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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aimed to evalu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y ofcookies
prepared using butternut squash (Cucurbita moschata, BS) powder. Cookies were prepared using
different concentrations (0, 3, 6, 9, and 16% of the flour quantity) of BS powder. Cookies were
subjected to several physicochemical analyses (cookie dough density, pH, moisture content,
spread factor, hardness, and antioxidant activity) and evaluated for consumer acceptance by
sensory analysis. The pH and density of the cookie dough decreased as the amount of BS powder
increased. The moisture content and spread factor were higher in the cookies containing BS
powder than those in the control cookies. Furthermore, the L-value decreased with an increasing
amount of hibiscus powder, while the a-value and b-value increased. Moreover, the incorporation
of BS powder decreased the hardness of the cookies, and the polyphenol content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BS powder content. The sensory
evaluation established that cookies prepared using 6% BS powder were preferred the most in
terms of color, flavor, taste, texture, and overall acceptabilit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cookies prepared by incorporating BS powder have high value as a functional food source and are
likely to be used as ingredients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y foods and other products.
Keywords: Antioxidant activity, Cookies, Cucurbita moschata powder, Quality characteristics

서론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각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Jung, 2015;
Han et al., 2007). 이에 따른 식습관이 서구화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최근 고단백, 고지방 등 동물성 식품의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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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증가로 인하여 성인병과 암 과거에는 흔하지 않았던 질병으로 사망률이 증가하고, 만성질환인 심장병, 당뇨, 고혈
압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Asano et al., 1994). 바쁜 일상 속에 편리한 건강유지 및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식품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으며(Im et al., 2017; Hwang, 2018),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는 기능성 재료를 활용
한 건강식품의 수요확대로 인해 기능성 부재료를 활용한 제과제품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Joo and Choi,
2012).
쿠키는 바삭한 식감과 고소함이 있어 커피, 차, 음료 등과 같은 기호음료와 함께 먹기에 좋고, 수분 함량이 낮아 저
장성이 우수하다. 소비자들의 건강 지향적 식품을 구매하고자하는 요구에 맞춰 쿠키에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을 함유
하고 있는 소재를 첨가하여 기능성이 추가된 쿠키 제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Kim et al., 2019). 천연 소재를
첨가하여 쿠키 개발로는 민들레 분말(Byeon et al., 2017), 질경이 분말(Choi, 2019), 파프리카 분말(Kim et al., 2018),
감잎(Lim and Lee, 2016), 밀싹(An, 2015), 쑥부쟁이(Lee, 2015), 노니(Kim and Lee, 2015), 강황(Choi et al., 2014),
여주(Moon and Choi, 2014), 울금(Choi, 2009) 등 기능성 쿠키의 제조를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땅콩호박은 중앙아메리카, 멕시코 남부 원산의 동양계 호박으로 고온 습윤한 환경에 잘 견디는 재배종으로 알려져
있다(Olson et al., 2006).약 40 kcal의 낮은 열량을 갖는 땅콩호박은 건강식 다이어트 원재료 및 회복기의 환자에게 좋
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Slaska-Grzywna et al., 2016). 또한 땅콩호박은 β-carotene 함량이 높아, 체내에서 비타민
A로 합성되어 야맹증, 백내장 등과 같은 안구성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Itle and Kabelka, 2009; Zaccari and
Galietta, 2015), β-carotene, β-cryptoxanthin 등을 포함한 다양한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는 활성산소로부터 신체 내
세포의 산화 및 노화를 예방하여 항산화, 항암 등의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aiva and Russell, 1999). 땅
콩호박을 동결 및 열풍건조 등의 방법에 따른 영양성분과 항산화 효과를 비교 연구(Sim et al., 2020) 외에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땅콩호박을 이용하여 품질과 맛을 갖춘 우수한 기능성 쿠키를 제조하고, 품질특성과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여 땅콩호박의 기능성 소재로써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땅콩호박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개발
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땅콩호박분말은 해품고야(Dangjn, Korea)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박력분(CJ Cheiljedang
Co., Yangsan,Korea), 버터(Lotte, Cheonan, Korea), 설탕(CJ Cheiljedang Co.,Incheon, Korea), 소금(CJ Cheiljedang
Co., Sinan, Korea), 난황(Pulmuone Co., Eumseong, Korea)은 전란을 구매하여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항산화 실험
에 사용한 1,1-diphenyl-1-picryl-hydrazyl(DPPH), Folin and Cioclateau 등의 시약은 Sigma Aldrich Chemical
Co.(St. Louis, MO,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그 외의 시약은 1급을 사용하였다.

