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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토마토 분말을 첨가한 냉동 쿠키의 품질 및 항산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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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lack tomato (Lycopersicum esculentum) is known to have more β-carotene, lycopene, and vitamin C than general red- 
colored tomatoes.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quality properties, antioxidant activities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black 
tomato cookies. Cookies were prepared by replacing 0, 1, 3, 5, and 7% of flour with black tomato powder. Density of 
black tomato cookies tended to be decreased between control (1.20) and 3% added groups (1.12). pH value was decreased 
from control (6.66) to 7% added group (5.16). Spread factor and loss rate were in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s of black 
tomato powder. Hardness was gradually increased from 107.77 g/cm2 in control to 170.50 g/cm2 in 7% added group. Color 
measurement indicated that L-value (brightness) was highest in control (70.46) and lowest in 7% added group (45.23); 
whereas, a-value (redness) increased while b-value (yellowness) tended to decrease with increasing amounts of black tomato 
powder. Total polyphenol content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were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black 
tomato powder. Consumer preference scores in color and flavor of black tomato powder added group were higher than those 
of control. Characteristic strength tes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Overall, the results indicated that 
adding 5% black tomato powder is desirable for making black tomato cook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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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현대인들의 식생활 변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한 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으로 제과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그 소비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다(Kim & Chung 
2007). 냉동 쿠키는 길게 성형한 반죽을 냉동시킨 후 얇게 썰

어 구운 쿠키이며, 장기간 저장이 용이하여 제과업계에서 많

이 이용하고 있는 제과제품이다(Shin 등 2014). 한편, 건강한 

영양섭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영양이 강화된 기능성 식

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Aksoylu 등 2015), 냉동 쿠

키에서도 표고버섯 분말(Jung & Joo 2010), 갈근 분말(Lee 등 

2008)을 첨가하여 쿠키의 영양적 기능성과 품질을 높이고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토마토(Lycopersicum esculentum)는 가지과의 일년생 작물

로서 안데스 산맥이 원산지이다. 토마토는 비타민 A, 비타민 

C, 무기질, 당, 식이섬유, 유기산이 풍부하고, 글루탐산의 함

량이 높아 서양에서는 생식뿐만 아니라, 굽거나 소스의 형태

로 섭취하고 있다(Ha & Kwak 2008). 한국에서도 토마토는 전

국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과채류의 대표작물로서 건강식품

으로 인식되고 있다(Seo 등 2013). 그 중에서도 Kumato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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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흑토마토는 남아메리카 갈라파고스 제도가 원산지이

며, 스위스 종자 회사 신젠타에서 개발한 토마토 품종이다

(Fernández LO 2009). 일반 토마토보다 수확기간이 3~4개월

로 길고, 저장기간이 2배 이상 길며, 다른 토마토 종보다 라이

코펜, 베타카로틴, 루테인 등의 성분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Na 등 2013). 특히 라이코펜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천연 카로

티노이드계 색소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항암작용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Rao & Agarwal 1999), LDL 콜레스테

롤 수치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Willcox 등 2003). 흑토

마토에는 라이코펜과 함께 자색의 안토시아닌 색소가 함유

되어 있어 특유의 검은색을 띄는데(Borghesi 등 2011), 안토시

아닌 색소는 항산화성이 뛰어나며, 심혈관계 질환 및 비만 개

선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Wallace TC 2011).
이런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토마토를 첨가하여 소시지(Na 

& Joo 2012), 과실주(Jang 등 2010), 고추장(Seo 등 2012)을 제

조하고, 그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Paik 등
(2013)의 연구에서는 토마토 분말을 첨가한 쉬폰 케이크가 

기호도 측면에서 우수하였다고 보고되어, 제과제품의 기능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흑토마토 분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효능을 갖고 있는 흑토마토 분

