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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velop garlic paste cookies with a high antioxidant activity and to evaluate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garlic paste and garlic paste cookies. The moisture, pH and total solids content of the garlic paste were
89.56%, 5.77, 12.86%, respectively.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garlic paste
were 26.87 mg/g and 7.54%, respectively. The cookies were made with the addition of six different weight levels of garlic
paste viz. 0 g, 5 g, 10 g, 15 g, 20 g, and 25 g. The pH of the cookie dough decreased significantly at all levels of garlic
paste greater than the control. The highest dough density was 1.93 g/mL, which occurred in the cookie dough with 25 g of
paste. An evaluation of the color parameter showed that the a and b values of the control were lower than that of the cookies
to which the garlic paste had been added. The L value of the cookies with the addition of garlic paste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The spread factor, leavening rate and loss rate index decreased with increasing weight levels of garlic paste.
Among the texture characteristics, hardness and fracturability decreased according to the level of garlic paste addition.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creased with increase in addition of garlic paste. The sensory
evaluation showed that flavor, taste, and overall acceptability were the highest for the cookies with the addition of 25 g
(p<0.01) of garlic paste. However, color, texture, and brittlenes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compared to the control.
Thus, as per these results, the cookies made with the addition of 25 g garlic paste were seemed to have the best quality.
Key words: garlic, paste, cookie, antioxidant

서 론
마늘(Allium sativum L.)은 백합과(Lilliaceae) 파속(Allium)
으로 원산지는 중앙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으로 알려져 있으
며 국내에서는 서산이나 의성, 단양, 무안, 남해, 고흥 등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는 작물이다(Kang JR 등 2014). 마늘은 우
리나라에서 4대 채소(고추, 마늘, 배추, 무) 중의 하나로 한국
의 식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양념채소로써 농촌진흥
청의 마늘재배 농업기술길잡이에 따르면 세계 1인당 마늘
소비량이 3.3 kg 정도인데 비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7
∼8 kg를 소비하고 있으며(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2018; Kim KH 등 2020), 생리 기능성 성분이 다양하
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계적으로 양념, 조미료,
†Corresp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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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Hwang CR 등 2013).
마늘의 주요 성분인 alliin은 황(S)을 함유한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allinase의 작용에 의해 분해되어 마늘 특유의 자극
성 신미성분인 allicin을 생성하게 되고(Stoll A & Seebeck E
2006; Kim JM 등 2010), 이때 생성된 allicin 등의 thiosulfinates 화합물이 항균작용, 노화방지, 항산화, 항암, 항혈전과
콜레스테롤의 저하 작용 등의 약리적 효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YP 등 2006; Hwang CR 등 2013). 마늘은
특유의 맛과 향기 성분이 있고 각종 생리적 활성을 지니고
있어 생마늘이나 다진마늘의 형태로 조리시 이용뿐만 아니
라 최근 마늘 가공품도 다양해지고 있어 구운마늘, 진액형태,
흑마늘, 조미료용의 건조마늘 등의 형태로 향신료 및 약용으
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Kim JM 등 2010). 이러한 마늘을 식
품에 첨가하거나 가공할 때는 그 특유의 맛과 향을 적절하게
매운맛과 냄새는 감소시키고 단맛을 증대시키면서 마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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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소비자가 만족하는 정도의 풍미
를 지닌 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 개발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Kim JM 등 2010; Choi HJ 등 2017). 마늘의 가
공방법에 관한 선행연구로 Kim YD 등(2005)은 마늘을 다양
한 열처리를 가한 후 마늘의 성분함량을 분석하였고, Lee SH
등(2016)의 조리방법에 따른 SAC함량 변화에 대한 연구, Jo
HL & Surh JH(2016)의 열처리 방법이 다른 마늘의 항산화
적 특성과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식품으로 이용하
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는 마늘 장아찌 숙성 중 텍스쳐 특
성의 변화(Joung AR & Koh MS 1993), 마늘 첨가가 사과쨈
의 품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Kim KS & Paik SH 1998), 생마
늘 및 증숙마늘 분말 첨가 쿠키의 품질 특성(Lee SJ 등
2007), 마늘약과의 개발에 관한 연구(Mun SI 2003) 및 마늘
설기의 재료 배합비에 따른 관능적 텍스쳐 특성(Lee HG 등
2005) 등이 있다.
현대인의 식생활 패턴이 변화되면서 제과, 제빵 분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소비층인 20∼30대에서는 주 2∼3회 디저트 전문점
을 방문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베이커리 시장의 수요 증가만
큼 건강한 디저트 메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천연소재를 이용한 연구도
활발한 상황이다(Korean Food Service Industry Management
Institute 2016; Choi JH 2021). 제과류 중 쿠키는 수분함량이
낮아 미생물적인 변패가 적으며 이에 제조가 쉽고 폭넓은 연
령층의 기호도가 높아서 수요와 인기가 많은 제품 중의 하나
이다(Choi HY 등 2009). 그러나 일반적으로 쿠키는 당과 지
방 함량이 높아 열량이 높아지므로 질병유발과 성인병 및 비
만 등의 이유로 당과 지방의 함유량이 비교적 높은 쿠키의
소비량이 최근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Choi HY 2009; Choi
YJ & Kim HY 2021). 건강 지향적인 소비생활 패턴에 따라
생리적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한 쿠키의 개발
은 소비자의 니즈에 따른 제품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Park HY & Ryu HK 2013).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마늘의 이용률
을 높이고자 마늘 페이스트 제조를 통해 마늘 특유의 향과
맛을 장점으로 하는 쿠키 개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페이스트 첨가 쿠키의 제조방법을 응용 및 보완하
여 마늘의 기능성과 풍미를 최대화하기 위해 마늘 페이스트
첨가 시 달걀의 양을 조절하여 쿠키의 물성을 유지하도록 제
조하였고, 제조한 쿠키는 마늘 페이스트의 첨가량을 달리하
여 품질특성 및 항산화 평가를 통해 품질지표를 제시하고 마
늘 페이스트 쿠키의 상품 가능성을 평가하여 우수한 관능적
특성을 갖는 최적의 첨가량을 결정하였다.