쿠키 제조
땅콩호박 분말 첨가 쿠키는 short bread cookies 제조 방법(Lee, 2015)을 약간 변형시켜 적용하였으며 Table 1과 같
은 배합을 이용하여 제조하였으며, 예비실험을 통해 밀가루 대비 땅콩호박 분말을 대조군(0%), BS3(3%), B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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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9(9%), BS12(12%)로 첨가하여 쿠키를 제조하였다. 제조방법으로 계량된 버터를 반죽기(K5SS, Kitchen Aid Co.,
Benton Harbor, MI, USA)에 넣고, 약 1분(2단) 간 휘핑한 후, 설탕, 소금을 넣어 약 5분(6단) 정도 크림화하여 설탕이
유지와 잘 풀려서 살짝 녹을 정도로 만든 다음, 달걀을 노른자부터 3회에 나누어 넣으면서 7분간 혼합하여 크림상태
로 하였다. 그 후 체 친 박력분, 땅콩호박 분말을 첨가하여 반죽하였으며 반죽은 밀봉하여, 냉장고(4°C)에서 1시간 휴
지시킨 반죽을 5 mm 두께로 일정하게 밀어 편 후, 직경 40 mm 원형쿠키 틀로 찍어 성형하여 아랫불 170°C, 윗불
190°C로 조절한 오븐(FDO-7102, Daeyung, Seoul, Korea)에서 12분간 구웠다. 완성된 쿠키는 실온에서 1시간 식힌
후 밀폐용기에 넣어 실온에 보관하면서 시료로 이용하였다.
Table 1. Formulation of cookies containing butternut squash powder
Ingredient (g)

Group1)
Control

BS3

BS6

BS9

BS12

400

396

388

380

372

0

4

12

20

28

Butter

240

240

240

240

240

Sugar

140

140

140

140

140

Egg

80

80

80

80

80

Salt

2

2

2

2

2

Flour
Butter Squash Powder

1) Control: Cookie with 0% butternut squash Powder.
BS3 : Cookie with 3% butternut squash Powder.
BS6 : Cookie with 6% butternut squash Powder.
BS9 : Cookie with 9% butternut squash Powder.
BS12 : Cookie with 12% butternut squash Powder.

추출물 제조
땅콩호박 쿠키를 분쇄하여 60 mesh 체로 친 다음 분말 10 g에 70% 에탄올 90 mL를 넣고, 3시간 동안 교반시키며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Whatman No. 2로 여과한 후 20분간 3,000 rpm으로 centrifuge(Hanil science industrial Co.)
하여 사용하였다. 각 실험에 따라 시료액은 희석해서 사용하였다.

pH와 밀도
pH는 반죽 5 g과 증류수 45 mL를 넣고, 충분히 교반시킨 후 pH meter(PHM 210, Radiometer Analytical, Lyon,
France)로 상온에서 측정하였으며, 반죽의 밀도는 50 mL 메스실린더에 물 40 mL를 넣은 후 5 g의 반죽을 넣었을 때
늘어난 부피와 반죽의 무게로부터 구하였다.
반죽의 무게  
밀도      
반죽의 부피  

퍼짐성
쿠키의 퍼짐성(Spread ratio)은 넓이에 대한 두께의 비로 나타낸 것으로 AACC Method 10-52의 방법(1995)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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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퍼짐성 지수를 구하였으며, 5회 반복 측정 후 평균값으로 사용하였다.
쿠키의 평균 넓이 
퍼짐성     
쿠키의 평균 두께 

수분함량 측정
쿠키의 수분함량은 중간 부분을 취하여 적외선수분 측정기(FD-600, KETT Electric Lab., Tokyo, Japan)를 이용하
여 105°C에서 3회 반복 측정한 후, 그 평균값을 구하였다.