말을 첨가하여 기능성 쿠키를 제조하고, 흑토마토 쿠키의 품

질 특성, 항산화 활성 및 관능 특성을 분석하여, 제과제품에

서 흑토마토 분말의 이용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재료 및 방법

1. 쿠키의 제조
쿠키를 제조하기 위해 박력분(CJ, Incheon, Korea), 설탕(CJ, 

Incheon, Korea), 버터(Seoul Dairy Cooperative, Seoul, Korea)
를 구입하였고, 계란은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흑
토마토는 강원도 화천 지방에서 2015년 9월에 수확한 것을 

구입하였으며, 본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동결건조기(FD8508, 
Ilshin Biobase Co. LTD., Gyeonggi, Korea)로 동결건조하고, 
고속분쇄기(CRT-04, Hungchuan Machinery Enterprise, Taipei, 
Taiwan)를 사용해 분쇄한 후 20 mesh 체를 통과시켜 분말화

하였다.
흑토마토 분말을 첨가한 쿠키는 Table 1의 배합비율에 따

라 밀가루의 0, 1, 3, 5, 7%를 흑토마토 분말로 대체하여 제조

하였다. 제조 방법은 선행된 연구를 참고하였다(Jung 등 2012; 
Jung 등 2013). 믹서(KM400, Kenwood, Havant, Britain)를 사

용해 버터를 2분 간 휘저어 크림화하였고, 설탕을 넣어 3분간 

혼합하였다. 그 후 계란을 넣고 달걀이 분리되지 않도록 잘 

혼합하였고, 밀가루와 흑토마토 분말을 체질하여 넣고 주걱

Table 1. Formulas for cookies with different levels of 
black tomato powder

Ingredients(g)
Additional ratio of black tomato powder(%)

0 1 3 5 7

Flour 300 297 291 285 279

black tomato powder   0   3   9  15  21

Butter 150 150 150 150 150

Sugar 120 120 120 120 120

Egg  60  60  60  60  60

으로 반죽하였다. 완성된 쿠키 반죽은 직경 40 mm의 원기둥 

형태로 성형하고, 냉동고(－10℃)에서 1일간 휴지시켰다. 반죽은 

8 mm 간격으로 절단하고, 오븐(Zippel DE68-04072D, Samsung, 
Seoul, Korea)을 사용하여 170℃에서 20분간 구웠다. 완성된 

쿠키는 실온(25℃)에서 1시간 동안 방냉한 후, 지퍼백에 넣어 

밀봉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 반죽의 비중 및 pH
흑토마토 쿠키 반죽의 비중과 pH를 측정하기 위해 냉동고

에서 휴지시키기 직전의 완성된 반죽을 사용하였다. 반죽의 

비중은 50 mL 메스실린더에 물 30 mL를 채우고, 반죽 5 g을 

넣어 증가한 부피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반죽의 pH는 쿠키 

반죽 10 g에 증류수 90 mL를 혼합하고, 균질기(Unidrive 1000D, 
Ingenieurburo CAT M.Zipperer GmbH, Staufen, Germany)로 균

질화한 것을 pH meter(SP-701, Suntex instruments Co. LTD., 
Taipei, Taiw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퍼짐성, 굽기 손실
쿠키의 퍼짐성 측정은 AACC Method 10-50D(AACC 2000)

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쿠키 표본 6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쿠키의 평균 직경과 두께를 구하고, 다음의 식으로 쿠키의 퍼

짐성을 계산하였다. 쿠키의 굽기 손실은 굽기 전 쿠키 반죽의 

중량과 구운 후 쿠키 반죽의 중량을 저울(Libror EB-2200HV, 
Shimadzu, Kyoto, Japan)로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Spread factor = 쿠키 6개에 대한 평균 넓이(mm2) / 
쿠키 6개에 대한 평균 두께(mm)

4. 색도
흑토마토 쿠키의 색도는 쿠키 시료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

하고, 쿠키의 표면을 색차계(CR-400, Konica Minolta, Osaka, 
Japan)를 사용하여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 값을 3회 측

정하여 평균값을 내었다. 색차계 보정을 위하여 색도의 색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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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각각 L=96.90, a=0.45, b=1.49인 백색판을 사용하였고, 
다음의 식을 이용해 ΔE(총색차값)을 구하여 각 시료간의 색

차를 비교하였다.

