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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분말 첨가 머랭 쿠키의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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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Characteristics of Meringue Cookies Added with Tomato Powder

Kyoung-Hee Kim1, Young Shik Kim2, Min-Seo Hong1, and Hong-Sun Yook1

1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Plant and Food Science,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meringue cookies added with tomato powder (0, 
5, 10, and 15%). The pH of dough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higher tomato powder content. Spreadability, loss 
rate, and expansion rate also decreased with higher tomato powder content. The lightness of meringue cookies sig-
nificantly decreased with addition of tomato powder, whereas redness and yellowness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addition of tomato powders. Hardness of meringue cookies decreased significantly with addition of tomato powder. 
2,2-Diphenyl-1-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nd total phenol contents significantly increased as tomato 
powder content increased. In the sensory evaluation, sensory scores for color, flavor, taste, and overall acceptability 
were highest in the 5% tomato powder meringue cookies. Thu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optimum amount of tomato 
powder to add to cookies i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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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토마토에는 항산화력과 항암작용이 우수한 라이코펜(ly-

copene)을 비롯한 라이코펜의 전구물질인 파이토엔(phy-

toene)과 파이토플루엔(phytofluene) 등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과피에는 다량의 페놀 물질들이 존재하며, 이들 가운데 

플라본(flavone)류에 속하는 퀘세틴(quercetin)은 남성호

르몬이 안드로겐 수용체(androgen receptor)의 발현을 저

지함으로써 전립선암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1- 

3). 이외에도 항암 화학요법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는 토마

틴(tomatine)과 디하이드로토마틴(dehydrotomatine)이 있

으며, 토마틴은 녹색 토마토에 다량 존재하고 플럼 토마토

(plum tomato)에도 소량 함유되어 있다(2). 토마토의 주요 

소비 형태는 서양에서는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오븐에 

굽거나 팬에 익혀 섭취하기도 하고 소스의 형태로 고기나 

파스타에 많이 이용하며, 주스 및 케첩, 퓌레 등 음료와 조미 

등의 가공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덜 익은 토마토는 피

클로도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생식용이나 주스

로 먹는 경우가 많으며 요리 및 샐러드로 먹는 비중도 증가

하고 있다(4). 최근 토마토 재배면적의 증가로 과잉 생산된 

토마토의 소비촉진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국내산 토마토 가공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돼 

왔다. 국내 토마토 가공 관련 연구로는 토마토 첨가량을 달

리한 대구뼈 육수(5), 토마토 퓌레 조청을 함유한 기능성 고

추장(6), 토마토 과실주(7), 토마토를 첨가한 김치(8), 허브

와 토마토 퓌레의 기능성을 이용한 토마토 소스(9), 토마토

의 첨가량을 달리한 닭 육수(10), 토마토 분말 첨가 소시지

(11), 농후제를 달리한 토마토 소스(12), 토마토 죽(13), 토

마토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14), 토마토를 첨가한 닭갈비 

소스(15)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과제품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쿠키(cookie)는 제과류 중에서 건과자에 속하고 미생물

학적인 변패가 적어 저장성이 우수하며, 감미가 높고 맛이 

우수하여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연령층에서 

고르게 이용되고 있는 간식이다(16,17). 쿠키의 성분 중 당

과 지방은 쿠키의 물리적, 관능적 제조 적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며, 쿠키의 수분활성도를 

감소시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보존성을 증대시키는 

성분으로 쿠키 제조 시에 많은 양이 첨가된다. 이로 인해 

쿠키의 섭취가 비만증 및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건강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와 함께 저

열량･건강기능성 제과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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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of meringue cookies containing various levels
of tomato powder

Ingredient Tomato power (%)
0 5 10 15

Egg white (g)
Sugar (g)
Sugar powder (g)
Almond powder (g)
Tomato powder (g)

90
70
110
100
0

90
70

110
95
5

90
70

110
90
10

90
70
110
85
15

머랭은 달걀흰자에 설탕을 넣고 거품을 일으킨 것으로 만드

는 방법에 따라 크게 프렌치 머랭, 스위스 머랭, 이탈리아 

머랭 등으로 나뉘는데, 양과자 제조 전반에 두루두루 쓰이는 

프렌치 머랭을 비롯해 바슈랭, 머랭 비스퀴, 머랭 쿠키류 등

에는 스위스 머랭이 사용되며, 버터크림, 무스류, 장식용 등

으로는 이탈리안 머랭을 주로 사용한다(19).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토마토 분말을 이용

