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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유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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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ornus fructus addition to suger snap cookies on WRC (water rentention capacity) and 
AWRC (alkaline water retention capacity). WRC and AWRC increased as more Cornus fructus powder was added, whereas 
the sedimentation value and Pelshenke value decreased. Regarding cookie color, L value decreased, whereas the a and b values 
increased. As the cookie diameter became smaller, thickness increased and spread factor decreased. Hardness of the cookies 
decreased, and preference was highest for cookies with 5% added Cornus fructus. The preferences for cookies were in the 
following order: 7% < 3% < 1% < 0% < 5% addition. In conclusion, addition of less than 5% Cornus fructus powder was 
the most desirable. To complement cookie appearance, it seems necessary to adjust the water content of Cornus fructus powder 
or add an emuls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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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층층나무과(Cornus officinalis)에 속하는 산수유 나무의 과
육은 가을에수확하고독성이있는씨를제거한 것을산수유

(Corni fructus)라고 한다(Chung et al 1993). 과육에는 tannin, 
saponin 등의 배당체와 gallic acid, linolic acid, palmitic acid 
등의 유기산 및 비타민 A와 K, Ca, Mg 등의 무기질과 아미
노산을 함유하고 있다(Ding et al 2007). 산수유는 한의학에
서는성질이따뜻하고맛은시며수렴, 이뇨, 혈압강하, 항암, 
항알러지, 항균 작용에 효과가 있고(Seo et al 1999, Seo et 
al 2002),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Lee JY 1981), 식재료로는 사용된 바가 거의 없어 산수유를
식재료로 이용한 연구도 식빵(Shin & Shin 2008), 주류뿐인
(Lee et al 2008) 실정이다. 
쿠키는 수분 함량이 적어 저장이 용이하고 다양한 모양과

향이 있으며, 맛이 우수하여 다양한 소비층을 가지고 있다
(Lee et al 2002). 쿠키의 품질은 박력분과 부재료의 혼합 비
율로 결정되고(Schlesinger JS 1970), 식이 섬유소가 다량 함
유된 부재료는 10% 내외로 첨가하였을 때는 쿠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Gorczyca & Zabik 1979). 최근에 다양

한기능성 물질과 생리활성을가진 식재료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과의 수요도 증가하고 소비자의
기호가고급화, 다양화됨에따라기능성물질을첨가한신제품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Ko & Joo 2005), 솔잎
(Choi HY 2009), 인삼(Kang et al 2009), 파래(Lim EJ 2008), 
보리도정겨(Kim & Lee 2004), 구기자 분말(Park et al 2005)
등의 기능성 식품을 이용한 쿠키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및 생리활성이 함유된 산수
유를 식재료로 이용하고, 실용화와 제과제빵 분야에 적용을
위하여 산수유 분말을 첨가한 쿠키를 제조하고, 최적의 배합
비를 도출 대중화하고자 산수유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품질

특성을 살펴보았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산수유 2010년도 11월에 구례에서 출하

된 산수유를 구례농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밀가루는
대한제분의 박력분을 사용하였으며, 설탕(삼양사), 쇼트닝(서
울우유)을 사용하였다.

2. 산수유 분말의 제조
산수유는 씨를 제거하고 —60℃에서 48시간 동안 급속 냉



고 희 철 東아시아 食生活學會誌958

동후—50℃에서 48시간동안동결건조하였다. 동결건조후 
분쇄기로 1분간 분쇄하고 고루 섞어준 후, 다시 1분간 분쇄
하여 60 mesh 체에 내려 —18℃에서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3. 산수유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제조
산수유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제조는 AACC 10-52(2000)