∆      

5. 경도
흑토마토 쿠키의 경도는 Rheometer(Sun rheometer Compac- 

100Ⅱ, Sun Scientific Co.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Probe는 Lee WG(2015)의 연구에서 설정한 기기 작

동 조건을 참고하여 No. 5 5 mm 어댑터를 사용하였고, distance 
5 mm, table speed 120 mm/s의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6. 총 폴리페놀 함량
흑토마토 쿠키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 법(Singleton 

& Rossi 1965)에 따라 분석하였다. 시료는 동결건조한 쿠키 

분말 1 g을 증류수 10 mL로 24시간 추출하여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고, Whatman No. 1 
여과지로 여과한 것을 사용하였다. 80배 희석한 시료 용액 

800 μL에 0.9 N Folin-Ciocalteu 시약(Junsei Chemistry, Tokyo, 
Japan) 50 μL와 20% 탄산나트륨(Merck kGaA, Darmstadt, Germany) 
용액 150 μL를 첨가하여 빛을 차단하고 상온(25℃)에서 2시
간 동안 반응시켰다. 흡광도는 700 nm에서 microplate reader 
(Infinite 200 PRO, Tecan, Mannedorf, Switzerland)를 사용해 측

정하였다. 표준물질로 갈산(Merck kGaA, Darmstadt, Germany)
을 사용하여 흡광도 검량선을 작성하였고, 각 시료의 총 폴리

페놀 함량은 갈산 당량(GAE)으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7. DPPH 라디칼 소거능
흑토마토 쿠키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Molyneux P(2004)

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의 DPPH 라디칼 소

거능은 DPPH 라디칼에 대해 50% 소거 효과를 보이는 IC50 

값(mg/mL)으로 표현하였다. IC50 값은 각 시료를 1~6배 희석

하여 희석 배수에 따른 DPPH 라디칼 소거율을 구하고, 추세

선의 식으로부터 도출하였다. 각 시료의 희석 배수별 DPPH 
라디칼 소거율은 희석한 시료 0.1 mL에 0.2 mM DPPH(Sigma 
Aldrich Corp., St. Louis, MO, USA) 용액 0.1 mL를 첨가하고, 

Table 2. Density and pH value of cookie dough with different levels of black tomato powder

Properties
Additional ratio of black tomato powder (%)

0 1 3 5 7

Density 1.20±0.03a1) 1.18±0.01b 1.12±0.01c 1.11±0.00c 1.11±0.01c

pH  6.66±0.01a 6.28±0.02b 5.82±0.02c 5.44±0.01d 5.16±0.02e

1) Means in each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빛을 차단하여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52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8.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고려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생 20명을 대

상으로 관능검사의 목적과 평가 방법 및 측정 항목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충분한 훈련을 거친 후 실시하였다. 관
능검사에 사용된 시료는 백색 플라스틱 접시에 생수와 함께 

제공되었다. 소비자 기호도는 각 시료의 색(color), 향미(flavor), 
질감(textur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를 7점 척

도법으로 평가하였으며, ‘매우 싫음’은 1점, ‘매우 좋음’은 7
점으로 질문지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특성 강도는 느끼한 맛

(oily flavor), 단맛(sweetness), 고소한 맛(savory), 삼킨 후의 느

낌(after taste) 등 4개 항목을 7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였으며, 
‘매우 약함’을 1점, ‘매우 강함’을 7점으로 질문지에 표시하도

록 하였다.

