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3(7), 88-96; 2017

1. 서  론

최근 들어 삶의 질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

품에서 기능성 측면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건강식품으로 기능성 물질을 첨가한 제과 제품에 대한 선호

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해조류를 첨가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는 실정이다.
해조류는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의 식품소재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해조류 일종인 김(laver)은 보라
털목 보라털과 김 속에 속하는 홍조류로 해태(海苔), 해의(海
衣), 해우라고도부르며, 아시아 지역인우리나라, 일본,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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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cookies containing laver powder, which is well 
known for its various functions and biological activity. This study assess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cookies containing various concentrations (0, 2, 4, 6 and 8%) of laver powder(LP). To analyze quality 
characteristics, pH of dough, moisture content, color, hardness, and sensory properties were measured. 
Qualities, such as pH, brightness, and redness and yellowness and hardness decreased significantly 
(p<0.001). The total flavonoid and total polyphenol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ere propor-
tionally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level of laver powder added in cookies(p<0.001). The antioxidant 
activity measured by total flavonoid and total polyphenol activiti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trol 
and increased proportionally to the laver powder. The result of sensory test shows that sample group 
adding 2% of laver powder achieved the highest.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ddition of 2% laver powder may be the best substitution ratio for cookies of the improvement of 
sensory preference and antioxidant. This study exhibited both the functional and health based benefits 
of laver when it is added to cookies and confirmed the development feasibility of laver cookies 
considering consum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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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지에서 널리 섭취되고 있는 해조류이다(Jimenez-Escrig & 
Goñi, 1999). 우리나라 연안에 분포하는 약 600여 종의 해조
류 중 홍조류는 70%를 차지하며(Kim, 1997), 홍조류인 김은
독특한 풍미를함유하고있어 우리나라 사람의입맛에 맞아

식생활에서 기호식품으로 애용되어 왔으며, 채소류와 비교
해서 필수아미노산과 불포화지방산이 많다. 
일반적으로 김의 성분은 수분 8.13%, 조단백 37.25%, 조

지방 2.12%, 회분 7.41%, 탄수화물 45.06%, 총 무기질 28,300 
ppm, 아미노산 265.28 mg(Jung et al., 2016), 총폴리페놀 8.07～
10.58 mg/g이다(Kim, 2010). 김에는 단백질, 비타민 A, 무기
질,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taurine(1.2～1.6/100 g)이 풍부하여
동물성 식품 과잉섭취에서 오는 식생활의 불균형을 조절하

는 식물성 고단백식품으로 인정 되어왔으며(Cho, Kim, Lee, 
Kim, & Pyeun, 1995; Yang, 2014), 열량이 낮고 비타민, 미네
랄, 무기질, 식이섬유소 등을 함유하고, 폴리페놀화합물, 총
플라보노이드, 각종 필수아미노산, 무기질 등이 다량으로 함
유되어 있으며항산화 활성 및 아질산염소거능등의 기능을

하고 있어(Shin et al., 2006;  Kwak, Kim, & Lee, 2005), 영양
성분이 많이 함유된 건강식품으로 볼 수 있다(Jung et al., 
2015). 김의 기능성 성분 효과 연구로는 끈적한 성분인 포피
란(porphyran)과 불용성 식이섬유 섭취로 콜레스테롤 저하작
용과 고지혈증의 개선 효과(Lee, Lee, & Koo, 2010), 당단백
질의 항암효과와 면역 활성(Cho, Lee, & Ryu, 1990), 생체조
절 유지 및 질병 예방의 효과와 항산화 효과(Jung, Jung, & 
Kim, 2002), 항염증작용(Kang, 2014)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가진 연구결과로 부각되고 있다.  
간식의 종류로는 과일류, 유제품, 과자류 등이 있으며, 이

중 과자는 과일다음으로 섭취가많아(Jo & Kim, 2008) 과자
류의 일종인 쿠키의 제품개발 가능성이 보이며, 또한 건강
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기능성이 첨가된 과자류 제품의 소

비가 증가하고 있어, 제품선택에서 건강과 영양을 우선 고
려하는 실정으로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과자류에서는