색도 측정
쿠키의 색도는 색차계(CHROMA METER CR-200b, Minolta Co., Tokyo, Japan)를 이용하였으며, L 값(lightness,
명도), a value(redness, 적색도), b value (yellowness, 황색도)를 각각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
내었으며, 이때 사용한 표준 백색판은 L 값은 97.75, a 값은 -0.49, b 값은 2.34이었다.

Hardness 측정
쿠키의 경도는 texture analyzer(Sun Compac-100, Sun Scientific Co., Tokyo, Japan)로 측정하여 경도(hardness)
값을 나타내었으며, 최고 피크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각 실험 군별로 10회 반복하였고, 측정한 값을 평균값과 표준편
차로 나타내었다. probe는 직경이 5 mm인 plunger(SMS P/5)를 사용하였고, pre-test speed, post-test speed 및 test
speed는 2.0 mm/s로 통일하고 압축 시 변형률 20%를 주어 측정하였다.

관능검사
땅콩호박 쿠키의 관능검사는 훈련된 대학생 15명(남자7명, 여자 8명)을 대상으로 검사방법 및 평가특성을 교육 시
킨 후 7점 척도법(1점: 매우 약함, 7점: 매우 강함)을 이용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시료는 제조 후 1시간 동안 방
냉한 것을 이용하였고, 난수표를 이용하여 3자리 숫자로 표시하였다. 모든 시료는 동시에 제공하였으며, 땅콩호박 쿠
키의 색(color), 향미(flavor), 맛(taste), 조직감(texture), 전체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를 평가하였으며 기호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으며, 시료와 물을 함께 제공하였으며, 한 개의 시료를 관능검사한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고, 다음 시료의 관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총페놀 함량
총 페놀 함량은 Folin-Denis 방법(Folin and Denis, 1912)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땅콩호박 분말 쿠키 시료액
1 mL에 10% Folin-Ciocalteu’s phenolreagent (SIGMA-ALDRICH, Inc., St. Louis, MO, USA)1 mL, 2% sodium
carbonate 1 mL를 순서대로 첨가한 후 암소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뒤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실험은 3회 반복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표준곡선은 gallic acid (SIGMA-ALDRICH, Inc.,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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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H를 이용한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Blois 방법(Blois, 1958)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96-well micro plate에 시료 0.08
-4

mL를 가하고, 1.5 × 10 M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 용액 2 mL를 가한 뒤 잘 혼합하여 암소에서 30분
간 반응시켰다. 얻어진 반응액은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radical scavenging activity(%)로 나타내었다.
시료구 흡광도
  소거능          
대조구 흡광도

통계분석
본 실험결과는 3회 반복하여 측정한 값을 SAS 9.4 version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여 나타내었으며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유의성이 있는 경우에 Duncan의 다
중범위검정
(Duncan's multiple rangetest)을 이용하여 시료간의 유의차를 검정하였다(p < 0.05).

결과 및 고찰
pH와 밀도
반죽의 pH 및 밀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향과 외관의 색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죽의 pH는 기호도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써(Park et al., 2018), 대조군이 6.38, 땅콩호박분말첨가군은 6.15–6.35으로 측정되어 땅콩호
박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p < 0.001). 반죽의 pH는 pH가 높아질수록 갈색화가
되어 향에 영향을 미치며, pH가 낮으면 기공이 작아져 식감이 부드럽고 연한 색을 나타낸다(Kim et al., 2020; Kim et
al., 2013). 검은비늘버섯 분말(Kim et al., 2013), 표고버섯 분말(Kim and Chung, 2017) 첨가 쿠키에 대한 연구에서
도 부재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가 감소하였다고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반죽의 밀도가 낮으
면 쿠키가 딱딱하여 기호도가 감소하게 되며, 높으면 쉽게 부서지는 성질을 나타내어 상품성이 저하된다(Park et al.,
2018; Cho et al., 2006). 반죽의 밀도는 대조군이 3.80 g/mL, 첨가군이 3.73–3.65 g/mL로 시료 간 유의적 차이가 없
었다. 흑임자(Lim and Lee, 2015), 뽕잎 (Park, 2017), 히비스커스(Lee and Chung, 2018) 분말 첨가 쿠키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Table 2. pH and density of cookie dough prepared using butternut squash powder
Group1)
Control