1.

실험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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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마늘은 2018년 의성 생마늘(Uiseong, Korea)을 죽전 하나
로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페이스트 제조를 위하여
야채 다지기(HR-1393, Philips, China)로 분쇄하여 페이스트
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박력분(Qone, Samyang corporation,
Korea), 버터(Anchor, New Zealand), 슈가파우더(Samyang
corporation, Korea), 달걀(Moguchon, Korea)은 죽전 하나로
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시료의 제조
1) 마늘 페이스트의 제조
2.

마늘 페이스트 제조 시 마늘을 탈피하여 흐르는 물에 세
척한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준비된 마늘을
1회 50 g 씩 사용하여 필립스 야채 다지기를 이용하였고 10
초 동안 분쇄하여 입자의 형태를 일정하게 완성하였다.
2)

마늘 페이스트를 첨가한 쿠키의 제조

3.

마늘 페이스트의 이화학적 특성

마늘 페이스트를 첨가한 쿠키는 마늘즙을 베이커스 퍼센
트 대비 첨가한 쿠키의 품질 특성 연구(Shin JH 등 2007)의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변형한 후 제조하였으며 기본 배합비
와 만드는 방법은 Table 1과 같다. 예비 실험결과 마늘 페이
스트의 함량이 밀가루 250 g 대비 25 g보다 많아질 경우 수
분으로 인해 쿠키 반죽이 묽어져 성형할 수 없는 상태가 되
어 최대값을 달걀과 동량으로 결정하였다. 마늘 페이스트를
첨가하지 않고 제조한 쿠키를 대조군으로 하였으며, 마늘 페
이스트를 5, 10, 15, 20, 25 g 씩 첨가하여 제조한 쿠키를 실
험군으로 하였다. 제조방법으로는 먼저 버터를 믹서기
(Kitchen aid, K5SS, USA)에 넣고 30초간 믹싱한 후 슈가파
우더를 첨가하여 1분간 1단으로 믹싱한다. 달걀은 3번에 나
누어 2단으로 2분씩 믹싱한 후 5, 10, 15, 20, 25 g의 마늘 페
이스트를 밀가루와 넣고 1분간 1단으로 믹싱하여 반죽을 완
성하였다. 완성된 반죽을 30 × 28 cm로 제작된 쿠키틀에 60
g씩 넓게 편 다음 지름 6 cm의 원형커터로 찍어내었다. 18
0℃로 예열된 convection oven에서 14분간 구워 실온에서 1
시간 방냉하여 사용하였다.
마늘 페이스트의 수분함량은 AOAC 상압가열건조법(AOAC
에 따라 시료 2 g을 취해 측정하였고 pH 측정은 시료
2 g을 취하여 증류수 18 mL를 가한 뒤 여과지(Whatman
No.2)로 여과하여 pH meter(TOA HM-7E, TOA Electroci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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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s for cookie with various amounts of garlic paste
Samples1)
Ingredients (g)
CON

1)

GPC1

GPC2

GPC3

GPC4

GPC5

Garlic paste

0

5

10

15

20

25

Egg

50

45

40

35

30

25

Flour

250

250

250

250

250

250

Powdered sugar

90

90

90

90

90

90

Butter

125

125

125

125

125

125

Total

515

515

515

515

515

515

CON : Garlic paste 0% added compared to the egg.
GPC1 : Garlic paste 10% added compared to the egg.
GPC2 : Garlic paste 20% added compared to the egg.
GPC3 : Garlic paste 30% added compared to the egg.
GPC4 : Garlic paste 40% added compared to the egg.
GPC5 : Garlic paste 50% added compared to the egg.