소비자들의 기호와 요구에 알맞은 새로운 기능성 제품의 개

발이 필요하다(Seo, 2009).     
최근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재료들을 첨가하여 새로

운 기능성을 추구하는 기능성 소재 첨가 건강 지향적 제품

개발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그중 쿠키 제품은
수분 함유량이 작고 보관이 용이하며, 간편한 간식거리로
기호성 음료들과 잘 어울리는 장점이 있다. 기능성 부재료
첨가 쿠키 개발 연구제품으로는 여주쿠키(Moon & Choi, 
2014). 당귀쿠키(Choi, 2009), 울금쿠키(Choi, 2012), 노니쿠
키(Kim & Lee, 2015) 등이 있으며, 해조류를 이용한 연구제
품으로는 다시마쿠키(Cho, Park, Kim, & Kim. 2006), 파래 쿠
키(Lim, 2008), 미역쿠키(Jung & Lee, 2011), 톳쿠키(Kim, Shin, 
& Lyu, 2010), 매생이 쿠키(Lee, Choi, & Jung, 2010) 등이 보

고되어 있지만, 기능성이 알려진 김 분말이 첨가된 쿠키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김을 이용한 연구제품 개발은 상황버섯 균사체 배양쌀과

김을 이용한 발효주 연구(Lee, 2014), 김을 이용한 즉석식 음
료의 개발(Yang, 2014), 김 및 멍게의 가수분해물을 이용한
조미료 개발(Kim, 2010), 홍삼분말 조미김(Yu, 2011), 김 또
는 톳가루를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의 품질 특성(Kweon, 
2002) 등이 있다. 
해조류는총생산량이 938톤이고, 그 중김은 다시마 미역, 

톳, 파래 등과 우리나라 주요 해조류 중의 하나이며, 김류는
총 해조류 중의 318톤으로 32%를 생산되어 해조류에서 많
은 량이 생산 되고 있으며(Statistics Korea, 2015), 해조산업
의 발전과 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 시점에서 응용을

위한 개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육상자원
고갈로 해양자원의 새로운 활용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웰

빙 트렌드에 맞춰 제과류가 세분화되면서 점차 독자적인 시

장을 구축해가는 현실로 과자의다양성과 건강을 필두로 동

양적인 특성을 살린 김 과자로건강한 간식거리라는 인식을

심어줄 경우,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에, 김 분말을첨가한 쿠키를 제조하여 김 분말 첨가 쿠키의
물성과 관능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김의 이용

및 개발로 다양한 기능과 독특한 맛을 가진 식품소재로 우

리나라에서 생산자원의 이용이라는 새로운 측면에서의 가

치 부여가 되리라 사료된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김(Porphyra tenera)은 충남서천 소재의
서천재래김에서 구입하여 180도에서 5분간구워 20 mesh 체
로 걸러 사용하였다. 밀가루(박력분, CJ(주)), 버터(서울우
유), 달걀,  설탕(정백당, 큐원), 소금(해표, 재제소금, 국내산, 
NaCl 88% 이상)은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2. 쿠키의 제조

김분말 첨가쿠키는 Table 1과같이쿠키제조쇼트브래드
법을 변형하여 제조하였으며, 예비실험을 거쳐 밀가루 대비
김 분말을 0, 2, 4, 6, 8%로 첨가하여 쿠키를 제조하였다. 즉, 
반죽기(VM-0008, Daeyung, Seoul, Korea)에 버터를 넣고, 약
1분 간 휘핑한 후, 설탕, 소금을 넣어 약 5분 정도 크림화하
였다. 설탕이유지와잘풀려서살짝녹을정도로만든다음, 
여기에 달걀을 3회에 나누어 넣으면서 7분간 혼합하여 크림
상태로 만들었다. 완성된 크림에 가루류인 체 친 박력분, 체
친 김 분말을 넣어 골고루 섞은 다음, 냉장고에서 1시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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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of cookies containing dried laver 
powder (Baker’s %)

Ingredients
Samples1)

LP0 LP2 LP4 LP6 LP8

Soft flour 100 98 96 94 92

Dried laver powder 0 2 4 6 8

Butter 66 66 66 66 66

Sugar 35 35 35 35 35

Egg 20 20 20 20 20

Salt 0.5 0.5 0.5 0.5 0.5

1) LP0: Control(Cookie with 0% dried laver powder).
LP2: Cookie with 2% dried laver powder.
LP4: Cookie with 4% dried laver powder.
LP6: Cookie with 6% dried laver powder.
LP8: Cookie with 8% dried laver powder.