BS3

BS6

BS9

BS12

F-value

pH

a

6.38 ± 0.02

b

6.36 ± 0.01

c

6.30 ± 0.02

d

6.27 ± 0.01

6.15 ± 0.04

84.24***

Density (g/mL)

3.80. ± 0.17

3.73 ± 0.14

3.70 ± 0.09

3.72 ± 0.15

3.65 ± 0.14

0.8

All values are mean ± S. D. Values are mean of triplicates.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
p < 0.00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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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짐성
땅콩호박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쿠키의 퍼짐성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퍼짐성은 당의 용해성과 보
습성이 낮아 반죽의 건조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유동성을 잃고, 일정한 점도를 가지지 못할 때 작아지게 되며, 반죽의
점성과 수분 함량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 퍼짐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며(Doescher and Hoseney, 1985; Lee
and Jeong, 2009), 쿠키의 재료를 섞어 반죽하고 성형한 후 오븐에서 구울 때 쿠키 반죽이 바깥쪽으로 밀려 두께가 감
소하고, 직경이 커지는 현상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밀가루의 종류와 흡수율, 지방 및 설탕
의 종류와 첨가량, 반죽의 혼합방법과 반죽시간, 팽창제의 종류와 사용량, 굽는 온도와 시간 등이 있다(Koh and
Noh,1997). 본 연구에서 퍼짐성은 대조군은 4.58을 나타내었으며, 땅콩호박분말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4.80–4.95
로 첨가군이 높게 나타났다. 사과박(Oh and Kang, 2016), 야콘가루(Lee, 2014), 미역 분말(Jung and Lee, 2011) 첨가
쿠키 연구에서는 부재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이 증가하였다고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우
엉분말(Kim et al., 2017), 감잎분말(Lim and Lee, 2016), 구아바 분말(Kim and Choi, 2013) 첨가 쿠키 연구에서는 반
대로 퍼짐성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Table 3. The spread factor of butternut squash cookies
1)

Group
Control
Spread factor

BS3
b

4.58 ± 0.28

BS6
a

4.80 ± 0.26

BS9
a

4.87 ± 1.17

BS12
a

4.92 ± 2.17

4.95 ± 1.29a

All values are mean ± S. D. Values are mean of triplicates.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a-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수분함량
땅콩호박분말 첨가 쿠키의 수분함량 측정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땅콩호박분말을 첨가함으로써 수분함량
은 일정한 경향은 보이지 않았지만, 땅콩호박분말을 첨가량에 따라 대조군의 수분함량은 7.91%, 땅콩호박분말첨가
군은 8.02–8.45%로 나타났으나 수분함량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05). 부재료 분말을 첨가한 쿠
키의 수분함량 분석 결과(Choi et al., 2014; Moon and Choi, 2014)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쿠키의 수분 결합 능력은 수
분과 시료의 친화성을 나타내며 보통 10% 미만으로, 결합된 수분은 시료 입자에 의하여 흡수되거나, 시료 입자의 표
면에 흡착되기 때문에 수분 결합능력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다(Park and Cho, 2006).
Table 4. Moisture contents of butternut squash cookies
Group1)
Control
Moisture (%)

BS3
a

7.91 ± 0.45

BS6
a

8.02 ± 0.51

All values are mean ± S. D. Values are mean of triplicates.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BS9
a

8.35 ± 0.08

BS12
a

8.39 ± 0.34

8.45 ± 0.39a

394 ∙ Journal of Agricultural,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s Vol. 32, No. 3, 2020