법과황의 방법(Hwang SH 2010)을사용하였다. 반죽의배합
비는 Table 1과 같다. 쇼트닝은 2분간 혼합하여 크림 상태로
만들고, 설탕, 탈지분유및 NaHCO3를체에내려쇼트닝과 10
분간혼합하여 cream mass를 만들었다. Cream mass 37.6 g을
믹싱볼에 넣고 A용액(41.01 g NaHCO3 for 500 mL deionized 
water) 12.5 mL와 B용액(27.07 g Na4Cl, 10.43 g NaCl for 1 L 
deionized water) 12.5 mL를 첨가하고, 3분간 혼합한 후 산수
유 분말은 밀가루 무게에 0, 1, 3, 5, 7% 비율로 첨가하여 10
초간 혼합후반죽을 scraping하고, 다시 10초간혼합후반죽을
scraping 한다. 혼합한 반죽은 둥글리기를 한 후 2개로 나누
어 cookie sheeter(303 - H14 aluminum alloy, 2.0 mm thickness, 
size 30.5×40.6 cm)에 sheeting을하고 cookie cutter(60 mm in-
side diameter)로 자른 후 즉시 205℃의 오븐에서 12분간 구
운 후 2시간 동안 방냉하여 사용하였다. 

4. 산수유 분말의 일반성분
동결건조한 산수유의 일반성분은 AACC(2000)법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수분은 상압가열건조법, 단백질은 semi micro 
Kjeldahl 법, 지방 함량은 Soxhlet 법, 회분은 건식회화법으로
측정하였다. 식이섬유소의함량측정은 Prosky 등의방법(Pro-

Table 1. Formula of sugar snap cookies blended with Corni 
fructus

Ingredient Formula(%)

Wheat flour 100 99 97 95 93

Corni fructus   0  1  3  5  7

Sugar  60 60 60 60 60

Shortening  30 30 30 30 30

Nonfat dry milk   3  3  3  3  3

Sodium bicarbonate
(NaHCO3)

1.0 1.0 1.0 1.0 1.0

Sodium bicarbonate
(in solution A)

1.0 1.0 1.0 1.0 1.0

Ammonium chloride
(NH4Cl) (in solution B)

0.68 0.68 0.68 0.68 0.68

Sodium chloride(NaCl)
(in solution B)

0.26 0.26 0.26 0.26 0.26

sky et al 1985)에따라 dietary fiber assay kit(Sigma Chemical 
Co.,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 WRC와 AWRC 측정
WRC(water rentention capacity)는 Collins의 방법(Collins & 

Post 1985)으로 측정하였다. Tube에밀가루와산수유가혼합된
분말을 2 g과 10 g의 증류수를 넣고 교반한 후 실온에 20분
방치하고, 5분간격으로 4회교반한후 4℃에서 30분간 3,600 
rpm으로 원심분리하여 침전된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AWRC(alkaline water retention capacity)는 AACC(2000) Me-
thod 56-10에따라시료 3 g에 0.1 N sodium bicarbonate solu-
tion 15 mL를가하여교반하여 20분간방치하였다. 방치후 5분
간격으로 4회교반하고 4℃에서 8,000 rpm으로 15분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분리하고 침전된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6. Sedimentation Value와 Pelshenke Value 측정
Sedimentation value는 AACC(2000) Method 56-61A에 따

라서 측정하였다. 1 L 증류수에 4 mg의 bromophenol blue를
가하여 Solution A를 만들었다. 250 mL lactic acid에 증류수
를가하여 1 L가되도록하여 6시간동안가열환류시켜 Solu-
tion B를 만들었다. 180 mL Solution B와 200 mL isoprophyl 
alcohol을 혼합하고 증류수를 1 L가 될 때까지 가하여 Solu-
tion C를 만들었다. 100 mL 유전 실린더에 박력분과 산수유
분말이 첨가된시료 3.2 g과 Solution A 50 mL를가하고 12회
손으로 흔들어준 후 2분간 방치하고, 30초간 180°로 18회 회
전시키고 90초간 방치하였다. 유전실린더에 Solution B 25 
mL를 가하고 2초간 180°로 4회전한 뒤, 90초간 다시 방치하
고 30초간 18회 180°로 회전시키고, 90초간 방치하고, 다시
15초 동안 180°로 9회전시킨 후 10분간 30초간 180°로 18회
회전시키고 90초간 방치하였다.