지시켰다. 반죽을 5 mm 두께로 일정하게 밀어 편 후, 직경
40 mm 원형쿠키틀로찍어성형하여쿠키판에올려아랫불
150℃, 윗불 190℃로 조절한 오븐(FDO-7102, Daeyung, Seoul, 
Korea)에서 15분간 구웠다. 완성된 쿠키는 실온에서 1시간
방냉한 후 지퍼백(LDPE, (주)크린랲)에 넣어 실온 보관하면
서 시료로 이용하였다.

2.3. 실험방법

2.3.1. 쿠키의 수분함량 및 pH 측정

쿠키의 중간 부분을 취하여 적외선 수분 측정기(FD-600, 
KETT Electric Lab., Japan)를 이용하여 105℃에서 3회 반복
측정한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pH는 시료 5 g과 증류수 45 
mL를 넣고 교반시킨 후, 여과한 여액을 pH meter(pH 4.13, 
MP220, UK)로 측정하였고, 모든 시료는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2.3.2. 쿠키의 색도 측정

쿠키의 색도는 색차계(CM-3500, Minolta Inc., Japan)를 사
용하여 쿠키 표면의 L(명도)값, a(적색도)값, b(황색도)값을
3회 반복 측정,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표준 백판의 L, 
a, b값은 각각 53.65, —0.73, 28.75이었다.

2.3.3. 쿠키의 경도 측정

쿠키의 경도 측정은 Rheometer(Compac-100, Sun Scientific 
Co., Japan)를 이용하여 distance 5 mm, plunger diameter 3 
mm, table speed 60 mm/s의 조건으로 측정하였으며, 모든 시
료는 3회 반복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2.3.4. 총 플라보노이드 분석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Moreno법(Moreno et al., 2000)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10μL에 10% aluminum nitrate 
4μL와 1M potassium acetate 4μL를 혼합하고, 총 부피 100
μL를 만들기 위해 혼합물에 메탄올을 82μL를 추가 한 뒤
40분간 암소에서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 (Infinite 200 
pro, TECAN, Austria)를 이용하여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한다. 함량은 rutin equivalent (mg RE/g dried sample)로 나
타내었다.

2.3.5. 총 폴리페놀 함량 분석

총 폴리페놀 함량은 페놀성 물질이 phosphomolybdic acid
와 반응하여 청색으로 발색되는 원리를 이용한 Folin-Denis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시료 10μL에 10% aluminum ni-
trate 4 μL와 1M potassium acetate 4 μL를 혼합하고, 총 부피
100 μL를 만들기 위해 혼합물에 메탄올을 82 μL를 추가하
였다. 그 후 40분간 암소에서 반응시킨 다음 microplate rea-
der (Infinite 200 pro, TECAN, Austria)를 이용하여 415 nm에
서흡광도를측정한다. 함량은 rutin equivalent (mg RE/g dried 
sample)로 나타내었다.

2.3.6. ABTS 라디칼 소거능

ATBS 라디칼을이용한항산화력측정은 Arano et al. (2001)
과 Re et al. (1999)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7mM 2,2'-azino-bis (3-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최종농도로 혼합하여 실온인
암소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ABTS 라디칼을 형성시
킨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0.70±0.02가 되도록
50% ethanol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용액 100μL에 50μL 김/
김추출물을가하여 20분동안방치후, microplate reader (Infi-
nite 200 pro, TECAN, Austria)를 이용하여 734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은 다음 식을 이용하
여 계산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 (%) =
{1-(시료첨가구의 흡광도/무첨가구의 흡광도)}×100

2.3.7. 관능검사

김 분말 첨가 쿠키의 관능검사는 훈련된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검사방법과 평가특성을 사전 교육시킨 후 실시하

였다. 쿠키는 난수표를 한 흰색 접시에 담아 제공하였고, 한
개의시료를 평가 후 반드시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다른시
료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내용은 쿠키의 색상, 맛(바삭
한 맛, 뒷 맛), 전반적 기호도를 7점 평점법(1점: 매우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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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보통, 7점: 매우 강함)으로 특성이 강할수록 높은 점수
를 주도록 하였다. 