9.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시행되었으며, 실험에 의한 결과값

은 SPSS(12.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

용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Mean±S.D.로 나타내었

다. 각 측정 평균값 간의 유의성은 p<0.05 수준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반죽의 밀도 및 pH
흑토마토 분말을 첨가한 쿠키 반죽의 밀도와 pH는 Table 

2와 같다. 반죽의 밀도는 대조군에서 1.20으로, 3% 첨가군에

서 1.12로 나타나 흑토마토 분말의 첨가량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3~7% 첨가군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반죽의 밀도는 쿠키의 품질을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이며(HadiNezhad & Butler 2009), 완성된 쿠키의 향과 색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Moon & Jang 2011).
반죽의 pH는 대조군에서 6.66, 7% 첨가군에서 5.16으로 점

차 감소하였다. Jung 등(2012)은 구아바 잎을 첨가하였을 때 

쿠키의 pH가 낮아졌으며, 첨가되는 기능성 성분에 의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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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Kim 등(2012)의 연구에서 

토마토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산천어육수의 pH가 감소

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흑토마토 분말

에 들어있는 다양한 종류의 유기산이 쿠키 반죽의 pH를 낮추

었다고 사료된다(Hernández 등 2007).

2. 퍼짐성, 굽기 손실
흑토마토 쿠키의 퍼짐성과 굽기 손실은 Table 3과 같다. 퍼

짐성은 쿠키를 구운 이후에 두께가 감소하고, 직경이 증가하

는 현상으로 쿠키의 품질을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퍼짐성이 

증가할수록 더 좋은 쿠키라고 평가된다(Miller & Hoseney 1997). 
흑토마토 쿠키의 퍼짐성은 흑토마토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4.97(대조군)에서 6.17(7% 첨가군)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커민과 생강 분말을 첨가하였을 때 쿠키의 퍼짐

성이 증가하였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Abdel-Samie 등 2010).
굽기 손실은 대조군에서는 14.77%였으며, 5% 첨가군에서

는 15.70%로 나타나 흑토마토 분말 첨가량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7% 첨가군에서는 15.60%로, 5% 첨가

군의 굽기 손실과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흑미 미강 분말을 3%까지 첨가하였을 때 쿠키의 굽

기 손실이 증가하였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Joo & Choi 2012a). 
흑토마토 쿠키의 굽기 손실율이 증가한 원인은 퍼짐성의 증

가로 쿠키의 직경이 커졌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어져 수분의 

증발이 더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 색도
흑토마토 쿠키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L

Table 3. Spread factor and loss rate of cookies with different levels of black tomato powder

Properties
Additional ratio of black tomato powder (%)

0 1 3 5 7
Spread factor  4.97±0.09d1)  5.41±0.04c  5.73±0.01b  5.84±0.10b  6.17±0.03a

Loss rate(%)  14.77±0.14c 15.27±0.29b 15.67±0.12a 15.70±0.18a  15.60±0.24ab

1) Means in each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4. Color values of cookies with different levels of black tomato powder

Properties
Additional ratio of black tomato powder (%)

0 1 3 5 7
L 70.46±3.98a1) 60.04±3.85b 48.85±2.71c 44.44±3.06c 45.23±4.45c

a  0.03±2.70c  9.72±0.67b 12.59±0.74a 14.61±0.76a 15.11±0.89a

b 26.34±0.81ab 26.93±1.85a 22.76±1.98b 22.69±2.06b 23.32±3.15ab

ΔE 36.35±2.73d 45.85±2.21c 54.00±1.54b 58.45±1.88a 58.17±2.64a

1) Means in each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명도) 값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70.46(대조군)에서 

45.23(7% 첨가군)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a(적색도) 값은 대조

군에서는 0.03, 3% 첨가군에서는 12.59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으나, 흑토마토 분말을 5% 이상 첨가하였을 때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황색도) 값은 5% 첨가군까지는 대

조군(26.34)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ΔE(총색차값)는 

5% 첨가군까지는 36.35에서 58.45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나, 7% 첨가군의 색차(58.17)는 5% 첨가군과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쿠키의 색상은 마이야르 반응이나 카라멜 

