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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optimal mixing condition of tomato powder and sugar for 
producing chiffon cake. The experiment was designed according to the central composite design of response 
surface, which yielded ten experimental points, including two replicates. Physiochemical and sensory properties 
were measured, and theses values applied to mechanical models. A canonical form and perturbation plot 
showed the influence of each ingredient on the final product mixture. The results of the physiochemical anal-
ysis of each sampl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weetness (P＜0.01), color L (P＜0.001), color a (P＜ 

0.001), color b (P＜0.05), hardness (P＜0.05), and cohesiveness (P＜0.01). The sensory measuremen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color (P＜0.05), appearance (P＜0.05), flavor (P＜0.05), sweetness (P＜0.01), moist-
ness (P＜0.05), and overall acceptability (P＜0.05). The optimal formulation, calculated using the numerical 
and graphical method, was determined to be 59.27 g tomato powder and 285.66 g sugar. The sensory evalua-
tio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preferences in the color, flavor, appearance, texture, sweetness, tenderness, 
moistness and overall quality  of the optimized chiffon cake compared to the controlled chiffon cake. The op-
timized chiffon cake also showed a high antioxidative activity compared to the controlled chiffon cake. Our 
results show that chiffon cake prepared with tomato powder enhances sensor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tive 
activity.

Key words : tomato powder, chiffon cake, optimization, response surface design (RSM)

서 론

최근 식품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식품이 가

지는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영

양 충족 및 생명유지를 위한 식품의 1차 기능과 미

각, 후각 등을 만족시키는 2차 기능뿐 만이 아닌 식



2 | 토마토 분말 첨가 시폰 케이크의 제조조건 최적화 및 품질 특성

품의 생체조절을 포함하는 3차 기능을 가지는 식품

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로 소비자들은 식

품 자체가 가지는 기능성 및 올바른 식생활에 관심

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의 

건강 지향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품업계에서

는 식물성을 식품의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생명 및 생물 산업 신기술을 통하

여 천연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생리활

성 기능성 물질을 첨가한 많은 식품들이 개발되고 

있다(Willcox 등 2003; Osterlie & Lerfall 2005).
토마토(Tomato, Lycopersicon esculentum Mill.)는 소

화기능 강화, 체력증강작용, 뇌세포기능 촉진 작용, 
식욕증진작용, 피부 신진대사 촉진작용, 육식에 의

한 유독성분 중화작용, 체내 산성도 유지 작용, cho-
lesterol 저하작용, 항암작용, 혈압강하작용, 혈액순환 

개선작용, 나트륨에 의한 피해 경감 작용, 피로 회

복작용, 폐암 예방작용, 항 진균작용 및 지방 소화 

촉진 작용에 효과적이며 비만이나 당뇨병 등 칼로

리를 제한해야 하는 사람의 다이어트식에 효과적이

다(Beecher 1998).   
현재까지 국내의 토마토를 이용한 가공식품에 관

한 연구로는 토마토를 첨가한 배추김치(Kim & Hahn 
2006; Moon 등 2007), 저지방 유화형 소시지(Hoe 등 

2006), 토마토케첩을 첨가한 배추김치(Park 등 2006) 
등이 보고되고 있다.

시폰 케이크는 난백과 난황을 분리하여 각각 

믹싱하여 기포를 형성하는 동안에 함유된 공기와 

화학팽창제의 힘으로 반죽을 부풀려 완성되는 제

품으로 기름(oil) 및 달걀이 많이 들어가 매우 촉

촉하면서 부드러운 특성을 갖는 제과류이다. 시폰 

케이크는 달고 부드러운 텍스처를 가지고 있으나 

고열량 식품이므로 최근 기능성 식재료나 저열량 

식재료의 대체 첨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토마토는 여러 기능성이 검증되었을 뿐 아니라 

감칠맛 성분인 글루탐산 및 아스파라긴이 있어 

음식의 맛을 돋우어 주므로 서양음식의 주요 식

재료로 피자, 스파게티, 스프 등에 널리 활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케이크 제조 시 

부재료로 사용된 바 없는 토마토 분말을 이용하

여 기능성과 더불어 감칠맛 있는 시폰 케이크를 

제조하여 관능적 최적점을 갖는 레시피를 확립하

여 건강 지향적 케이크로서의 상품 가능성을 평

가하였다.  