2.4. 통계처리

쿠키의 이화학적 특성, 기계적 특성, 관능검사 결과는 분
산분석(ANOVA)와 다중범위 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유의성검정을 하였으며, 모든 통계자료는 SPSS 
software package(Version 21.0, SPSS Inc., Chicago, IL, USA)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쿠키의 수분함량 및 pH 측정

김 분말 첨가 쿠키의 수분함량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대조군의 수분함량은 5.00%, 김 분말 첨가군은 3.91～
4.44 %로나타나, 김분말 첨가쿠키의수분함량이감소하였
다가 증가를 보여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0.001). 김 분말첨가량에 따른일정한 경향은보이지않았는
데, 이는 여주분말첨가 쿠키(Moon & Choi, 2014), 아사이베
리 분말 첨가 쿠키(Choi, Kim, & Mo, 2014)에서 수분함량이
증가와 감소를 보여 첨가량에 따른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은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대조군보다 첨가량이 8%까지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수분함유량이 낮았는데, 이는 도라
지분말첨가 쿠키(Jeong, Kim, & Bang, 2013), 여주분말 첨가
마카롱 쿠키(Moon, 2016)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수분 결합의 결과로 결합된 수분은 시료 입자에 의하여 흡

수되거나, 시료 입자의 표면에 흡착되기 때문에(Lee, Lim, & 
Lee, 2000) 김 분말의 수분함량이 낮아 김 분말 첨가로 반죽
의 수분결합력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김분말첨가쿠키의반죽 pH 변화는 Table 2와같다. 김분

말첨가쿠키반죽 pH는대조군의 pH가 6.71인반면, 김분말
2%, 4%, 6%, 8%로 첨가하였을 때 pH가 6.68, 6.69, 6.66, 6.55
로 김 분말 첨가된 김 쿠키의 pH 값은 약산성을 띄고 있으
며, 시료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Table 2. pH and moisture contents of cookie dough added with dried laver powder

Samples1)

F-value
LP0 LP2 LP4 LP6 LP8

pH 6.71±0.01b 6.68±0.00a 6.69±0.30a 6.66±0.15a 6.55±0.15a  5.070*

Moisture contents(%) 5.00±0.01d 3.91±0.01b 4.01±0.01c 3.44±0.05a 4.44±0.05d 883.969***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 p<0.05, *** p<0.001.

(p<0.05). 이는 다시마 분말 첨가 쿠키(Cho et al., 2006)에서
도 대조군과는 유의적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여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매생이 분말첨가 쿠키(Lee, Choi, & Jung, 
2010)에서도 첨가한 반죽의 pH가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나,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키토산 김 부각(Moon, 2013)의 경우 첨가된 키토산

자체의 영향으로 pH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런 결과로, 김 분말 자체 pH가 6.34인 관계로 쿠키 제조
시 첨가되는 부재료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김 분말 첨가량이 8%까지 증가할수록 쿠키 반죽
의 pH 감소 차이를 보인다.