Pelshenke test는 AACC(2000) Method 56-50A는 30℃ 증
류수 100 mL와 드라이 이스트 3.2 g을 혼합하여 30℃ water 
bath에 넣어 두고 박력분과 산수유 분말을 첨가가한 시료 3 g
에 이스트용액 1.8 mL를 첨가한 후 2분간 반죽하여 dough 
ball을 만들어 30℃ 증류수에 넣어 dough ball이 터지는 시점
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7. 쿠키의 색도 측정
쿠키의 색도는 색차계(Chroma meter, CR-300. Minolta, Ja-

pan)를 사용하여 표준백판(L: 96.35, a: 0.00, b: 1.65)으로 보
정한 후 측정하여 L, a, b값을 3회 반복 측정하였다.

8. 쿠키의 Spread Factor 측정
쿠키의 퍼짐성은 AACC(2000) Method 10-50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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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측정 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쿠키의 6개의 평
균 높이와 쿠키의 평균 직경의 비로 나타냈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쿠키의 퍼짐성 = 
쿠키 1개의 평균 직경(mm/개)

×100
쿠키 6개의 평균 높이(mm/개)

9. 쿠키의 경도 측정
쿠키의 경도 측정은 Texture analyser(Texture analyser, TA 

plus, Lloyd, Eng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 조건은
test speed는 100 mm/min, trigger force는 0.005 kg, probe 종
류는 3 point bend법을 이용하였다.

10. 쿠키의 기호도 조사
쿠키의 기호도 조사는 남녀 60명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측정항목은외관(top grain), 색(color), 풍미(flavor), 바삭한정
도(brittleness), 전체적인기호도(overall acceptance)였으며, 9점
척도법에 따라서 1점이 ‘매우 나쁘다’, 9점이 ‘매우 좋다’로
값을 부여하여 평가하였다.

11. 통계처리
실험결과의 통계 처리는 SPSS 17.0를 이용하여 분산분석

(ANOVA) 후 평균값 간의 유의성은 p<0.05 수준으로 Dun-
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적 차이를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산수유의 일반 성분
산수유의 수분 함량은 74.25%였고, 조회분 2.95%, 조단백

질 2.62%, 탄수화물 함량 18.36%, 조지방 1.18%였으며, 총식
이섬유소 함량은 2.32%였다. 이를쿠키 제조를 위해동결 건
조한결과, 산수유의수분함량은 5.71%였고, 조회분은 5.67%, 
조단백질은 4.57%, 탄수화물함량은 64.16%, 조지방은 3.38%
였으며, 총식이섬유소 함량은 14.21%였다. 이는 지금까지 보
고된 산수유의 일반성분(Kim et al 2003, Lee at al 2006) 연
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2. 박력분과 산수유 분말의 WRC와 AWRC
박력분과 산수유 분말의 WRC와 AWRC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WRC와 AWRC는 밀가루 품질을 예측하여 케이크
나 쿠키의 품질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부재료 첨가 시

WRC와 AWRC가증가하면쿠키의퍼짐성과외관등의품질
이감소하는경향이있다(Baik et al 2008). WRC는 0% 첨가구
가 62.25%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고, 7% 첨가구가 83.44%

로 가장높은값을나타냈으며, 산수유분말의첨가량이증가
할수록WRC 값이유의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였고, AWRC
도 0%, 첨가구가 44.80%로 가장 낮은값을 보였고, 7% 첨가
구가 57.29%로가장높은값을나타냈으며, 산수유분말의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WRC 값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WRC와 AWRC는 식이섬유소의 종류, 함량, 입자의
크기(Miyauchi & Watanabe 1978), 단백질의함량(Mc Connell 
et al 1974)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쿠키 완성품의 본 연구에서도 산수유 분말의 수분 함량과식