연구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 된 재료는 열풍 건조하여 제조

한 토마토분말(백장생, 스페인산)과 백설탕(백설, 국

내산), 밀가루(백설, 국내산), 달걀(농협, 국내산), 식

용유(백설, 국내산)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실험디자인

토마토 분말 첨가 시폰 케이크의 최적 레시피를 

산출하기 위한 실험설계는 Design Expert 8(Stat-Easy 
Co., Minneapolis, MN, USA)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

며, 반응표면 실험계획법(response surface design)의 

중심합성계획법(CCD: central composite design)에 따

라 실험을 설계하였다. 독립변수로는 토마토 분말

(A)과 설탕(B)의 함량을 2개의 요인으로 설정하였고 

예비 실험을 거쳐 각 요인의 최소 및 최대 범위를 

토마토 분말 12.5∼112.5 g, 설탕 175∼350 g으로 결

정하였다. 종속 변수는 이화학적 특성인 당도, 수분

함량, 색도(L, a, b), 텍스처와 관능적 특성의 색

(color), 외관(appearance), 향(flavor), 텍스처(texture), 
단맛(sweetness), 부드러움(tenderness), 촉촉함(moist-
ness), 전반적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로 설정하였

다. 중심합성계획법은 요인점, 축점, 중심점의 세 부

분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실험 점들 사이에는 모델

설정 및 적합결여 검증을 위한 반복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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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Wheat flour 
(g) Yolk (g) White (g) Salt (g) Baking 

powder (g) Oil (g) Water (g)
Factors 

Tomato 
powder (g) Sugar (g)

 1 237.5 125 250 5 7 100 75  12.5 175

 2 137.5 125 250 5 7 100 75 112.5 175

 3 237.5 125 250 5 7 100 75  12.5 350

 4 137.5 125 250 5 7 100 75 112.5 350

 5 237.5 125 250 5 7 100 75  12.5  262.5

 6 137.5 125 250 5 7 100 75 112.5  262.5

 7 187.5 125 250 5 7 100 75  62.5 175 

 8 187.5 125 250 5 7 100 75  62.5 350

 9 187.5 125 250 5 7 100 75  62.5  262.5

10 187.5 125 250 5 7 100 75  62.5  262.5

Table 1. Experimental design for chiffon cake prepared with tomato powder by response surface design.

(Park & Jang 2007). 이에 따라 각 설정된 범위를 입

력하여 10개의 실험점이 형성되었고 replication 설정

을 통해 2개의 반복점이 선택되었다. 완성된 실험 

디자인의 재료 혼합비율은 Table 1과 같다.

3. 토마토 분말 첨가 시폰 케이크 제조

본 연구에서는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여 노른자

는 거품을 내지 않고 다른 재료와 혼합하여 반죽하

고 흰자와 설탕으로 머랭을 만들어 혼합하는 시폰

법을 적용하여 토마토 분말 첨가 케이크를 제조하

였다. 흰자와 노른자를 구분하여 노른자에 설탕 일

부를 넣어 4분간 휘핑 후 물을 넣어 1분 휘핑하였

고, 흰자는 휘핑 1분 후 설탕을 3차례 나눠 넣으면

서 5분간 휘핑하여 머랭을 완성하였다. 노른자 휘핑

한 것에 토마토분말과 밀가루 체친 것, 베이킹파우

더를 넣고, 머랭 완성한 것을 3번 나눠 넣으면서 거

품이 꺼지지 않게 섞고, 식용유를 넣어 반죽을 완성

하였다. 만들어진 반죽을 케이크 틀에 넣은 후 오븐

에 넣고 180/165oC의 조건에서 25분간 구워냈다. 실
온에서 1시간 방냉한 후 이화학적 특성 및 관능검

사를 실시하였다. 