3.2. 쿠키의 색도 측정

김 분말 첨가 쿠키의 색도와 외관을 관찰 결과는 Table 
3, Fig. 1에 나타내었다. 김 분말 첨가 쿠키의 명도 L값과 황
색도 b값은 대조군이 각각 74.24, 40.07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김 분말을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8% 첨가군에서 L값이 50.17, b값이 9.37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p<0.001). 
이는 붉은색 크랜베리 첨가 쿠키(Choi & Lee, 2015)에서

크랜베리 함량이 증가할수록 명도값과 황색도 값이 낮아진

것은 첨가하는 재료 자체의 색도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는

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명도 값이 감소된 것은 첨가하는재
료 자체인 홍조류인 김 분말 자체의 색소의 영향에 의한 것

으로 보인다. 녹색도(greenness)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김 분
말을 첨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이러한
색의 차이는 색소단백인 피코발린계(phycobilin) 색소로서
첨가된 김 분말이 가지고 있는 남조소인 피코시아닌(phy-
cocyanin)과 홍조소인 피코에리드린(phycoerythrin)을 함유하
고 있어, 그 색소 중 피코시아닌(phycocyanin)을 함유하는 색
소 영향 때문으로 판단된다.

3.3. 쿠키의 경도 측정

Table 4는 김 분말 첨가 쿠키의 경도 측정 결과로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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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lor of cookies added with dried laver powder

Hunter
color value

Samples1)

F-value
LP0 LP2 LP4 LP6 LP8

L 74.24±1.80d 63.05±1.12c 53.97±0.87b 53.44±2.13b 50.17±0.75a 138.069***

a  1.18±1.42c -4.63±0.64ab -4.14±0.74b -4.64±1.21ab -6.17±0.09a  26.726***

b 40.07±0.78c 17.90±0.63b 13.76±0.68b 10.58±0.19b  9.37±0.34a 207.693***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 p<0.001.

Fig. 1. Visual comparison of cookies added with 
dried laver powder.

의 경도는 19,003 g/cm2, 김 분말 첨가군은 12,643～
16,340g/cm2로 나타났으며, 김 분말 첨가군은 대조군보다 유
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 0.001). 대체로 김 분말 첨가량
이 8% 까지 증가할수록 경도는 증가하였다. 쿠키의 경도는
부재료의 특성과 수분함량, 부재료의 첨가량, 섬유소 함량, 
비중, 반죽의 밀도 등의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Joo & 
Choi, 2012; Park, Cho, & Park, 2005; Joo & Kim, 2010). 이는
매생이 분말 첨가 쿠키(Lee et al., 2010), 다시마 분말 첨가
쿠키(Cho et al., 2006), 마분말 첨가 쿠키(Joo et al., 2008)에서
경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경향을 보였

으며 파래 분말 첨가 쿠키(Lim, 2008)에서는 경도가 낮아지
는 다른 결과를 보여 첨가하는 부재료의 종류에 따라 쿠키

의경도가다르게나타남을알수있었다. 실험의결과, 첨가
되는 부재료의특성에 따라 경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되

며, 김 분말 첨가량이 8%까지 증가할수록 반죽 내 섬유소
함량이 증가하고, 김 자체 수분함량이 낮아서 수분 영향으
로 쿠키 경도가 높아 졌으리라 판단된다. 

Table 4. Texture of cookies added with dried laver powder

Texture
properties

Samples1)

F-value
LP0 LP2 LP4 LP6 LP8

Hardness(g/cm2) 19,003±309.89c 12,643±1,145.96a 12,860±1,178.47a 14,400±1,307.32a 16,340±509.21b 22.268***

1) Abbreviations we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b)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 p<0.001.

3.4. 황산화 측정

3.4.1. 총 플라보노이드 분석

김 분말 첨가 쿠키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결과는

Fig. 2와 같다. 총플라보노이드는 페놀성 그룹으로 flavones, 
isoflavones, anthocyanins 등이 여기 속하며(Pandey & Rizvi, 
2009), 식물에다량존재하고, 면역증강, 항산화작용, 항염, 항
균, 순환기질환 등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가 있다(Park et al., 
2012). 김분말을첨가하지않고제조한대조군쿠키의총플
라보노이드 함량은 중량 1 mg 당 -366.99μg/mg이었으나, 
김 분말 첨가량을 증가할수록 비례하여 쿠키에 함유된 총

폴리페놀함량이증가하였다. 즉, 김분말 2%, 4%, 6% 및 8%

Fig. 2. Total flavonoid contents of cookies with dried 
laver powder.

1) Abbreviations we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 p<0.001.