하여 머랭을 이용한 쿠키를 제조하였고, 반죽의 pH, 퍼짐성, 

손실률, 팽창률, 쿠키의 수분 함량, 색도, 조직감, 항산화 활

성 등의 품질 특성을 조사하여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쿠키를 만들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방울토마토 분말은 국내산으로 상명대

학교 토마토사업단에서 제공받아 -20°C에서 보관하면서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아몬드 분말(Green Food, Gunpo, 

Korea), 설탕(CJ CheilJedang Corp., Seoul, Korea), 슈가

파우더(Comida Corp., Icheon, Korea), 달걀은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토마토 분말의 수분 

함량은 19.56%, 조단백은 11.05%, 조지방은 0.42%, 조회

분은 9.51%였다(data not shown).

머랭 쿠키의 제조

토마토 분말을 첨가한 머랭 쿠키의 재료배합은 Table 1

과 같다. 토마토 머랭 쿠키는 수차례의 예비실험을 토대로 

아몬드 분말의 0, 5, 10, 15%에 해당하는 토마토 분말을 

첨가하였으며, 아몬드 분말은 토마토 분말이 첨가된 양만큼 

줄여서 사용하였다. 달걀흰자를 반죽기(K5SS, Kitchen-

Aid, Benton Harbor, MI, USA)에 넣고 휘핑(whipping)하

면서 설탕을 3번에 걸쳐 나누어 넣고, 대조구를 제외한 나머

지 첨가구에는 토마토 분말을 넣어서 10분간 섞어 머랭을 

만들었다. 완성된 머랭에 체 친 아몬드 분말과 분당을 3차례 

나누어 넣고 섞어준 후 짤주머니에 반죽을 넣고 오븐 팬에 

지름 2.5 cm씩 짜주었다. 반죽을 실온에서 1시간 동안 건조

시킨 후 윗불 170°C, 아랫불 150°C 데크오븐(SM-6039, 

Sinmag, Taipei, Taiwan)에서 20분간 굽고 윗불 150°C, 

아랫불 140°C로 낮추어 10분간 더 구웠다. 완성된 머랭 쿠

키를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냉각한 후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반죽의 pH

머랭 쿠키 반죽의 pH는 반죽 5 g에 증류수 45 mL를 가하

여 5분간 교반하고 Whatman No.2(Whatman Corp., Clif-

ton, NJ, USA)로 여과한 용액을 pH meter(pH-200L, 

ISTEK,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3회 반복 

측정한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퍼짐성, 손실률, 팽창률

머랭 쿠키의 퍼짐성 지수(spread factor)는 쿠키 6개의 

너비와 높이를 각각 측정한 후 AACC 방법(20)을 사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해서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쿠키의 너비는 

쿠키 6개를 나란히 수평으로 정렬시켜 총 길이를 측정하고 

쿠키를 90도 회전시킨 후 같은 방법으로 총 길이를 측정하

여 6으로 나누어 쿠키 1개에 대한 평균 너비를 구하였다. 

쿠키의 높이는 쿠키 6개를 수직으로 쌓은 후 수직 높이를 

측정하고 다시 쿠키의 순서를 바꾸어 쌓은 다음 높이를 측정

하여 6으로 나누어 쿠키 1개에 대한 평균 높이를 측정하였

다. 손실률(loss rate)과 팽창률(leavening rate)은 굽기 전

과 구운 후의 대조구와 첨가구의 중량을 각각 측정하여 그 

차이에 대한 비율로 산출하였고 6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

으로 나타내었다.

퍼짐성=
쿠키 6개에 대한 평균 너비(mm)

쿠키 6개에 대한 평균 두께(mm)

손실률=
굽기 전후 1개의 중량 차(g)

×100
굽기 전 반죽 1개의 중량(g)

팽창률=
굽기 전후의 첨가구 쿠키의 중량 차(g)

×100
굽기 전후의 대조구 제품의 중량 차(g)

색도

색도는 머랭 쿠키 상단을 색차계(CR-400, Konica Min-

olta Sensing Inc., Osaka, Japan)로 측정하였으며, L(light-

ness), a(redness), 및 b(yellowness) 값을 6회 반복 측정하

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된 표준백색판(stand-

ard plate)은 L값 96.89, a값 0.14, b값 1.3이었다.