4. 이화학적 특성

1) 당도 

토마토 분말 첨가 시폰 케이크의 당도는 0∼54% 
범위를 갖는 당도계 Digital Hand-held Pocket Refrac-
tometer(PAL-2, ATAGO Co., Tokyo, Japan)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토마토 시폰케이크의 당도 분석을 

위해서 5 g의 시료와 10배의 증류수를 넣고 bag 
mixer로 1분 30초간 균질화한 후 Whatman No. 2 fil-
ter paper로 여과해 3회 반복 측정하였다.

2) 수분함량

토마토 분말 첨가 시폰 케이크의 수분함량은 적

외선 수분측정기(MB45 Moisture Analyzer, OHAUS 
Co., Zurich,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토

마토 시폰 케이크 시료 10 g을 알루미늄 dish에 칭

량하여 105oC에서 3회 반복 측정하였다.

3) 색도

각 시료별 시폰 케이크의 색도는 color difference 
meter(Colorimeter CR-300, Minolta Co., Tokyo, Japan)
를 사용하여 L값(lightness), a값(redness), b값(yellow-
ness)의 색채 값을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이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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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준백판(Standard Plate)의 L값은 96.98, a값은 

+0.29, b값은 +1.92로 보정한 후 사용하였다.

4) 텍스처

토마토 분말 첨가 시폰 케이크의 텍스처는 케이

크를 가로, 세로, 높이 3×3×1(cm)로 정사각형의 동

일한 크기로 잘라 texture analyzer(Texture Analyzer, 
TA.XT Express v2.1, London, England)를 사용하여 

경도(hardness), 부착성(adhesive), 탄력성(springiness), 
씹힘성(chewiness), 검성(gumminess), 응집성(cohesive-
ness)과 같은 TPA(texture profile analysis)를 측정하였

다. 결과 값은 stable micro system(Expression, TA.XT 
Express 2.1, London, Englan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고 데이터는 평균값으로 나

타내었다. 시폰 케이크는 복원력이 있는 시료이고 

부수어지는 성질이 없으므로, two bite test를 실시하

는 TPA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조건은 

pre-test speed 1.0 mm/s, test speed 1.0 mm/s, return 
speed 1.0 mm/s, test distance 2.0 mm, trigger force 
5.0 g이다.

5. 관능적 특성

관능검사는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을 전공하

는 대학원생 20명을 관능검사 panel로 선정하여 충

분한 지식과 관능검사의 평가기준 등을 숙지시킨 

후 토마토 분말 첨가 시폰 케이크의 실험목적과 취

지를 설명하여 관능검사에 응하도록 하였다(Larmond 
1997). 실험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정확도, 정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균형 불완전 블록 계획(BIBD: 
Balanced Incomplete Block Design)을 사용하여 랜덤

화(Randomization), 블록화(Blocking)하였다. 20명의 관

능검사 panel이 10가지의 시료 중 4가지의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각 처리는 4번 반복되었고 각 

처리 쌍이 나타나는 블록의 수는 4회였다. 모든 시

료들은 난수표에 의해 4자리의 숫자로 표시되었으

며 관능검사 항목은 색(color), 외관(appearance), 향

(flavor), 텍스처(texture), 단맛(sweetness), 부드러움

(tenderness), 촉촉함(moistness), 전반적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로 7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여 선호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6. 최적화 분석

토마토 분말 첨가 시폰 케이크의 최적화는 Cano-
nical 모형의 수치 최적화(numerical optimization)와 

모형적 최적화(graphical optimization)를 통하여 토마

토 분말, 설탕의 양을 선정하였고, 그때의 지점을 

지점 예측(point prediction)을 통해 최적점으로 선정

하였다. 수치 최적화를 통해 제시된 최적점 중 다음

의 식에 기준하여 적합도(desirability)를 구하고 가장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최적점을 채택하였다. 