를 사용하였고, 색도는 색차계(CR-200b, Minolta
Co., Japan)를 사용하였으며, 가용성 고형분 측정은 시료 2 g
을 취하여 증류수 18 mL를 가한 뒤 여과하여 그 여과액을
디지털당도계(Model PR-101, Nippon-optical Works Co.,
Japan)를 사용하였다. Polyphenol 함량은 Dewanto V 등
(2002)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고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Blois MS(1958)의 방법에 준하여 실험하였다.
Ltd, Japan)

4.
1)

마늘 페이스트 첨가량에 따른 쿠키의 품질 특성

(%)

=

Width of a cookies (mm)
Height of cookies (mm)

퍼짐성, 팽창률 및 굽기 손실률

쿠키의 퍼짐성 지수(spread factor)는 쿠키의 직경을 측경
기(Mitutoyo. CD-20CPX, Japan)를 이용하여 쿠키 4개의 다
른 곳을 측정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고, 두께는 쿠키 6개를
수직으로 쌓은 후 높이를 측정하여 AACC Method 10-50
(AACC 2000)의 방법에 따라 3회 반복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쿠키의 팽창률과 손실률은 각각 쿠키의 굽기 전과 구운 후,
대조군 및 마늘 페이스트를 첨가한 실험군의 중량을 측정하
여 다음의 계산식과 같이 차이에 대한 비율로 산출하였다.

× 100

The difference in weight of the
sample cookies before and after
Leavening
rate (%)

=

baking (g)
The difference in weight of the

× 100

control cookie before and after
baking (g)

반죽의 pH 및 밀도

마늘 페이스트를 농도별로 첨가한 쿠키 반죽의 pH 측정은
반죽 5 g 을 취하여 증류수 45 mL를 넣고 균질화 하여 여과
지로(Whatman No. 2) 여과한 후 상기의 pH meter로 측정한
다. 밀도 측정은 50 mL용 메스실린더에 증류수 40 mL를 넣
고 정평한 반죽 5 g 을 취했을 때 늘어난 물의 부피와 반죽
양의 비(g/mL)로부터 산출하였다.
2)

Spread factor

The difference in weight of the
sample cookies before and after
Loss rate
(%)

=

baking (g)
The weight of one dough before

× 100

baking (g)

3)

수분함량, pH, 색도

수분함량은 AOAC 상압가열건조법(AOAC 1995)에 따라
측정하였다. 시료 2 g을 전자저울로 칭량하여 105℃에서 24
시간 동안 열풍 건조기(DI-0560 Drying oven)로 건조한 뒤
방냉하여 항량이 구해질 때까지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pH
측정은 시료 10 g에 증류수 90 mL를 가하여 희석한 뒤 여과
지로(Whatman No.2) 여과하여 pH meter(TOA HM-7E, TOA
Electrocin Ltd, Japan)를 사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
값으로 나타내었다. 색도는 색차계(CR-200b, Minolta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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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밝기를 나타내는 명도(lightness) L값과 적색도
의 a값, 황색도(yellowness)의 b값으로 나타내었으
며 표준백판의 값은 L=94.50, a=0.3032, b=0.3193으로 설정
하였다. 모든 시료는 5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나타
내었다.

였다. 6가지의 시료는 난수표에 제시하였고, 전반적인 기호
도 평가는 눈으로 먼저 보고 코로 향을 맡게 한 후 입으로
맛을 느낀 다음 실시하였다. 각각의 시료를 평가하기 위해
생수로 입안을 헹궈 참여하도록 하였다.

Japan)

(redness)

통계처리

6.

실험결과는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8.0 for Window, USA) Program을 활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실험은 3회 반복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p<0.05 수준에서 Duncan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4) Texture

조직감은 Texture Analyser(Compac-100, Sun Scientific Co.,
로 측정하였으며, 경도(hardness)와 부서짐성(fracturability)을 측정하였다. 기기조건은 table speed 60 mm/min, 진
입 깊이 60%, 최대응력 10 kg로 설정하여 5회 반복하여 평
균값을 사용하였다.
Japan)

5)

결과 및 고찰

총 폴리페놀 함량과 DPPH Radical 소거활성

함량은 Dewanto V 등(2002)의 방법에 따라 분
석하였다. 시료 0.1 mL에 2% 탄산나트륨(sodium carbonate)
2 mL와 50% Folin-Ciocalteu reagent 0.1 mL를 차례로 혼합
한 후 7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표준 곡선은 gallic
acid(Sigma-Aldrich Co., USA)를 사용하여 값을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Blois MS(1958)의 방법에 의하여
실험하였다. 시료 0.2 mL와 0.4 mM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용액 0.8 mL를 취한 후, 혼합하여 10분간 암
소에서 방치한 다음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아
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항산화능을 구하였다.
Polyphenol

1.