색도
쿠키의 색은 환원당에 의한 maillard 반응과 열에 불안정한 당에 의해 캬라멜화 반응이 일어나며 , 일정한 조건 내에
서 주로 당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Kim and Park, 2008). 땅콩호박분말쿠키의 색도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쿠키의
명도(lightness, L)는 대조군이 82.07로 가장 높았고 땅콩호박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58.77–68.69로 부재료로 사
용한 땅콩호박분말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 < 0.05). 적색도(redness, a)는 대조군이 −1.84로 가장 낮
았고 첨가군이 1.17–17.34로 땅콩호박분말 첨가량 증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데(p < 0.05), 이는 노란을 띤
땅콩호박분말이 쿠키의 L 값과 a 값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황색도(yellowness, b)는 대조군이 29.0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첨가군이 32.17–48.31로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땅콩호박분말 첨가량 증가에 따른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땅콩호박분말 분말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색소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이는 재료 자
체의 색소에 의한 영향이 색도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보고(Lee et al., 2005)의 연구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땅
콩호박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 값이 감소하고 a 값과 b 값은 증가한 것은 첨가한 부재료 자체의 색에 의한 영향과
Maillard 반응과 caramelization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링가잎(Choi, 2018), 세발나물(Son et al., 2015)분말 첨
가 쿠키에서는 부재료의 첨가가 증가할수록 L값은 감소하여 본 연구와 같았으나, a값, b값은 증가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Table 5. Hunter's color value of butternut squash cookies
Hunter’s color value

Group1)
Control

BS3

BS6

a

82.07 ± 1.04

68.69 ± 1.34

65.17 ± 0.97

2)

a

e

-1.84 ± 0.54

d

1.17 ± 1.62

c

b2)

29.03 ± 0.24e
0

L

△E3)

b

BS9

2)

c

BS12
d

58.77 ± 0.81e

5.72 ± 1.29

b

10.84 ± 0.25

17.34 ± 1.36a

32.17 ± 1.16d

35.41 ± 1.01c

41.25 ± 2.14b

48.31 ± 0.98a

17.36

29.41

37.21

41.26

60.88 ± 1.32

All values are mean ± S. D. Values are mean of triplicates.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2)
L : Lightness (100=white, o=black)
a : Redness (+ red, - green)
b : Yellowness ( + yellow, - blue)
3)
ΔE, total color difference.

Hardness(경도)
땅콩호박분말쿠키의 경도 측정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대조군이 1,874.36 부재료 첨가량, 반죽의 밀도, 수분 함량,
섬유소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Joo and Choi, 2012) 본 실험에서 대조군보다 첨가군의 수분함량이 더 많게 나타났
고 이 g/cm2로 가장 높았고 첨가군은 1,432.14–1,659.21 g/cm2로 대조군보다 낮았으나 땅콩호박분말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쿠키의 경도는 영향에 의해 경도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되며 수분함량이 증가하면 경
도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Kim and Yoo, 2017)와 일치하였다. 숙성 흑율피(Son et al., 2017), 음나무잎 분말(Lee
and Jin, 2015), 알로에 베라 분말(Yu, 2014) 첨가 결과 부재료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경도가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
으며, 감잎 분말(Lim and Lee, 2016), 생강가루(Lee et al., 2015)첨가 결과에서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증가
함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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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hardness values of butternut squash cookies
Group1)
Control
2

Hardness (g/cm )

BS3
a

1,874.36 ± 84.32

BS6
b

1,432.14 ± 96.31

BS9
b

1,397.36 ± 87.12

BS12
b

1,354.35 ± 93.21

1.298.36 ± 101.36b

All values are mean ± S. D. Values are mean of triplicates.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a-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땅콩호박 분말 첨가 쿠키의 관능검사
땅콩호박분말을 각각 0%, 3%, 6%, 9%, 및 12% 첨가하여 제조한 땅콩호박분말 쿠키의 관능검사 결과(색, 향, 맛,
조직감, 전반적인 기호도)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쿠키의 색에 대해서는 6% 땅콩호박분말 분말 첨가군에서 가장 높
은 기호도를 나타냈으며 향미에 대한 평가는 6.19–6.50의 범위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각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맛은 땅콩호박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이 6.70, 땅콩호박분말 6% 첨가군 6.77로 맛
을 가장 강하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시료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조직감은 대조군에서 6.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 첨가군에서 6.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선호도는 땅콩호박분말을 6% 첨가군에서 가장
높은 기호도(6.33)를 나타내었다.
Table 7. Sensory evaluation of butternut squash cookies
Group1)
Control