  × × ×





















D: overall desirability, d: desirability, n: response의 수

7. 최적군 토마토 시폰 케이크와 대조구의 DPPH 자유 

라디칼 소거능 및 관능적 특성

최적화 제조조건에 의해 제조된 토마토 분말 첨

가 시폰 케이크와 토마토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시폰 케이크의 DPPH 자유 라디칼 소거능과 관능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관능적 특성은 기존 실험 방법

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토마토 분말 첨

가 시폰 케이크의 자유 라디칼 소거능은 Blois(Blois 
1958)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30 g에 

99.8% methanol 300 ml을 가하여 1분간 교반시킨 후 

원심분리기(Combi-514R, Hanil, Inchun, Korea)를 이

용하여 3,000 rpm, 26oC에서 24시간 동안 원심분리

를 실시하였다. 이후 상등액을 Whatman No.2 filter 
paper로 여과한 후 얻은 추출물을 DPPH radical에 대

한 소거능력의 측정시료로 이용하였고 추출물 50 
mg 당 1 ml methanol을 첨가하여 50 mg/ml 농도의 

추출물 용액을 제조하여 시료용액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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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Model R-squared1) F-value Prob＞F2) Polynomial equation3)

Sweetness Linear 0.7873 12.95   0.0044** +3.40+0.59A+0.33B

Moisture content Quadratic 0.7958  3.12 0.1467 +29.98+0.54A－1.09B－1.11AB－1.42A2－0.81B2

1) 0≤R2≤1, close to 1 indicates the regression line fits the model
2) **P＜0.01
3) A: tomato powder, B: sugar

Table 3.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phys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chiffon cake prepared with tomato powder.

Sample 
No.

Tomato 
powder (g) Sugar (g)

Responses

Sweetness
(%/Brix)

Moisture content
(%)

 1  12.5 175 2.70±0.36 26.85±2.37

 2 112.5 175 3.87±0.23 30.28±0.92

 3  12.5 350 3.03±0.23 27.95±1.26

 4 112.5 350 3.97±0.25 26.92±0.62

 5  12.5  262.5 2.70±0.35 27.65±0.38

 6 112.5  262.5 4.13±0.12 28.50±0.29

 7  62.5 175 2.50±0.36 30.83±0.98

 8  62.5 350 4.07±0.31 26.56±0.25

 9  62.5  262.5 3.43±0.31 30.94±0.34

10  62.5  262.5 3.60±0.40 29.99±0.57

Table 2. Sweetness and moisture content of chiffon cake pre-
pared with tomato powder by response surface 
design.

Mean±S.D.

시료용액 50 μl를 DPPH solution(1.5×10－4 mM) 150 
μl와 혼합하여 암소,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하여 반

응시킨 후 517 nm에서 분광광도계(2800 UV/VIS 
Spectrophotometer, UNICO, Dayton, OH, USA)로 흡광

도를 측정하였으며 다음 식에 의하여 항산화성을 

나타내었다.

DPPH 자유 라디칼 소거능(%)=

대조구의흡광도
실험구의흡광도

× 

8. 통계분석

최적화된 배합 비율로 제조한 토마토 분말 첨가 

시폰 케이크와 대조구 케이크의 DPPH 자유 라디칼 

소거능 및 관능적 특성은 SPSS 18.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t-test
를 실시하여 5% 수준에서 각 시료간의 유의성을 검

증하였다.

결 과

1. 이화학적 특성

토마토 분말 첨가 시폰 케이크의 이화학적 특성

은 Table 2와 같다.

1) 당도

토마토 분말 첨가 시폰 케이크의 당도는 토마토 

분말, 설탕이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Linear 
model이 선정되었고 P-value는 0.0044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성을 보였다. 설정된 반응별로 모델링

화하여 F-test로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가 

당도에 미치는 영향은 살펴보기 위한 회귀식은 

Table 3과 같다. Fig. 1은 반응 표면에 대한 결과로 

토마토 분말과 설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당도가 

증가하였다.