마늘 페이스트의 이화학적 특성

2.

마늘 페이스트 첨가량에 따른 쿠키의 품질 특성

1)

마늘 페이스트 첨가 반죽의 pH 및 밀도

본 실험에 사용된 마늘 페이스트의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
한 결과 Table 2와 같았다. 마늘 페이스트의 수분함량은
89.56%, pH는 5.77로 약산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가용성 고형분은 12.86 Brix%로 나타났다. 색도를 측정한
결과 밝기를 나타내는 L값은 55.34,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
은 1.15,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12.57로 나타났다. 마늘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26.87 mg/g이었으며, DPPH radical 소거
활성은 0.01%일 때 7.54%로 나타났다. 마늘 페이스트의 수
분함량과 pH는 쿠키의 반죽과 쿠키의 상품성, 텍스처 등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며, 마늘 페이스트의 색도 또한 b값
에 영향을 미쳐 쿠키의 색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산화성분에 있어서 마늘 페이스트의 polyphenol 및 DPPH
radical 함량 모두 높은 결과 값을 보이고 있어 쿠키의 항산
화성에 있어서도 우수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공여능(%) =
100—[(O.D. of sample/O.D. of control) × 1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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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페이스트 쿠키의 기호도 검사

마늘 페이스트 첨가 쿠키의 기호도 조사는 베이커리 제품
구매 고객 일반인 40명(남성 17명, 여성 23명, 20대 22.5%,
30대 55%, 40대 이상 22.5%)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가 척도
는 9 point hedonic scale을 이용하여 색상(color), 향(aroma),
맛(taste), 질감(texture), 부서짐(brittleness), 전반적인 기호도
(overall acceptance)를 극도로 싫어한다(extremely dislike), 극
도로 좋아한다(extremely like)까지의 점수에 평가하도록 하

마늘 페이스트를 첨가한 쿠키 반죽의 pH와 밀도 측정 결
과 Table 3과 같다. pH의 경우 마늘 페이스트를 첨가하지 않
은 control은 6.47로 나타났으며 마늘 페이스트를 함유한 반

Table 2.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garlic paste

Samples

Moisture
content

Garlic paste 89.56±0.051)
1)

Mean±S.D.

Hunter’s color value
pH

Brix (%)
L

5.77±0.01

12.86±0.09 55.34±1.041)

a

b

1.15±0.17

12.57±0.33

Total polyphenol
DPPH radical
content
scavenging activity
(GAE mg/g)
(%, 0.01%)
26.87±1.24

7.54±0.69

최미현․김지영․유승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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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 and density of cookies dough with garlic
paste
Samples1)

2)
3)

4)
5)

Density (g/mL)
2)a3)

Control

6.47±0.06

GPC1

6.33±0.06b

1.80±0.10

GPC2

c

6.13±0.06

1.83±0.15

GPC3

6.17±0.06c

1.87±0.06

GPC4

d

5.93±0.06

1.87±0.15

GPC5

5.80±0.00e

1.93±0.06

F-value
1)

pH

1.73±0.06

***4)

1.250NS5)

65.480

Refer to the legend in Table 1.
Mean±S.D.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p<0.05, ** p<0.01, *** p<0.001.
NS
: Not significant.

죽의 경우 5.80∼6.33의 범위를 나타내며 마늘 페이스트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pH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유의적인 차
이가 있었다(p<0.001). 마늘 페이스트의 pH가 5.77이었으므
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가 영향을 받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다진 마늘을 첨가한 Kim HY 등
(2002)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마늘 페이스트 쿠키 반죽의 밀도를 측정한 결과 control의
경우 1.73 g/mL로 나타났으며 마늘 페이스트 5 g을 첨가한
쿠키 반죽의 경우 1.80 g/mL로 다소 높아졌으며 마늘 페이스
트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밀도는 높아져 25 g을 첨가한 반죽

東아시아 食生活學會誌

의 경우 1.93 g/mL로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밀도는 반죽의 팽창정도를 나타내며 쿠키의 상품
성에 있어서 향과 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평가 지
표이다(Cho HS 등 2006). 밀도가 낮을 경우 쿠키가 딱딱하
여 기호도가 감소하고 밀도가 높으면 쿠키가 쉽게 부셔져 상
품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 이는 밀가루의 종류와 흡수율, 베
이킹 온도와 시간, 유지의 종류나 반죽의 혼합 방법 등 다양
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Koh WB & Noh WS 1997). 마늘즙
을 첨가한 쿠키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반죽의 밀도는 무첨가
군에서 1.12 g/mL로 나타났으며, 첨가군에서는 1.09∼1.23
g/mL의 값을 나타내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아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Shin JH 등 2007).
2)