조직감

머랭 쿠키의 조직감은 Texture analyser(TA-XT2/25, 

Stable Micro System Co., Surrey, UK)를 사용하여 Table 

2와 같은 조건에서 경도(hardness)를 측정하였다. 경도는 

그래프 중 최고 피크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 시료는 6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DPPH(2,2-diphenyl-1-picrylhydrazyl) 라디칼 소거능

전자공여능은 DPPH를 이용하여 시료의 라디칼 소거 효

과를 측정하는 Blois(21)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쇄한 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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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 of meringue cookies containing various levels of 
tomato powder

Tomato powder contents (%)
0 5 10 15

pH 7.06±
0.02a1)2)

6.45±
0.02b

5.83±
0.03c

5.53±
0.04d

1)Mean±SD. 
2)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2. Operating conditions of the texture analyser
Parameter Operating condition
Pre test speed
Test speed
Post test speed
Probe type
Strain
Trigger force

2.0 mm/s
1.0 mm/s
1.0 mm/s

Cylindrical type ø 10 mm
70%
5 kg

Table 4. Spread factor, loss rate, and leavening rate of meringue 
cookies containing various levels of tomato powder

Tomato powder 
contents (%)

Characteristic
Spread 
factor

Loss rate
(%)

Leavening 
rate (%)

0
5

10
15

5.09±0.32a1)2)

3.85±0.11b

3.23±0.30c

3.67±0.02b

22.50±3.29a

17.22±2.33b

14.94±2.36b

 8.61±0.95c

100.00±14.63a

 76.54±10.34b

 66.42±10.49b

 38.27±4.23c

1)Mean±SD. 
2)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0.05).

토 머랭 쿠키 3 g에 메탄올 27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24시

간 추출한 뒤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등액을 시료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시료 용액 1 mL에 0.2 

mM DPPH 용액 1 mL를 가하여 vortexing 하고 30분간 

암실에서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spectrophotometer 

(UV-1800 spectrophotometer, Shimadzu, Kyoto, Japan)

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 환산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
Sample absorbance

)×100
Control absorbance   

총페놀 함량

분쇄한 토마토 머랭 쿠키 3 g에 메탄올 27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24시간 추출한 후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

리 하여 얻은 상등액을 시료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시료 용

액 0.2 mL에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reagent 

: DW=1:2) 0.2 m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3분간 방치한 후, 

혼합액에 10% sodium carbonate(Na2CO3) 3 mL를 넣고 

vortexing 하여 암실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다음 765 nm

에서 spectrophotometer(UV-1800 spectrophotometer, 

Shimadzu)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gallic 

acid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후 시료 100 g 중의 mg 

gallic acid로 나타내었다.

머랭 쿠키의 관능적 특성

관능검사는 충남대학교 남녀 대학 및 대학원생 20명을 

패널로 선정하여 본 실험의 목적과 평가방법 및 측정 항목에 

대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시킨 후 머랭 쿠키의 

색, 향기, 맛, 질감,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해 7점 척도법으로 

측정하였다. 선호도가 높을수록 7점, 선호도가 낮을수록 1

점을 표시하도록 하였고, 시료마다 무작위로 조합된 3자리 

숫자가 주어졌으며, 시료의 번호가 코팅된 일회용 접시에 시

료를 담아 물과 함께 관능검사원들에게 동시에 제공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SPSS 19.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를 이용하여 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유의적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수준에서 

유의차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반죽의 pH

토마토 분말의 양을 달리 첨가한 토마토 머랭 쿠키 반죽의 

pH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pH는 대조구가 7.06으로 

가장 높았으며 첨가구가 5.53~6.45로 토마토 분말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pH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과채류를 이용한 소시지 개발에 관한 연구(22)에서 과채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pH가 낮아졌으며 이는 과채류의 pH

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토마토에는 cit-

ric acid, malic acid 등의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어 pH가 

산성을 나타내고 이로 인해 토마토 머랭 쿠키 반죽의 pH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하며, 본 연구에 사용된 토마토 분말의 

pH는 4.63±0.02였다. 