2) 수분함량

토마토 분말 첨가 시폰케이크의 수분함량은 토마

토 분말, 설탕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Quadratic model
이 선정되었으나 P-value는 0.1467로 유의성을 보이

지 않았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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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Tomato
powder

(g)

Sugar 
(g)

Responses1)

Color L Color a Color b Hardness Adhesiveness Springiness Chewiness Gumminess Cohesiveness

 1  12.5 175 71.40±3.86  2.64±1.31 38.23±3.00   218±42.71 －0.93±0.60 0.96±0.02 171.89±37.24 177.86±34.40 0.81±0.02

 2 112.5 175 50.53±1.55 19.54±2.47 33.39±3.63 314.87±66.35 －0.90±0.46 0.93±0.01 229.38±45.07 246.74±50.32 0.79±0.02

 3  12.5 350 75.89±1.63  1.08±0.41 33.10±0.80 182.53±20.29   1.03±1.07 1.00±0.01 154.02±13.72 154.76±13.25 0.85±0.02

 4 112.5 350 48.84±1.50 19.53±0.67 32.22±1.41 416.63±118.61 －3.60±0.26 0.94±0.02 288.28±220.19 308.78±118.51 0.74±0.02

 5  12.5 262.5 75.90±0.55  0.47±0.37 34.08±0.55 416.63±118.61 －3.60±0.26 0.94±0.02 288.28±220.19 308.78±118.51 0.74±0.02

 6 112.5 262.5 52.09±1.18 19.50±1.06 34.94±0.52 255.37±8.46   0.47±1.95 0.98±0.03 208.49±30.04 216.47±27.99 0.77±0.01

 7  62.5 175 60.34±0.90 14.34±0.67 38.27±1.45 234.30±8.56 －2.97±1.89 1.00±0.01 184.36±4.33 185.60±4.75 0.79±0.01

 8  62.5 350 58.24±0.69 14.34±1.02 36.81±0.67 290.97±42.12 －1.63±0.80 0.96±0.03 219.97±35.43 229.83±32.01 0.79±0.01

 9  62.5 262.5 62.27±1.90 13.58±0.64 39.32±1.25 246.53±62.07 －4.17±1.39 1.00±0.01 197.74±47.55 199.14±48.44 0.81±0.01

10  62.5 262.5 61.89±1.05 13.25±0.94 38.90±2.04 210.77±2.67 －2.00±1.82 0.96±0.03 158.85±6.94 165.66±4.25 0.78±0.02
1) L (white +100 ↔ 0 black), a (red +60 ↔ －60 green), b (yellow +60 ↔ －60 blue) 

Table 4. Color values and textural characteristics of chiffon cake prepared with tomato powder at various conditions by response 
surface design.

Mean±S.D.

Figure 1.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toma-
to powder (A) and 
sugar (B) on sweet-
ness of chiffon cake 
prepared with tomato 
powder.

3) 색도

토마토분말 첨가 시폰 케이크의 색도(L, a, b) 측
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토마토 분말과 설탕이 

색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회귀식은 Table 5에 

제시하였다. 명도, 적색도, 황색도는 모두 Quadratic 
model이 선정되었고, 명도와 적색도는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성을 보였고 황색도는 유의수준 0.05
에서 유의성을 나타냈다. Fig. 2는 perturbation plot과 

반응표면에 대한 결과로 명도는 토마토 분말이 증

가할수록 감소하였고 적색도는 토마토 분말이 증가

할수록 증가하였다. 황색도는 토마토 분말이 증가할

수록 증가하다가 일정량 이상이 되면 감소하였다.

4) 텍스처

토마토분말 첨가 시폰 케이크의 텍스처 측정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경도(hardness)는 linear model이 

선정되었으며(Table 5), P-value는 0.0429로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Fig. 2는 경도에 대한 반응표면 결

과로 토마토 분말과 설탕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시

폰 케이크의 경도가 증가하였다.
응집성(cohesiveness)은 2FI model이 선정되었으며

(Table 5), P-value는 0.0023으로 유의성을 보였다. 토
마토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응집성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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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to-
mato powder (A) and 
sugar (B) on color (L, 
a, b) and texture 
(hardness, cohesive-
ness) of chiffon cake 
prepared with toma-
to powder.