마늘 페이스트 쿠키의 수분함량 및 색도

마늘 페이스트를 0, 5, 10, 15, 20, 25 g씩 첨가한 쿠키를
제조한 후 수분함량 및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마늘 페이스트 쿠키 수분함량의 경우 페이스트를 함유하
지 않은 control이 8.01%로 나타났으며 마늘 페이스트를 5 g
첨가한 GPC1은 7.93%로 다소 낮아졌으며 마늘 페이스트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은 낮아져 25 g을 첨가한
GPC5는 7.25%로 나타나 시료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
다(p<0.001). 반면 Kim JM 등(2010)의 선행연구에서는 마늘
페이스트를 첨가해 쿠키를 제조하였고 마늘 페이스트 첨가
량이 많아질수록 수분함량이 증가하여 본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선행 연구의 경우 마늘 페이스트의 함량을
베이커스 퍼센트 대비 10%, 20%, 30%, 35%를 첨가하였으며
마늘 페이스트의 함량 증가에 따라 설탕의 함유량을 줄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물성유지를 위하

Table 4. Moisture and color’ values of cookies with garlic paste
Samples1)

Hunter’s color value
Moisture content (%)
Lightness (L)

2)
3)
4)

a

Control

8.01±0.02

82.14±0.78

GPC1

7.93±0.08a

80.98±0.42ab

GPC2

7.74±0.18b

80.82±1.55ab

GPC3

7.63±0.08b

79.81±1.52b

GPC4

7.32±0.03c

79.13±0.30b

GPC5

7.25±0.11c

79.06±0.56b

F-value
1)

2)a3)

29.464***4)

4.418*

Redness (a)

—3.32±0.09
—2.63±0.27
—2.25±0.29
—2.22±0.04
—1.70±0.97
—1.65±0.29
5.855**

Yellowness (b)

c

29.75±0.34c

bc

30.42±0.62bc

ab

31.07±1.49bc

ab

31.64±0.94ab

a

33.19±0.15a

a

33.23±0.86a
8.472**

Refer to the legend in Table 1.
Mean±S.D.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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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마늘 페이스트의 함량을 증가시키면서 계란의 함량을 줄
였기 때문에 반대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Yoo SS &
Jeong HC(2011)에 따르면 첨가되는 유지의 종류에 따라 반
죽에 유동성이 생겨 퍼짐현상이 일어나 수분함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베이킹 온도(Hwang ES & Moon
SJ 2022)와 베이킹 시간(Hwang ES & Lee SA 2021)에 따라
서도 차이가 나며 쿠키의 수분함량은 저장기간과 텍스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마늘 페이스트를 첨가해서 제조한 쿠키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 색의 밝기를 나타내는 L값은 마늘 페이스트 첨가량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p<0.05), 적색도를 나타내
는 a값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이었고(p<0.01) 황색도를 나타내
는 b값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었다(p<0.01). 이는 마늘 페이스
트를 첨가한 쿠키의 연구(Kim JM 등 2010)와 마늘즙을 첨가
한 쿠키(Shin JH 등 2007)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쿠키의 L값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
한 결과는 쿠키의 베이킹 조건시 가열시간과 온도의 차이 및
마늘에 함유되어 있는 당 함량의 차이로 판단된다(Hwang
ES & Lee SA 2021; Hwang ES & Moon SJ 2022). 쿠키의
색도는 베이킹 온도와 시간에 따른 당에 의한 비효소적
Maillard 반응과 Caramelization 반응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첨가된 부재료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Kim
HY 등 2002).
3)

마늘 페이스트 쿠키의 퍼짐성, 팽창률 및 굽기 손실률

마늘 페이스트의 첨가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마늘 페이
스트 쿠키의 퍼짐성, 팽창률 및 굽기 손실률을 측정한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쿠키의 퍼짐성은 15.93∼17.47%로 나타
났으며 마늘 페이스트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이 유
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01). 쿠키의 퍼짐성은 굽는 과정
에서 반죽의 직경이 증가하고 두께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
며 이는 반죽의 수분함량, 재료 배합비, 설탕과 밀가루의 종
류 등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Koh WB & Noh WS
1997),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반죽의 팽창이 시작되며 반죽
내 단백질이 글루텐의 유리 전이로 지속적 상태가 되어 반
죽의 유동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된다(Kim GS & Park GS
2008). 또한 반죽에 함유된 수분의 함유량이 높을 경우 베이
킹 과정 중 오븐 온도의 영향으로 수분 증발이 이루어져 퍼
짐성이 감소된다고 보고되어 있다(Miller RA 등 1997). 마늘
즙 쿠키(Shin JH 등 2007)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마늘 즙의
함유량을 높일수록 쿠키의 퍼짐성이 낮아져 본 연구와 일치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조된 마늘 페이스트 쿠
키는 다른 분말 쿠키에 비해 주재료 자체가 높은 수분함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늘에 함유된 수분의 영향으로 반죽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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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pread factor, leavening rate and loss rate of
cookies prepared with garlic paste