퍼짐성, 손실률, 팽창률

토마토 분말의 양을 달리 첨가한 토마토 머랭 쿠키의 퍼짐

성, 손실률, 팽창률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쿠키

의 퍼짐성은 재료들을 반죽･성형하여 오븐에서 굽는 과정에

서 쿠키의 반죽 두께가 감소하고 직경이 커지는 현상을 뜻하

는 것으로(23), 퍼짐성이 크거나 직경이 넓은 쿠키가 좋은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24). 토마토 머랭 쿠키의 퍼짐성은 

대조구에 비해 토마토 분말 첨가 때문에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으나 토마토 분말 첨가량 증가에 따른 경향은 보이지 않았

다. 퍼짐성 지수는 수분 함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반죽 

내 수분이 자유수로 존재할 경우는 점성이 낮아 퍼짐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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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xture of meringue cookies containing various levels 
of tomato powder.

Table 5. Hunter's color value of meringue cookies containing 
various levels of tomato powder
Tomato powder 

contents (%)
Hunter's color value

     L a b
0
5

10
15

80.15±0.75a1)2)

68.96±1.02b

67.29±0.58c

61.96±0.22d

 0.97±0.70d

 9.96±0.48c

10.85±0.17b

14.36±0.45a

27.94±0.88b

34.60±0.60a

34.42±0.87a

34.68±1.18a

1)Mean±SD. 
2)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0.05).

가 높아지며, 결합수로 존재할 경우는 퍼짐성 지수는 낮아진

다(25). 따라서 머랭 쿠키 반죽에 토마토 분말을 첨가할 경

우 아몬드 분말 첨가 시보다 점성이 높아져 토마토 머랭 쿠

키의 퍼짐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쿠키 반죽에 첨가

되는 부재료에 함유된 수분 함량 외에 회분 함량이나 섬유소 

함량이 쿠키의 퍼짐성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6,27), 머랭 쿠키에서도 토마토 분말 내의 수분, 회

분, 섬유소 등의 성분이 반죽에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

된다. 손실률은 구워지는 동안 무게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발효 산물 중 휘발성 물질과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28)이며, 

손실률이 적을수록 제품 내부에 보존되는 수분의 양이 많으

므로 더욱 촉촉한 질감을 갖는다(29). 토마토 머랭 쿠키의 

손실률은 대조구가 22.50%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머랭 쿠키의 수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된 대조

구에서 손실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팽창률 또한 대조구가 

100%로 가장 높았고 토마토 분말 첨가구에서 38.27~ 

76.54%의 팽창률을 나타내어 토마토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

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쿠키의 품질요인 중 퍼짐성과 손실률 및 팽창률은 

토마토 분말 첨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색도

토마토 분말의 양을 달리 첨가한 토마토 머랭 쿠키의 색도

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쿠키의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대조구가 80.15로 가장 높았고 토마토 분말을 첨가할

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적색도를 나

타내는 a값은 대조구가 가장 낮고 토마토 분말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황색도

를 나타내는 b값은 대조구가 27.94로 가장 낮았으며 첨가구

는 34.42~34.68 범위로 대조구에 비해 첨가구의 값이 높았

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쿠키의 색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주로 당에 의한 영향이 크고, 환원당에 의한 

비효소적 갈변인 메일라드 반응, 열에 불안정한 당에 의한 

카라멜화 반응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이 반응들은 

쿠키를 굽는 과정에서 높은 온도에 의해 반응을 일으켜 쿠키

의 색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30). 따라서 본 

연구의 토마토 머랭 쿠키의 색 변화도 토마토에 함유된 ly-

copene과 β-carotene의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의 열에 의한 

변화와 쿠키 재료에 함유된 당, 아미노산 등에 의한 갈변반

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쿠키의 색 변화에 영향을 나타내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감

토마토 분말의 양을 달리 첨가한 토마토 머랭 쿠키의 조직

감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머랭 쿠키의 경도는 대조

구가 가장 높았으며 토마토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Kim과 Lee(31)의 

노니분말 첨가 쿠키 연구와 Kim과 Lee(32)의 울릉매실 분

말 첨가 쿠키 연구에서 부재료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

가 감소하였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쿠키의 

경도는 첨가되는 부재료의 수분과 글루텐, 섬유소 함량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33), 본 연구에서도 

토마토에 함유된 섬유소 및 수분 등이 쿠키의 경도에 영향을 

나타내어 쿠키의 경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DPPH 라디칼 소거능 및 총페놀 함량

토마토 분말을 첨가한 머랭 쿠키의 DPPH 라디칼 소거능 

및 총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머랭 쿠키

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대조구가 40.37%로 가장 낮고 

첨가구가 78.61~89.57% 범위를 나타내어 토마토 분말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유의적으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대조구와 5% 첨가구 사이에