Response1) Model R-squared2) F-value Prob＞F3) Polynomial equation4)

Color L Quadratic 0.9952 166.00    0.0001*** +61.95－11.96A+0.12B－1.55AB+2.17A2－2.52B2

Color a Quadratic 0.9973 290.51    0.0001*** +13.62+9.42A－0.62B+0.93AB－3.86A2+0.50B2

Color b Quadratic 0.8971   6.97  0.0417* +38.73－0.81A－1.29B+0.99AB－3.86A2－0.82B2

Hardness Linear 0.5933   5.10  0.0429* +265.10+59.20A+20.37B

Adhesiveness Quadratic 0.8448   3.22 0.1842 －2.98－1.44A+0.098B－1.17AB+1.34A2+0.59B2

Springiness Linear 0.4201   2.54 0.1485 +0.96－0.018A－1.667B

Chewiness Linear 0.4789   3.22 0.1022 +202.71+31.02A+12.77B

Gumminess Linear 0.5014   3.52 0.0875 +210.42+36.67A+13.86

Cohesiveness 2FI 0.8972  17.46   0.0023** +0.08－0.038A+0.000B－0.020AB
1) L (white +100 ↔ 0 black), a (red +60 ↔ －60 green), b (yellow +60 ↔ －60 blue) 
2) 0≤R2≤1, close to 1 indicates the regression line fits the model
3) *P＜0.05, **P＜0.01, ***P＜0.001
4) A: tomato powder, B: sugar

Table 5.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chiffon cake prepared with tomato powder.

2. 관능적 특성

토마토 분말 첨가 시폰 케이크에 대해 7첨 적도

로 관능적 특성을 평가한 결과 관능 평점은 색 2.30

∼5.20, 외관 2.90∼4.95, 향 2.85∼5.00, 텍스처 3.2∼
4.80, 단맛 3.00∼4.80, 부드러움 3.35∼4.90, 촉촉함 

3.60∼5.20, 전반적인 기호도 2.75∼5.25 사이의 범위

를 나타내었다. 독립변수가 관능적 특성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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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tinued.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식은 Table 6과 같다. 
관능평가 결과 텍스처와 부드러움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성을 보였다. 색, 외관, 향, 촉촉함, 전
반적인 기호도는 토마토 분말과 설탕이 상호작용하

는 Quadratic model이 선정되었으며 유의수준 0.05에
서 유의성을 보였다. 단맛은 토마토 분말과 설탕이 

상호작용하는 Quadratic model이 선정되었으며 유의

수준 0.01에서 유의성을 보였다. 관능적 특성에 대한 

반응 표면 결과 색, 외관, 향, 단맛, 촉촉함, 전반적

인 기호도에서 토마토 분말과 설탕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증가하다가 일정량 이상이 되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Fig. 3).

3. 토마토 분말 첨가 시폰 케이크의 관능적 품질의 최적화

최적화는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낸 관능검사 항목

인 색(color), 외관(appearance), 풍미(flavor), 당도

(sweetness), 촉촉함(moistness), 전반적인 기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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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Model R-squared1) F-value Prob＞F2) Polynomial equation3)

Color Quadratic 0.9498 15.15 0.0105* +5.89-0.067A+0.27B-0.22AB-2.69A2-0.64B2

Appearance Quadratic 0.9281 10.32 0.0210* +5.44+0.017A+0.48B-0.46AB-1.87A2-0.70B2

Flavor Quadratic 0.9083  7.92 0.0335* +5.57-0.16A+0.27B-0.050AB-1.99A2-0.59B2

Texture Quadratic 0.8827  6.02 0.0533 +4.67-0.34A+0.075B-0.26AB-0.52A2-0.42B2

Sweetness Quadratic 0.9720 27.80 0.0033** +4.86-0.37A+0.29B+0.025AB-0.73A2-0.50B2