1)
2)
3)

4)

Samples1)

Spread factor
(%)

Leavening rate
(%)

Control

17.47±0.20a

100.00±0.00a

GPC1

17.44±0.19a

66.25±3.19b

4.40±0.58b

GPC2

16.99±0.19b

39.00±2.76c

2.41±0.47c

GPC3

16.88±0.31b

34.82±1.18d

2.14±0.70c

GPC4

16.36±0.00c

32.87±2.43d

1.87±0.79c

GPC5

15.93±0.17d

25.54±1.57e

1.66±0.43c

F-value

27.194***

872.706***

52.257***4)

Loss rate (%)
6.36±0.342)a3)

Refer to the legend in Table 1.
Mean±S.D.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p<0.001.

수분량이 증가되어 굽기 과정 중에서 퍼짐성이 작아진 것으
로 판단된다.
쿠키의 팽창률은 마늘 페이스트 함량이 증가할수록 낮아
지는 경향이었으며 특히 마늘 페이스트 5 g을 첨가한 GPC1
은 66.25%로 나타났으나 마늘 페이스트 25 g을 첨가한 GPC5
는 25.54%로 약 3배 이상 감소함을 확인하였다(p<0.001).
Lim JM 등(2013)의 보고에 따르면 황기 주박으로 쿠키를 만
든 결과 팽창률이 주박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반대의 결과를 보였으나 이는 부재료인 주
박 분말의 수분함량(4.11%)이 밀가루의 수분함량(10.05%)보
다 낮아 쿠키의 품질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여 첨가된 재
료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쿠키의 굽기 손실률은 마늘 페이스트를 첨가하지 않은
control이 6.36%로 나타났으며 마늘 페이스트 함량이 높아질
수록 손실률이 낮아져 마늘 페이스트 25 g을 첨가한 쿠키의
경우 1.66%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굽기 손실률은 낮아지
는 경향이었다(p<0.001). 이러한 결과는 마늘 페이스트 첨가
량이 증가함에 따라 페이스트와 쿠키 반죽의 상호 작용 때문
에 형성되는 결합의 양이 증가하여 굽기 과정 중 수분 손실
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더덕 분말 쿠키(Song JH & Lee JH
2014), 솔잎 쿠키(Choi HY 2009) 등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분말 첨가 쿠키와는 달리 수분함량이
높은 마늘 페이스트를 사용하였으며 쿠키의 물성유지를 위
하여 계란의 함량을 조절하였다. 따라서 분말의 양을 조절하
는 쿠키 논문과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기호도와 기능
성이 높은 천연 식재료를 페이스트로 제조하여 쿠키에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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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쿠키 물성 조절을 위해 계란의 함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마늘 페이스트 쿠키의 Texture

마늘 페이스트의 첨가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마늘 페
이스트 쿠키의 Texture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마늘 페이스트를 첨가하지 않은 control의 경도(hardness)는
2,603.67 g/cm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늘 페이스트의 함
량이 높아지면서 경도는 낮아지는 경향으로 GPC5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쿠키의 경도는 첨가되는 부재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부재료의 수분함량이 적을 경우와 부
재료의 첨가량이 많을 경우에는 반죽의 밀도가 낮아져 경도
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won GH 등 2021). 본 연
구에서 마늘 페이스트 쿠키 반죽의 경우 첨가량이 높아짐에
따라 밀도가 높아졌으며 쿠키로 구운 뒤 경도는 낮아지는 결
과를 보여 마늘 페이스트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반죽내
수분함량이 증가하여 쿠키의 경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
다. 깨짐성(fracturability)은 마늘 페이스트를 첨가하지 않은
control에서 2,009.00 g/cm 으로 나타났으며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깨짐성은 낮아져(p<0.001) 경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
으며 Adair M 등(200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달걀은 쿠키 반죽 시 기포성, 유화성으로 반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작용을 하는데(Lee KA 등 2002) 본 연구에서는 마
늘 페이스트의 수분함량으로 인해 반죽의 유화와 수분이 유
지되는 지점까지 달걀 함량을 줄였기 때문에 마늘페이스트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밀도가 높아졌으며 쿠키의 경도와
깨짐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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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페이스트 쿠키의 총 폴리페놀 및
Radical 소거능 측정
5)