김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품질특성 93

첨가한 쿠키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149.07μg/mg, 
193.06μg/mg, 416.20μg/mg 및 866.44μg/mg이며(p<0.001), 이
는 김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쿠키에 비해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1.40～3.36배까지증가한수치였다. 따라서김분말에는
플라보노이드의 항산화 성분들이 존재하여 이들 물질들은

쿠키의항산화활성에기여하며, 쿠키제조시김분말의첨가
는 생리활성 기능이 향상된 제품을 제조할 수 있을 것이다.

3.4.2. 총 폴리페놀 함량 분석

김 분말을 함유한 쿠키의 Total polyphenol은 Fig. 3에 나타
내었다. 식물계에 분포되어 있는 페놀성 화합물은 phenolic 
hydroxyl기를 가지고 있는 방향족 화합물들의 총칭으로 항
산화, 항암, 항균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uval & Shetty, 2001). 항산화활성 소재에서 식
물체에 함유된 총 폴리페놀 함량과 항산화 활성은 양의 상

관관계가 있고, 총 폴리페놀 함량이 많을수록 항산화 활성
이 증가한다고 하였다(Kim, Baik, Kim, Kim, & Rhyu, 2004). 
김분말을첨가제조한쿠키의총페놀화합물측정은 22.36± 
0.96～81.99±5.75 mg GAE/100 g으로 나타났다. 김 분말의 첨
가량이 2～8% 증가함에따라대조군(13.17±0.04 mg GAE/100 
g)에 비해 69.77～522.55%로 증가하였다(p<0.001). Yu(2014)
와 Choi(2009)는 첨가량에 비례하여 쿠키의 총 페놀 함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 이는 총 페놀을 함유한 해조류인
김 분말을 쿠키에 첨가했을 경우 김 쿠키에서도 높은 총 페

놀 함량이 나타난다고 판단된다.  

3.4.3. ABTS 라디칼 소거능

김 분말을 함유한 쿠키의 ABTS radical 소거능은 Fig. 4

Fig. 3. Content of total polyphenol of cookies with 
dried laver powder.

1) Abbreviations we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 p<0.001.

Fig. 4.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ookies with 
dried laver powder.

1) Abbreviations we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 p<0.001.

에 나타내었다.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대조구가 4.21%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김 분말 8% 첨가 쿠키에서는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이 19.34%로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
적으로 유의성 있는 수치를 나타내었다(p<0.001). ABTS 라
디칼 소거활성은 김 분말 함량이 8% 첨가 수준에서 13.36%
로항산화활성이크게증가로나타났는데, 이는상수리첨가
쿠키(Kim, Ryu, & Choi, 2012)와유사한결과를보였으며, 시
료의 첨가량에 비례하여 활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

다(p<0.001). 항산화소재인김을쿠키에첨가제조하면라디
칼 소거능을늘리는것은매우바람직한방법이라사료된다.

3.4.4. 관능검사

김 분말 첨가 쿠키의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색
상은대조군이가장낮았고, 김분말을첨가할수록높아져김
분말 8% 첨가군이 6.05로 가장 높았다(p<0.001). 바싹거리는
정도와 김의 뒷맛도 김 분말을 첨가할수록 증가한 반면(p< 
0.01), 전반적인 외관은 대조군보다 김 분말 첨가군이 더 낮
아, 김분말을첨가할수록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p<0.001). 
향은대조군보다김분말을첨가할수록감소하였고(p<0.001). 
맛은 대조군보다 분말을 첨가한 것이 낮아, 기존의 대조군
맛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항
산화성과 7점 척도법 중 평균 이상인 2% 첨가군이 높은 점
수를 보였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있었다(p<0.001). 
관능검사 결과, 김 분말 4% 첨가에서는 유의적으로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대조군, 김 분말 2% 
첨가군, 김 분말 4% 첨가군 순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p<0.001). 쿠키 제조 시 관능검사
결과로 김 분말 첨가는 2% 이내로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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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nsory evaluations of cookies added with dried laver powder

Sensory properties
Samples1)