Tenderness Quadratic 0.8640  5.08 0.0702 +4.16-0.11A+0.27B-0.038AB-0.60A2-0.33B2

Moistness Quadratic 0.9178  8.93 0.0272* +4.93+0.18A+0.33B-0.075AB-0.76A2-0.56B2

Overall quality Quadratic 0.9251  9.88 0.0227* +5.10-0.47A+0.17B-0.087AB-1.46A2-0.54B2

1) 0≤R2≤1, close to 1 indicates the regression line fits the model
2) *P＜0.05, **P＜0.01 
3) A: tomato powder, B: sugar

Table 6.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sensory test of chiffon cake prepared with tomato powder.

Figure 3.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to-
mato powder (A) and 
sugar (B) on sensory 
characteristics of chif-
fon cake prepared 
with tomato powder.

(overall acceptability)를 maximum으로 설정하여 can-
onical 모형의 수치 최적화(numerical optimization)를 

예측하였으며, 지점 예측(point prediction)을 통해 최

고의 desirability를 나타낸 최적점을 선택하여 도출하

였다. 예측된 최적값은 토마토 분말(A) 59.27 g, 설

탕(B) 285.66 g으로 나타났다(Fig. 4).

4. 최적군 토마토 시폰 케이크와 대조구의 DPPH 자유 

라디칼 소거능 및 관능적 특성

토마토 분말 59.27 g, 설탕 285.66 g으로 제조한 

최적화된 토마토 분말 첨가 시폰 케이크(이하 최적

구)와 토마토 분말을 첨가하지 않고 다른 재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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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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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ontrol sample1) Optimized sample2) t-value3)

Color 3.85±0.28 5.90±0.27 －5.231***

Appearance 3.70±0.32 5.40±0.27 －3.989***

Flavor 3.75±0.31 5.40±0.25 －4.067***

Texture 3.65±0.24 4.75±0.26 －3.023***

Sweetness 2.15±0.29 5.50±0.28 －8.324***

Tenderness 2.65±0.30 5.20±0.25 －6.326***

Moistness 3.40±0.30 6.15±0.18 －7.960***

Overall quality 3.50±0.26 5.65±0.25 －5.954***
1) Chiffon cake addition without tomato powder
2) Chiffon cake addition with tomato powder
3) ***P＜0.001

Table 7. Sensory preference of control sample and optimized 
sample of chiffon cake prepared with tomato powder.

Mean±S.D.

Figure 4. Overlay plot for the effect of tomato powder (A) 
and sugar (B) on desirability of chiffon cake 
prepared with tomato powder.

제조공정조건을 동일하게 제조한 토마토 분말 무첨

가 시폰 케이크(이하 대조구)의 DPPH 자유 라디칼 

소거능과 관능적 특성의 차이를 유의성 5% 수준에

서 살펴보았다.
대조구와 최적구의 DPPH 자유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대조구는 57.50±3.30, 최적구는 93.06± 
0.37로 최적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1% 이내 범위에

서 두 시료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조구와 최적구의 관능적 특성을 평가한 결과

(Table 7), 관능적 특성은 8개 항목(P＜0.001)에서 모

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토마토 분말이 첨가된 

최적구에서 8개의 항목 모두 전체적으로 중상위 정

도의 점수를 보였으며, 대조구에 비해 첨가구가 모

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고 찰

토마토 분말 첨가 시폰 케이크의 당도는 토마토 

분말과 설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당도가 증가하

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Yoon 등(2001)의 연구에서 

보여진 토마토 분말 첨가에 의해 당도가 증가하였

다는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토마토 분말의 당도 측정 결과 7.76%로 나타났으며 

이는 토마토 분말 첨가 시폰 케이크의 당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마토 분말 첨가 시폰케이크의 수분함량은 토마

토 분말이 증가할수록 수분 함량은 증가하는 결과

를 보였으나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토마토 분말 첨가 시폰 케이크의 명도는 토마토 

