태(건조 및 분말)에 따른 추출물의 첨가량(반죽

액 대비 10, 20, 30%)에 따른 김스낵 반죽액의 물성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부착성(adhesivenes)은
도라지를 첨가하지 않은 반죽액의 경우 2,168.33 g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조도라지 추출액 첨가량(반죽액 대비 10, 20 및
30%)에 따라 2,049.33, 2051.00 및 2,036.67 g으로 20% 첨가
량이 가장높게나타내었다. 분말도라지추출액첨가량(반죽
액 대비 10, 20 및 30%)은 117.53, 109.84 및 119.75 g으로
20% 첨가량은 대조구와 비슷하게 가장 낮았으며, 30% 첨가
량이 가장 높게 나타냈었다. 응집성(cohesiveness)은 도라지
를 첨가하지 않은 반죽액의 경우 108.56%로 가장 낮았으며, 
건조도라지 추출액첨가량(반죽액대비 10, 20 및 30%)에 따
라 비슷한 값을 보였으며, 분말도라지 추출액 첨가량(반죽
액 대비 10, 20 및 30%)은 117.53, 109.84 및 119.75로 20% 
첨가량은 대조구와 비슷하게 가장 낮았으며, 30% 첨가량이
가장 높게 나타내었다. 이는 Hwang과 Kim (2007)의 도라지
분말을첨가한 설기떡의 응집성을 조사에서 도라지 분말 첨

가량이 많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 것과는 상반되는

경향이다. 탄력성(springness)은 도라지를 첨가하지 않은 반
죽액의 경우 134.14%, 건조도라지 추출액 첨가량(반죽액 대
비 10, 20 및 30%)에 따라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분말도라지 추출액 첨가량(반죽액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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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10, 20 및 30%)은 첨가량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Hwang & Kim(2007)의 도라지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의 탄력성 조사에서 도라지 분말 첨가량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과는 상반되는 경향이다. 씹힙성
(chewiness) 및 부서짐(brittleness)은 도라지를 첨가하지 않은
반죽액의 경우 13.83 g 및 18.32 g이며, 건조도라지 추출물
첨가량(반죽액대비 10, 20 및 30%)에 따라대조구보다 조금
씩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분말도라지 추출물의 첨가
량(반죽액 대비 10, 20 및 30%)에 따라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대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내었다. 이상의결과에서
도라지형태(건조 및 분말)에 따른 김스낵 반죽액의 도라지
는 건조도라지 추출물을 20% 첨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간식 및 술안주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김스낵

을제조함에있어감기, 기침및항산화활성등에효과가있
는 도라지를 첨가하여 전통과자류의 하나인 부각의 방법을

활용한 김스낵을 제조․개발을 목적으로 최적 배합비를 조

율하기 위해 도라지의 형태(건조 및 분말)에 따른 영양성분, 
색도, 당도, pH, 유리아미노산및항산화활성과도라지를 첨
가한 김스낵 반죽액의 색도 및 물성을 조사하였다. 형태에
따른도라지의탄수화물 77.57～79.29, 조단백 9.10～9.25, 조
지방 0.96～1.33 및칼로리 355～366 kcal, pH 5.42～5.45, 당도
3.53～3.96 °brix, 색도 33.82～44.25(L), 2.27～3.52(a), 13.9
5～ 16.83(b) 및 총 유리아미노산 2,200～2,699 mg/100 g으로
시료간의차이가있었으나비슷한경향을나타내었다. 도라지
형상(건조 및 분말)에 따른 항산화 활성에서 총 폴리페놀은
건조도라지추출물 1,931.18 mg%, 분말도라지추출물 1,382.43 
mg%로 세절 후 건조도라지 추출물이 30% 정도 높게 함량
을나타내었다. DPPH 및 ABTs radical 소거활성은처리농도가
증가할수록 소거활성이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세절
후 건조도라지 추출물의 처리농도 300 ppm에서는 50% 이상
의 활성으로 분말도라지 추출물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

다. 그리고, 항산화 활성을 가진 도라지를 첨가한 김스낵 제
조를 위한 반죽액의 제조 적성을 조사한 결과, 색도변화는
첨가량이 높아질수록 짙은 황적색을 나타내었다. 물성 변화
는 부착성, 응집성, 씹힙성 및 부서짐이 첨가량이 많아질수
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탄력성은 첨가량이 많
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도라지
형태(건조 및 분말)에 따른 김스낵 반죽액에 첨가하는 도라
지는 세절하여판매하는도라지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높은

영양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며, 건조도라지 추출물을

20% 첨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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