반응에 의해 어둡게 변화한다(Walker 등 2012). 쿠키의 명도

가 감소한 원인은 흑토마토에 존재하는 과당이 카라멜 반응

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추측된다(Pathare 등 2012). 한편, 흑토

마토의 색소에는 라이코펜과 안토시아닌이 포함되어 있으며

(Borghesi 등 2011), 카라멜 반응과 흑토마토에 함유된 색소에 

의하여 적색도와 황색도가 변화하였다고 사료된다. 이는 라

이코펜의 함량이 색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Stinco 등
(201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4. 경도
흑토마토 쿠키의 경도는 Fig. 1과 같다. 대조군의 경도는 

107.77 g/cm2로 측정되어 가장 낮았고, 흑토마토 분말 첨가군

에서는 1% 첨가군부터 각각 123.77, 144.97, 155.27, 170.50 
g/cm2로 나타나, 흑토마토 분말 첨가량에 따라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반죽의 밀도가 낮으면 쿠키가 딱딱

해지고, 높으면 쉽게 부서지는 성질을 나타낸다는 Moon & 
Jang (2011)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쿠키의 경도는 수분 함량, 
기공의 발달 정도, 비중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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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ardness of cookies with different levels of 
black tomato powder

다(Chabot JF 1976). 또한, 당의 첨가는 경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Vetter 등 1986), 흑토마토에 들어있는 당이 쿠

키의 경도를 증가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흑토마토 분

말을 첨가했을 경우, 더 딱딱한 쿠키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5.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폴리페놀 화합물은 과일, 야채, 식물 등에서 얻을 수 있는 2차 

대사산물로서,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다(Balasundram 
등 2006). 흑토마토 쿠키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ig. 2와 같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대조군 및 1, 3, 5, 7% 첨가군에서 각각 

0.04, 0.05, 0.07, 0.10, 0.15 μg GAE/mg이었으며, 흑토마토 분

말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흑토마토에는 카

Fig. 2.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cookies with 
different levels of black tomato powder

페산, 페룰산, 케르세틴, 루틴 등의 폴리페놀 화합물이 들어

있다(Martí 등 2015). 또한 Socaci 등(2014)은 다양한 토마토 

종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 흑토마토에 0.17 μg 
GAE/mg의 폴리페놀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흑토마토 분말을 넣어 쿠키를 제

조했을 때에 항산화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6. DPPH 라디칼 소거능
흑토마토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측

정 결과는 Fig. 3과 같다. 대조군 및 1, 3, 5, 7% 첨가군의 IC50

은 각각 152.27, 114.60, 96.23, 45.44, 35.33 μg/mL로 나타났으

며, 분말첨가량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즉, 흑토마토 

분말을 많이 첨가한 쿠키는 대조군에 비하여 더 적은 양으로

도 DPPH 라디칼의 50%를 감소시킬 수 있어, 흑토마토 분말

을 첨가할수록 쿠키의 항산화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

다. 이는 새송이버섯 분말을 첨가하였을 때 DPPH 라디칼 소

거능이 증가하였다는 Kim 등(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고, 쿠키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이 부재료의 항산화력에 많

은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흑토마토 분말에는 폴리

페놀 화합물과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색소 등이 포함되어 있

으며, 이 물질들이 흑토마토 쿠키의 항산화력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3. DPPH scavenging activities of cookies with 
different levels of black tomato powder

7. 관능검사
흑토마토 분말 첨가량을 다르게 하여 제조한 쿠키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소비자 기호도 항목은 색, 
향미, 조직감, 전반적인 기호도의 네 가지 항목이며, 그 중 색

과 조직감 항목에서 흑토마토 분말 첨가군이 대조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본 연구의 경도 측정에서는 흑토마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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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sumer acceptability score and characteristic intensity rating of cookies with different levels of black tomato 
powder

Properties
Additional ratio of black tomato powder (%)