BS3

BS6

BS9

BS12

Color

a

6.69 ± 0.02

d

6.74 ± 0.01

a

6.91 ± 0.02

c

6.84 ± 0.03

6.89 ± 0.09b

Flavor

6.23 ± 1.20

6.19 ± 1.02

6.40 ± 1.08

6.47 ± 1.14

6.50 ± 1.06

Taste

6.70 ± 1.12

6.63 ± 0.89

6.77 ± 1.17

6.70 ± 1.12

6.70 ± 1.12

Texture

6.87 ± 0.54

6.83 ± 0.72

6.66 ± 1.96

6.58 ± 0.82

6.12 ± 0.71

Overall acceptability

6.15 ± 0.97

6.11 ± 0.74

6.33 ± 0.85

6.24 ± 0.87

6.02 ± 0.62

All values are mean ± S. D. Values are mean of triplicates.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땅콩호박 분말 첨가 쿠키의 항산화 활성
땅콩호박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쿠키의 항산화 활성의 결과는 Table 8과 같다. 페놀성 물질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
내는 주요 물질 중 하나인 페놀성 물질(Jeong et al., 2006)은 식물체에 색 부여 및 미생물의 공격을 막아 식물 자체를 보
호하고 체내의 항산화 효소체계와 함께 자유기로부터 조직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Kim et al., 2006). 폴
리페놀 화합물 즉, anthocyanin등을 포함한 flavonoid류, coumarin, stilbene, catechin 등의 phenylpropanoids류 및
tannin류 등이 풍부한 음식의 섭취에 의해 암, 심혈관질환, 면역기능장애 등 퇴행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Jung et al., 2012; Park et al., 2011). 총 폴리페놀 함량은 대조군에서 0.64 mg GAE/g로 가장 낮게 나타났
으며 첨가량에 따라 1.79–4.30 mg GAE/g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보편적인 방법
인 DPPH radical 소거능 역시 땅콩호박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12% 첨가군에서 58.36%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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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땅콩호박분말의 첨가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이는 땅콩호박
분말의 항산화 성분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폴리페놀 함량과 항산화능은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한
다고 보고되고 있는데(Kim et al., 2006) 흰목이버섯 분말(Kim and Han, 2020)과 하비스커스 분말(Lee and Chung,
2018) 첨가 쿠키의 연구에서도 부재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총 폴리페놀 함량과 DPPH radical 소거능이 증가하였
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땅콩호박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 폴리페놀 함량과 DPPH radical 소거능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8. Total polyphenol content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ookie dough prepared using butternut
squash powder
Group1)
Control
Total polyphenol
content
(mg GAE/100 g)

0.64 ± 0.02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9.46 ± 0.48

e

e

BS3

BS6

BS9

BS12

F-value

1.79 ± 0.17d

2.58 ± 0.22c

3.51 ± 0.73b

4.30 ± 0.23a

97.26***

38.10 ± 0.74d

46.36 ± 0.19c

50.36 ± 0.24b

58.36 ± 0.55a

74.38***

All values are mean ± S. D. Values are mean of triplicates.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
p < 0.001.

요약
땅콩호박 분말을 첨가에 따른 쿠키반죽의 pH 및 밀도를 측정한 결과 땅콩호박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는
감소하였으며, 밀도는 시료 간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퍼짐성은 땅콩호박분말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첨가군이 대조
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쿠키의 수분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쿠키의
색도는 땅콩호박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 값이 감소하고 a 값과 b 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땅콩호박분
말쿠키의 경도는 대조군보다 낮게 나타났다. 항산화 활성은 땅콩호박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 폴리페놀 함량
과 DPPH radical 소거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6%의 땅콩
호박분말을 첨가한 쿠키는 기호도 향상 및 항산화 활성을 증가시킴에 따라 기능성소재로써 땅콩호박분말을 활용하여
다양한 식품 개발 연구과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기능성 쿠키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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