분말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이는 Eyilera & 
Oztan(2011)의 연구와 같은 경향을 보이며, 토마토분

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 값이 감소하는 결

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첨가물인 토마토 분말

의 명도가 낮아 그 자체의 색에 따라 첨가물의 양

이 증가할수록 케이크의 명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적색도는 토마토 분말이 증가할수록 급격

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Garcia 등(2009)의 연구와 같

은 견해를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토마토 분말의 붉

은 색을 나타내는 라이코펜의 영향으로 여겨진다. 
황색도는 토마토 분말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다가 일

정량 이상이 되면 감소하였다. 황색도는 적색도와 

마찬가지로 Garcia 등(2009)의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

을 보였다.
토마토 분말 첨가 시폰 케이크의 경도(hardness)는 

토마토 분말과 설탕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케이크의 

경도가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Picha(1987)의 연구에

서는 토마토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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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다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

한 결과로 토마토 분말은 일정 수준까지는 경도를 

증가시키지만 그 이상의 첨가량에서는 경도를 감소

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응집성(cohesiveness)은 토

마토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응집성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관능평가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케이크의 

색, 외관, 향, 촉촉함, 전반적인 기호도가 토마토 분

말과 설탕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증가하다가 일정

량 이상이 되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토

마토 분말의 첨가가 케이크의 맛과, 향, 식감을 향

상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대조구와 최적구의 DPPH 자유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대조구의 경우 57.50±3.30, 최적구의 

경우 93.06±0.37로 더 높게 나타나 유의수준 0.01에
서 두 시료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토마토 분말이 뛰어난 DPPH 자유 라디칼 

소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토마토 분

말의 높은 항산화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조구와 최적구의 관능적 특성을 측정한 결과 모

든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대조구에 비

해 최적구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토마토 분말은 

시폰 케이크의 색, 외관, 향, 텍스처, 단맛, 부드러움, 
촉촉함, 전반적인 기호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전체

적인 품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뛰어난 생리활성 기능을 함유하는 토

마토를 분말상태로 시폰 케이크에 적용하여 건강 

지향적 시폰 케이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토마토 

분말과 설탕 함량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최대 

최소 범위는 예비 실험을 통해 토마토 분말 12.5∼
112.5 g, 설탕 175∼350 g으로 하여 토마토 분말 첨

가 시폰 케이크를 제조하고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

한 산출된 최적조건으로 제조한 최적화된 토마토 

분말 첨가 시폰 케이크와 토마토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 각각의 DPPH 자유 라디칼 소거능과 

관능적 특성의 분석을 통해 기능성 시폰 케이크로

서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하였다.
1. 실험결과를 모델링하여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당

도, 명도, 적색도, 황색도는 토마토 분말과 설탕 함

량에 따라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명도와 적

색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토마토 분말

이었다. 텍스처 측정 결과, 경도와 응집성에서 유

의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토마토 분말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경도는 증가하고 응집성은 감소하였다.
2. 관능적인 특성에서는 텍스처와 부드러움을 제외

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성을 보였다. 색, 외관, 향, 
단맛, 촉촉함, 전반적인 기호도는 토마토 분말과 

설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증가하다

가 일정량 이상이 되면 감소하였으며 관능평가의 

모든 범위를 충족시키는 최적 배합비율은 토마토 

분말 59.27 g, 설탕 285.66 g으로 산출되었다. 
3. 토마토 분말 첨가 최적구에서 높은 DPPH 자유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으며 대조구와 최적구의 관

능적 특성을 측정한 결과 8개 항목에서 모두 유

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대조구에 비해 최적구

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토마

토 분말은 시폰 케이크의 색, 외관, 향, 텍스처, 
단맛, 부드러움, 촉촉함, 전반적인 기호도에는 영

향을 미치지만 전체적인 시폰 케이크의 품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우수한 생리활성기능을 가지는 토

마토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시폰 케이크는 기호

도 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

며, 높은 항산화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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