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총페놀 함량은 대조구가 1.76 mg 

GAE/100 g으로 가장 낮았고 첨가구가 3.45~5.86 mg 

GAE/100 g으로 토마토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도토리 분말 첨가 쿠키의 

품질 특성 연구에서 부재료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부재료 분말

에 함유된 페놀화합물이 DPPH 분자 내에 있는 유리 라디칼

을 환원시켜 높은 소거능을 나타내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33). 토마토에는 naringenin chalcone(NGC), querc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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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total phenol con-
tents of meringue cookies containing various levels of tomato 
powder

Tomato powder 
contents (%)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Total polyphenol 
content

(mg GAE/100 g)

0 
5 

10 
15 

40.37±0.49d1)2)

78.61±0.58c

81.61±0.36b

89.57±0.29a

1.76±0.04d

3.45±0.14c

4.65±0.22b

5.86±0.23a

1)Mean±SD. 
2)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0.05).

Table 7. Sensory evaluation score of meringue cookies contain-
ing various levels of tomato powder

Characteristic
Tomato powder contents (%)

   0 5    10    15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quality

4.5±1.2b1)2)

4.4±1.4b

4.7±1.1a

4.5±1.1a

4.8±1.1ab

5.4±1.0a

5.5±1.1a

5.2±1.4a

4.4±1.1a

5.0±1.2a

5.1±1.0ab

4.7±1.3b

4.4±1.4ab

3.7±1.3ab

4.2±1.1bc

4.6±1.4ab

4.3±1.2b

3.8±1.2b

3.5±1.4b

3.8±1.3c

1)Mean±SD.
2)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3-rutinoside(Q-3-R), 5-caffeoylquinic acid 등의 페놀

화합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34), 본 연구에서도 토마토

에 함유된 페놀화합물과 lycopene과 β-carotene의 카로티

노이드계 등의 항산화 물질들에 의해 토마토 머랭 쿠키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한다.

관능적 특성

토마토 분말을 0%, 5%, 10%, 15% 첨가하여 제조한 토마

토 머랭 쿠키의 색, 향기, 맛, 질감, 전반적인 기호도를 평가

하여 나타낸 관능적 특성은 Table 7과 같다. 색에 대한 기호

도는 5% 첨가구에서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조구가 

4.5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토마토 분말에 의한 

색이 머랭 쿠키의 기호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다. 

향기에 대한 기호도는 5% 첨가구에서 5.5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토마토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10%와 15% 첨가구 사이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맛에 

대한 기호도는 5% 첨가구에서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마토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15% 첨가구가 3.8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질감에 대한 

기호도는 대조구가 4.5로 가장 높았으며 첨가구는 3.5~4.4 

범위로 토마토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경도 측정 결과 토마토 함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감소하였는데 토마토 첨가에 의한 머랭 

쿠키의 경도 감소가 질감에 대한 기호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5% 첨가구가 

5.0으로 가장 높았으며 토마토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

라 기호도가 감소하여 15% 첨가구가 3.8로 가장 낮은 평가

를 받았다. 종합적으로 5% 첨가구가 질감을 제외한 모든 

평가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색에 대한 

평가에서 모든 첨가구가 대조구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아 

토마토 분말 첨가가 색에 대한 기호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

라고 판단된다.

요   약

영양성분이 우수하고 다양한 생리활성이 입증된 토마토의 

이용가치를 높이고자 토마토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한 토마

토 머랭 쿠키를 제조(0, 5, 10, 15%)하여 품질 특성을 평가

하였다. 머랭 쿠키 반죽의 pH는 토마토 분말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퍼짐성, 손실률, 팽창률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토마토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

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색도의 L값(명도)은 

토마토 분말을 첨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a값

(적색도)과 b값(황색도)은 토마토 분말을 첨가할수록 유의

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머랭 쿠키의 경도는 토마토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고,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토마토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조구에 비해 첨가

구가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총페놀 함량은 대조구

가 1.76 mg GAE/100 g으로 가장 낮았고 첨가구가 3.45~ 

5.86 mg GAE/100 g으로 토마토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호도 평가 결과 

5% 첨가군이 색, 향, 맛,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토마토 분말을 함유한 머랭 쿠키 제조 시 5% 첨가군이 

개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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