DPPH

마늘 페이스트 쿠키의 총 폴리페놀 함량과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총 폴리페놀 함량
은 gallic acid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였고 control에서 2.34
mg/g, 마늘 페이스트 첨가군에서 3.73∼ 8.99 mg/g의 함유량
을 보여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 폴리페놀 함량도 높아져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p<0.001). 채소와 과일에 존재하
는 천연항산화제는 인간의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식이 항산화제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마늘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채소 중 총 페놀 화합물이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로 비타민 B 복합체와 비타민 C, 플라보노이
드, 사포닌, 질소화합물, 페놀 화합물 등이 의약 및 생리활성
효능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Chen S 등
2013; Natália MB 등 2016).
마늘 페이스트 쿠키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control은 1.96%로 나타났으며 마늘 페이스트 첨가군에
서 4.96∼22.08%로 측정되어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DPPH 라
디칼 소거활성이 높게 측정되었다(p<0.001). Jeon MR 등
(2009)은 칼슘이 첨가된 마늘 페이스트로 양갱을 제조하여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칼슘이 첨가된 마늘
페이스트 첨가 시 라디칼 소거활성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
으며 Shin JH 등(2010)의 연구에서도 대조구에 비해 마늘
을 첨가한 간장에서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이 높게 측정되
어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마늘 중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페놀화합물을 비롯하여 diallyl sulfide,
Table 7. Total polyphenol content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ookies prepared with garlic paste

Table 6. Texture of cookies prepared with garlic paste
Samples1)

Total polyphenol
content (GAE mg/g)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2,009.00±50.74a

Control

2.34±0.01f2)3)

1.96±0.38f

2,255.33±69.62b

1,848.00±100.13ab

GPC1

3.73±0.14e

4.69±0.14e

GPC2

2,155.00±74.30bc

1,699.33±52.20b

GPC2

4.71±0.22d

9.97±0.90d

GPC3

2,152.33±103.74bc

1,449.00±101.13c

GPC3

5.97±0.11c

14.92±0.59c

GPC4

2,065.00±130.11bc

1,216.67±107.96d

GPC4

7.41±0.32b

18.93±0.67b

GPC5

1,965.00±115.88c

1,186.00±173.99d

GPC5

8.99±0.20a

22.08±0.67a

F-value

414.389***4)

512.027***

Samples1)

Hardness (g/cm2)

Control

2,603.67±256.832)a3)

GPC1

F-value
1)
2)
3)

4)

7.473**4)

Fracturability (g/cm2)

30.603***

Refer to the legend in Table 1.
Mean±S.D.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
p<0.01, *** p<0.001.

1)
2)
3)

4)

Refer to the legend in Table 1.
Mean±S.D.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f)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p<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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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함황 화
합물은 마늘의 항산화 기능을 나타내는 주요 물질로 알려져
있다(Nuttakaan L 등 2006). Jeong YS 등(2017)은 페놀성 물
질이 환원력이 크기 때문에 자유라디컬 전자를 공여함으로
써 산화작용 방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의 마늘 페이스트에 함유되어 있는 페놀성 화합물 등에 의해
항산화 활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적인 기호도도 증가하여 GPC5에서는 7.39로 가장 높은 기호
도를 보였다(p<0.01). 마늘을 활용한 선행연구에서 Cho JR
등(2007)은 마늘 분말을 첨가한 요구르트를 제조하여 소비자
기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0.2% 첨가한 요구르트는 선호도
가 높아졌지만 그 이상의 함량을 첨가한 경우 선호도가 낮아
지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Kang MJ 등(2013)은 생마늘과
증숙마늘을 식혜 제조에 첨가하여 전반적인 기호도를 조사
한 결과 대조군과 첨가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아 본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마늘즙을 첨
가한 쿠키(Shin JH 등 2007), 증숙 마늘 분말을 첨가한 스펀
지케이크(Shin JH 등 2007), 마늘 페이스트를 첨가한 머핀
(Kim AJ 등 2010) 연구 등의 경우 마늘의 첨가 농도가 높아
질수록 대조군에 비해 기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으로 본 연구
와 일치하였다. 마늘에 함유된 당과 제조 배합에 첨가된 설
탕이 베이킹시 가열시간과 온도에 의해 반응한 결과로 생각
되며 이를 통해 마늘의 가공형태 및 첨가량, 조리형태 등에
따라 기호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제과 제품일
경우 밀가루, 설탕 등 쿠키 재료와의 배합비와 조리과정을
통해 마늘 특유의 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마늘 페이스트 쿠키는 건강식품 소재의 활용도와
한국인이 좋아하는 식재료라는 점을 보아 상품개발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diallyl disulfide, diallyl trisulfide, allyl-cy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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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페이스트 쿠키의 기호도 검사