F-value
LP0 LP2 LP4 LP6 LP8

 Color 2.55±1.98a 3.70±1.12b 4.35±1.18b 5.40±1.42c 6.05±1.90c 15.539***

Taste
Crispy 4.75±1.64ab 4.60±1.23a 4.40±0.99a 5.45±1.05bc 5.70±1.21c 4.127**

Taste stay 3.50±1.57a 4.60±1.72ab 4.45±1.73ab 4.90±1.77b 5.60±1.90b 3.812**

Accepta-
bility

Appearance 6.20±1.10d 4.95±1.27c 4.25±1.06c 3.30±1.52b 2.20±1.28a 29.426***

Flavor 5.60±1.31c 4.45±1.50b 3.90±1.51ab 3.60±1.14ab 3.35±1.38a 8.384***

Taste 5.90±1.02c 3.85±1.78b 3.00±1.74ab 2.70±1.55a 2.75±1.86a 13.734***

Overall 5.85±1.13c 4.05±1.57b 3.50±1.50ab 3.00±1.52a 2.85±1.59a 13.501***

1) Abbreviations we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 p<0.01, *** p<0.001.
3) Rating scale : 1(bad) or 7(excellent).

김 분말의첨가농도가 6%를 초과하면전반적인 기호도가
3.00으로 낮아지는데, 이는 해조류인 김 쿠키에 익숙하지 않
으며, 김 자체의 외관, 색, 맛 등의 특성이 지나치게 강해지
는것으로판단된다. 품질 특성, 기호도면에서 2% 첨가군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김 분말의 항산화 기능을 활용
하면서 전체적인 관능품질을 위한 최적 농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김 쿠키의 품질특성을 조사하여 항산화기능을

가지고 있는 김을 활용 목적으로 김 분말 0%, 2%, 4%, 6%, 
8% 첨가하여 김 쿠키를 제조한 후, 반죽의 pH, 쿠키의 수분
및 pH, 색도, 경도, 항산화 측정, 관능검사 등 품질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김 분말 첨가 반죽과 쿠키의 pH는 대조군
보다 김 분말 첨가량의 pH가 4%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p<0.05), 쿠키의 수분함유량은 김 분말 첨가군
이 더 낮았다(p<0.001). 명도 L값은 김 분말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감소하여 어두워지는 경향을 보였으며(p<0.001). 적
색도 a값은 대조군보다 낮아녹색도를보였고, 황색도 b값은
대조군이 김 분말 첨가군보다 더낮게 나타나, 시료 간의 유
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경도는 대조군보다 낮았으
나, 김 분말 첨가량이 8%까지 증가할수록 경도가 높게 나타
나, 김 분말 8%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항산화 활성 측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총 페놀 화합물, 

총 플라보노이드,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김
분말의첨가량이 증가함에따라 총페놀화합물이 증가하고, 
항산화 활성도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p<0.001). 쿠키의 관능평가에서 김 분말 첨가량이 4% 초과

되면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관능검사 결과로 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색, 바싹한 경도, 맛에는 긍정적인 영향을미치나, 전체
적인 기호도에서는 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관능적인

기호도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서 김 분말 2%
첨가하였을 때 선호도가 좋으며 바람직하였다. 이는 김 쿠
키에 익숙하지 않은 점과 첨가농도가 증가하면서 김 분말

자체의 특성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로 보아 품질특성, 기호도 면에서 전반적으로 2% 
첨가군이 다른 첨가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01), 
항산화 기능과 기호도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관능 품질의 첨

가비율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dom, Sorrells, 
& Liu(2005)는 밀가루에도 phytochemical(ferulic acid, flavo-
noid, lutein, zeaxanthin, β-cryptoxanthin 등)이 함유되어 항산
화능이 있다고 하여 대조군 쿠키에서도 약간의 항산화기능

이있음을알수있었다. 이런결과로본실험에서김쿠키의
항산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디저트류가 급속하게 확산되
고, 김의 특징을 살린 동양과자로서 제품개발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김 분말 첨가 쿠키의 개발 가능성 검토 결과, 김
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고, 김의 산업적생산소비 확대와동
시에기능성을고려한기호식품으로 활용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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