이 섬유소에 의해서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Hwang & 
Hong(201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3. Sedimentation Value와 Pelshenke Value
Sedimentation value와 Pelshenke value를측정한결과는 Ta-

ble 3과 같다. Sedimentation value는 0% 첨가구가 19.09 mL
로 가장 큰 값을 보였고, 1% 첨가구가 16.30 mL로 감소하였
다. 3% 첨가구는 13.93 mL, 5% 첨가구는 12.30 mL, 7% 첨가
구는 가장 작은 10.65 mL를 나타내어 산수유 분말의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sedi-
mentation value는 박력분의 경우 20 mL가 일반적이며, 제과
적성에는 20 mL 이하의 값이 제과에 적합한 것을 의미한다
(Chang HG 2004). Pelshenke value는 0% 첨가구는 66.76 min
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7% 첨가구는 39.96 min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산수유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산수유 분말
의첨가로인하여밀가루사용량이감소하여글루텐이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Sedimentation value와 Pelshenke value 모
두 밀가루 단백질인 글루텐의 함량에 비례하며즉, 부재료의
첨가량이증가할수록 Sedimentation value와 Pelshenke value는

Table 2. WRC and AWRC of wheat four mixed with 
Cornus fructus powder

Ratio of Cornus fructus 
powder(%) WRC(%) AWRC(%)

0 62.25±1.00e 44.80±0.72e

1 65.46±0.70d 47.70±0.51d

3 71.45±1.05c 50.54±0.63c

5 75.48±1.17b 53.83±0.38b

7 83.44±1.05a 57.29±0.63a

F-value 207.697*** 211.457***

1) Means±S.D.  * p<0.05,   ** p<0.01,   *** p<0.001.
a～e Mean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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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dimentation value and Pelshenke value of 
wheat four mixed with Cornus fructus powder

Ratio of Cornus fructus 
powder(%)

Sedimentation 
value(mL)

Pelshenke 
value(min)

0 19.09±0.57a 66.76±1.37e

1 16.30±0.55b 53.22±0.67b

3 13.93±0.58c 45.54±1.18c

5 12.30±0.26d 42.22±1.00d

7 10.65±0.39e 39.96±0.39e

F-value 139.175*** 364.094***

1) Means±S.D.  * p<0.05,   ** p<0.01,   *** p<0.001.
a～e Mean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그 값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Baik et al 2008). 

4. 쿠키의 색도
산수유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색도는 Table 4와 같다. L값

은 0% 첨가구가 76.32로 L값이 가장 높았고, 7% 첨가구가
52.15로 가장 낮았으며, 산수유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a값과 b값은 산수유 분
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값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는 산수유의 붉은 과피와 과육의 노란색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산수유를 첨가한 식빵과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
다(Shin & Shin 2008).

Table 4. Hunter's value of cookie mixed with Cornus 
fructus powder

Ratio of 
Cornus fructus 

powder(%)

Hunter's value

L a b

0 76.32±0.96a  4.67±0.36e 31.42±1.11e

1 63.96±1.49b  8.55±0.40d 33.45±0.69d

3 59.75±0.41c 10.70±0.52c 35.56±0.51c

5 56.31±0.86d 12.70±0.41b 38.62±0.38b

7 52.15±0.99e 14.86±0.59a 40.54±0.64a

F-value 257.142*** 214.981*** 82.333***

1) Means±S.D.  * p<0.05,   ** p<0.01,   *** p<0.001.
a～e Mean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쿠키의 Spread Factor
쿠키의평균직경(diameter), 쿠키 6개의평균높이(thickness)

와퍼짐성(spread factor)을측정한결과는 Table 5와같다. 쿠
키의 직경은 산수유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높이는 산수유 분말의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높이도 증가하였다. 퍼짐성은 높이와 직경의
비로서 산수유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부재료의 첨가는 퍼짐성에 영향을
미치며식이섬유가함유되어있는부재료의경우수분함량과 
글루텐의 망상구조에 영향으로 직경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인다(Henry RE 1976, Gorczyca &Zabik 1979). 산수유 분말
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직경은 감소하고, 높이는 증가
하며, 퍼짐성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산수유 분말의 첨가에
따른 평균 높이의 감소와굽기특성의변화로 퍼짐성이 감소

한 것으로 보여진다(Abboud et al 1985).