마늘 페이스트를 첨가하여 제조한 쿠키의 소비자 기호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8과 같다. Color 기호도의
경우 control이 6.68로 나타났으며 마늘 페이스트 첨가한
GPC1와 GPC2에서 6.55로 다소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나
GPC3, GPC4, GPC5에서는 마늘 페이스트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기호도가 높아져 GPC5에서는 7.18로 가장 높은 색의
기호도를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Flavor
기호도의 경우 control이 6.24로 나타났으며 GPC1은 6.11로
가장 낮은 기호도를 보였으나 GPC2는 6.32로 다소 증가하여
마늘 페이스트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높아져 GPC5
에서는 7.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1). Taste 맛의 기
호도는 control, GPC1, GPC2, GPC3는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으나 GPC4, GPC5에서 기호도가 높아져 GPC5는
7.47로 가장 높았다(p<0.01). Texture는 입안에서의 감촉과
Brittleness는 부서짐성에 대한 기호도로 전체적으로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인 기호도를 평가한 결과
마늘 페이스트를 첨가하지 않은 control은 6.1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마늘 페이스트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마늘의 이용률
을 높이고자 페이스트 제조를 통해 마늘 특유의 향과 맛을

Table 8. Mean liking ratings of the cookies prepared with garlic paste (N=40)
Liking

Samples1)
Color

1)
2)
3)
4)
5)

Flavor
2)

Taste
bc4)

Texture

Brittleness

Overall acceptance

b

Control

6.68±1.28

6.24±1.38

6.18±1.61

6.55±1.35

6.58±1.37

6.11±1.57c

GPC1

6.55±1.33

6.11±1.20c

6.16±1.39b

6.47±1.35

6.61±1.37

6.21±1.26bc

GPC2

6.55±1.22

6.32±1.14bc

6.37±1.24b

6.32±1.25

6.39±1.37

6.42±1.15bc

GPC3

6.76±1.36

6.63±1.57b

6.74±1.50ab

6.61±1.57

6.68±1.63

6.79±1.36bc

GPC4

6.89±1.52

7.05±1.72ab

7.29±1.83a

6.74±1.87

6.79±1.73

7.13±1.61bc

GPC5

7.18±1.66

7.16±2.21a

7.47±2.23a

6.82±2.22

6.76±2.24

7.39±2.13a

F-value

1.004NS3)

4.299**5)

4.442**

0.396NS

1.729NS

3.495**

Refer to the legend in Table 1.
Mean±S.D.
NS
: Not significant.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p<0.01.
9-pt hedonic scale (1: Extremely dislike, 9: Extremely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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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으로 하는 쿠키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페이스
트 첨가 쿠키의 제조방법을 응용 및 보완하여 마늘 페이스트
와 달걀의 양을 조절하여 쿠키의 물성을 유지하였으며 마늘
페이스트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쿠키의 품질 특성 및
항산화 평가를 통해 품질지표를 제시하고 우수한 기호적 특
성을 갖는 최적의 첨가량을 설정하여 마늘 페이스트 쿠키의
상품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마늘 페이스트의 첨가량을 달리해서 쿠키 제조에 사용하
였으며 함량은 각각 5, 10, 15, 20, 25 g을 넣었으며 쿠키 반
죽을 만든 후 반죽의 pH와 밀도를 측정한 결과 마늘 페이스
트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pH는 낮아졌으며 밀도는 높아지
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마늘 페이스트를 첨가한 쿠키를 구운 후 쿠키의 수분함량
을 측정한 결과 페이스트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수분함량은
낮아져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p<0.001) 색도를 측정한
결과 마늘 페이스트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명도는 낮아지고
적색도와 황색도는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마늘 페이스트를
첨가한 쿠키의 굽기 손실률은 마늘 페이스트의 함량이 많아
질수록 굽기 손실률이 낮아졌으며 이는 쿠키의 퍼짐성과 팽
창률의 결과와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텍스처 측정결과 마늘
페이스트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경도와 깨짐성은 낮아지는
경향이었으며 깨짐성이 낮아진 이유는 물성 조절을 위하여
달걀의 양을 조절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마늘 페이스트 쿠키
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3.73∼8.99 mg/g을 나타내었으며 첨
가량이 많아질수록 총 폴리페놀 함량은 높게 나타났으며,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역시 마늘 페이스트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소거활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마늘 페이스트
쿠키의 소비자 기호도 조사 결과 전체적인 기호도는 마늘 페
이스트 첨가량이 높아질수록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마늘 페이스트를 25 g 첨가한 GPC5 쿠
키의 품질 특성 및 소비자 선호도가 가장 좋았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상품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현재까지 선행연구로는 마늘 특유의 매운맛을 제거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하였으나 이번 연구의 기호도
조사 결과를 통해 마늘 페이스트의 함량이 높은 시료(GPC5)
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마늘의 맛과 향을 장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소재에 적용하여 개발하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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