0 1 3 5 7
Color  3.78±1.76b1) 4.74±1.25a 5.09±1.20a 4.83±1.34a 4.70±1.06a

Flavor 4.26±1.60a 4.43±1.37a 4.91±1.28a 4.57±1.34a 4.48±0.99a

Texture 3.91±1.53b 5.30±1.02a 4.78±1.20a 5.39±1.20a 4.87±1.01a

Overall acceptability 3.99±1.29b 4.83±0.88a 4.93±0.91a 4.93±0.89a 4.68±0.83b

Oily flavor 4.26±1.60a 4.30±1.43a 4.39±1.34a 4.43±1.44a 4.13±1.14a

Sweetness 4.17±1.50a 4.65±1.50a 4.65±1.30a 4.57±1.70a 4.91±0.99a

Savory 4.09±1.47a 4.35±1.43a 4.83±1.53a 4.52±1.56a 4.78±1.08a

After taste 4.00±1.35a 4.70±1.29a 4.87±1.46a 4.48±1.73a 4.26±1.01a

1) Means in each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말 첨가량에 따라 경도가 증가하였으나, 관능검사의 조직감 

항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율피 분말을 첨가한 

쿠키에서 적당히 딱딱한 쿠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는 결

과와 유사하였다(Joo & Choi 2012b). 전반적인 기호도는 3%, 
5% 첨가군이 4.93으로 대조군의 3.99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소비자들은 흑토마토 분말을 3%, 5% 첨가한 쿠키를 가장 선

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성강도 항목은 느끼한 맛, 단맛, 고
소함, 삼킨 후의 느낌 등 네 가지 항목을 측정하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대조군과 흑토마토 분말 첨가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쿠키 제조 및 쿠키의 품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동결건조한 흑토마토 분말을 첨가하여 냉동 

쿠키를 제조하고, 분말 첨가 비율(1~7%)에 따른 쿠키의 품질 

특성, 항산화 활성 및 관능 특성을 분석하였다. 반죽의 밀도

는 1%, 3% 첨가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나, 3~ 
7% 첨가군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죽의 

pH는 7% 첨가군에서 5.16으로 가장 낮았다. 퍼짐성은 흑토마

토 분말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굽기 손실

은 5% 첨가군까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5% 첨가군

과 7% 첨가군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색
도 측정에서 L(명도) 값은 점차 감소하였고, a(적색도) 값은 

흑토마토 분말 첨가군이 대조군보다 더 높았으나 흑토마토 

분말을 5% 이상 첨가하였을 때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황색도) 값은 5% 첨가군까지 대조군(26.34)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ΔE(총색차값)도 5% 첨가군과 7% 
첨가군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도는 대조

군이 107.77 g/cm2로 가장 낮았으며, 7% 첨가군이 170.50 g/ 

cm2로 가장 높았다. 흑토마토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 폴리페놀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DPPH IC50은 감

소하여 쿠키의 항산화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능

검사에서 소비자 기호도 항목 중 색과 조직감 항목에서 흑토

마토 분말 첨가군이 대조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성 

강도는 모든 항목에서 대조군 및 첨가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3%, 5% 첨가군이 4.93
으로 대조군의 3.99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흑토마토 분말을 첨가하였을 때 

쿠키의 퍼짐성이 증가하고, 총 폴리페놀 함량과 DPPH 라디

칼 소거능이 증가하였으며, 관능평가에서도 색, 조직감 등에

서 대조군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흑토마토 분말은 쿠키

의 품질 특성 및 항산화 활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어, 기능

성 쿠키 제조 및 쿠키의 품질 향상을 위한 흑토마토 분말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흑토마토 분말을 5% 이상 

첨가하였을 때 밀도, 굽기 손실, 색상, 특성 강도 등에서 유의

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관능검사에서도 소비자들이 

전반적으로 5% 첨가군을 가장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어 흑토

마토 분말의 첨가량을 적절히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발견되

었다. 쿠키를 제조할 시 밀가루의 5%를 대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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