6. 쿠키의 경도 측정
산수유 분말의 첨가한 쿠키의 경도는 Table 6과 같다. 0% 

첨가구는 513.92 g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1% 첨가
구는 477.78 g을 나타냈으며, 3% 첨가구는 440.58 g, 5% 첨
가구는 410.89 g, 7% 첨가구는 가장 작은 값인 374.83 g을
나타냈다. 산수유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는 유의
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글루텐의 감소로 인
한 반죽 결합력의 약화로 인하여 경도가 감소한 것으로 생

각되며, Hwang SH(2010)의 연구 결과에서도 부재료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감소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

냈다. 

Table 5. Diameter, thickness and spread factor of coo-
kie mixed with Cornus fructus powder

Ratio of 
Cornus fructus 

powder (%)

Diameter
(mm)

Thickness
(mm)

Spread factor
(%)

0 80.16±0.15a 82.63±0.46e 97.01±0.71a

1 78.23±0.33b 84.52±0.39d 92.56±0.70b

3 75.67±0.49c 85.39±0.26c 88.63±0.76c

5 73.81±0.39d 86.36±0.36b 85.47±0.71d

7 71.12±0.51e 87.64±0.46a 81.15±0.94e

F-value 241.919*** 70.678*** 191.755***

1) Means±S.D.  * p<0.05,   ** p<0.01,   *** p<0.001.
a～e Mean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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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ardness of cookie mixed with Cornus fructus 
powder

Ratio of Cornus fructus 
powder(%) Hardness(g)

0 513.92±12.74a

1 477.78± 8.38b

3 440.58± 8.50c

5 410.89±10.15d

7 374.83± 9.14e

F-value 90.971***

1) Means±S.D.  * p<0.05,   ** p<0.01,   *** p<0.001.
a～e Mean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7. 쿠키의 기호도
산수유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기호도는 Table 7과 같다. 

외관(top grain)은 0% 첨가구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산
수유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외관에 대한 기호도가 감

소하였다. 색(color)은 5% 첨가구는 7.43으로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1% 첨가구가 4.13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풍미(flavor) 5% 첨가구가 6.40으로 가장높은 값을나타냈으
나 0, 1, 3, 5% 첨가구 사이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바삭한
정도(brittleness)는 5% 첨가구가 7.23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
타냈고,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preference)는 5% 첨가구가
가장 높았으며, 7% < 1% < 0% < 5% 첨가구 순으로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 산수유 분말을 첨가하여 반죽과 쿠키의 미치

Table 7. Sensory characteristics of cookie mixed with Cornus fructus powder

Ratio of cookie added with powder(%)
F-value

0 1 3 5 7

Top grain 7.83±1.02a 5.87±1.01b 4.83±0.59c 4.23±0.97d 4.13±1.04e 79.669***

Color 6.63±0.81b 4.13±1.01e 5.77±1.01d 7.43±1.10a 6.37±1.03c 46.075***

Flavor 6.23±0.77ab 6.33±0.99a 6.23±1.04ab 6.40±1.04a 5.77±0.97b  1.980

Brittleness 6.73±1.05ab 6.50±1.07b 7.17±1.58ab 7.23±1.14a 7.03±1.16ab  1.944

Overall preference 6.63±1.52ab 6.53±1.59ab 6.57±1.59ab 7.07±1.20a 6.07±1.23b  1.835

1) Means±S.D.  * p<0.05,   ** p<0.01,   *** p<0.001. 
a～e Mean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WRC와 AWRC는 산수
유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se-
dimentation value와 Pelshenke value도 산수유 분말의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쿠키의 색도는 L값
은 감소, a값과 b값은 증가하였고, 직경이 감소함에 따라서
두께는 증가하였고 퍼짐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쿠키
의경도는감소하였으며, 쿠키의기호도는 5% 첨가구가가장
높았으며, 7% < 3% < 1% < 0% < 5% 첨가구 순으로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 따라서 산수유 분말은 5% 이하로 첨가하
는것이바람직하며외관등을보완하기 위해서산수유 분말

의 수분량 조절, 유화제의 첨가 등으로 조절이 가능할 것으
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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