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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make sponge cake using Lentinus edodes powder, which is useful and valuable as a functional food material, we 
tested samples with 3, 6, 9, and 12% L. edodes powder to ascert200ain the quality characteristic and make optimize 
preparation. Samples and L. edodes powder-free control sponge cakes were compared in terms of quality characteristics 
including batter viscosity and specific gravity, moisture content, volume index, weight, color, textural characteristics, and 
sensory qualities, to determine the optimal ratio of L. edodes powder in the formulation. Viscosity and specific gravity of 
sample and control batter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Moisture content of the sample and control sponge cake also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and weight of sample and control sponge cakes did not differ appreciably. The volume index of 
the samples displayed contrasting values, increasing with 3～6% L. edodes powder and decreasing with 9～12% powder. 
L, a, and b crust color values of samples sponge cakes were lower than those of control cakes. The L and a values of 
the control cakes was maximal, with values progressively decreasing with incorporation of more L. edodes powder. The 
b value decreased by 3% with the addition of up 6% L. edodes powder with no further decrease thereafter. L. edodes powder 
was the lower value. So was the color a, and L. edodes powder increased, a-values decreased. 3% difference was shown 
in b, the color and none between the samples with 6~12%. L. edodes powder showed lower values making a comparison 
with the control. Hardness and fracturablility were not appreciably affected by 3% L. edodes powder, but was affected by 
concentrations 6%. Fracturability og sample sponge cakes was consistently lower than control cakes. Fracturability made 
little difference in 3% samples, but it was not the same with more than 6% L. edodes powder samples; the samples showed 
lower value than the control. Adhesiveness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Chewiness was lower in all sample cakes except 
those prepared with 3% L. edodes powder. Use of L. edodes powder conferreds higher resilience values as compared to 
thecontrols. Sensory attributes of color, flavor, softness and overall acceptability were the highest in control sponge cakes, 
as the amount of L. edodes powder increased, the acceptability decreased. L. edodes-flavor, pleasant taste and off-flavor 
were the lowest in control cakes, and values increased as the amount of L. edodes powder increased. The control sponge 
cakes showed the highest values in egg-flavor and moistness, which progressively increased as added L. edodes powder 
increased. The results indicate that control sponge cakes displayed were. the highest overall acceptability, with acceptability 
decreasing and it decreased as L. edodes powder content increased. However, 3～6% L. edodes powder can produce an 
acceptable product, and may be used as anoptimized mixtur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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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민 소득의 증가와 함께 우리 고유의 식생활 패턴이 외식 

및 패스트푸드 이용 등의 서구화된 식생활로 영양불균형이 

되어 비만, 순화기계 질환, 당뇨, 암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성

인병을 유발하게 되었다(Ha HC 2005). 이러한 성인병은 약물

적인 치료보다는 식생활 조절에 의한 치료와 예방으로 방향

이 변화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의 변화로 관능적으로 

우수하고 맛이 있는 식품, 저칼로리 식품, 친환경식품 등 건

강 유지와 체질 개선을 위한 기능성 식품 등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제과ㆍ제빵 산업에도 많은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쌀 위주의 식생활에서 간편식 식생활 패턴

의 변화로 빵을 주식으로 하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고, 특히 

기존 밀가루만을 이용하여 만들었던 빵보다는 기능성 식품

재료를 첨가한 제과ㆍ제빵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기능성 빵과 케이크류는 다른 식품 소재를 첨가하여 제조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기능성 부재료를 첨가한 연구들이 활발

히 진행되어 기능성 빵이나 케이크가 제품화되어 판매되고 

있다(Choi 등 2007; Jung HC 2008).
스폰지 케이크는 계란, 설탕을 잘 섞어 밀가루와 함께 반

죽한 가벼운 케이크이며, 거품형 반죽 케이크의 대표적인 제

품으로 계란을 거품내게 되면 공기가 포집되어 기포가 가열

에 의해 팽창하여 스폰지 상태로 부푼다고 하여 스폰지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스폰지 케이크의 제조원리는 달걀과 밀

가루 단백질의 응고와 밀가루 전분의 호화에 의하여 형성된

다고 할 수 있다(Jeong & Shim 2004; Woo 등 2006). 
기능성 식품 중에서 특히 영양적으로 우수한 표고버섯은 

담자균강 주름버섯목 느타리과 자버섯속에 속하는 식용버섯

으로 맛이 뛰어나, 송이 및 능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3대 주

요 식용버섯으로 취급되어 왔다. 표고버섯은 수분 87.2～91.0%, 
단백질 2.0～3.1%, 지질 0.3～0.4%, 당질 5.5～8.0%, 조섬유 

0.7%, 회분 0.5～0.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Park YK 2002), 
핵산조미료인 구아닐산을 함유하고 있어 특유의 향기와 감칠

맛을 내며, 비타민 B1, B2 및 뼈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프로비타

민 D2인 에르고스테롤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또한 lenthionine
은 표고버섯의 효소작용에 의해서 생성되는데, 혈중 콜레스

테롤을 낮춰 혈압강하 작용을 나타내며(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표고버섯의 열수 추출물로부터 얻어진 β-1,3-glucopy-
ranoside 겹합을 주쇄로 하여 β-1,6-glucopyranoside 분자를 가

지는 다당류가 마우스에 이식한 Sarcoma-180에 대하여 항종

양 활성이 인정되어 발암 억제 및 면역 증강 효과가 있는 것

이 1970년대부터 알려져 항암 활성 약리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농림부 2007). 또한 항바이러스성, 항산화성, 항돌연변이

성(Oh 등 2007) 등의 여러 가지 생리활성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버섯 분말을 식품에 이용한 연구들로는 버섯 분말을 첨가

한 생면의 품질 특성(Kim  YS 1998), 표고버섯 가루를 활용한 

식빵의 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Roh SH 2000), 새송이 버섯 분

말을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의 품질 특성(Jeong & Shim 2004), 
새송이 버섯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가공(Kang EO 2004), 버
섯 분말 첨가가 제빵 특성에 미치는 영향(Lee 등 2004), 표고버

섯 가루를 이용한 조청의 품질 특성(Park & Na 2005), 표고버섯 

분말과 인산염을 첨가한 돼지고기 패티의 소비자 perception 
(Chun 등 2004), 표고버섯 가루를 첨가한 전병의 특성(Park & 
Na 2007), 잎새버섯 분말 첨가가 스폰지 케이크의 품질 특성

에 미치는 영향(Lee 등 2007), 양송이버섯을 첨가한 쿠키의 

품질 특성(Lee & Jeong 2009) 등 많은 연구들이 있으나, 표고

버섯 분말을 이용한 스폰지 케이크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소재로서 높은 가치가 있는 표고버

섯 분말을 케이크 제조에 이용하기 위하여 표고버섯 분말 첨

가량을 달리한 스폰지 케이크 반죽의 점도, 비중과 제조된 스

폰지 케이크의 수분 함량, 부피, 무게, 색도, 조직감 및 관능검

사를 실시하여 표고버섯 분말을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의 최

적 배합비를 찾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스폰지 케이크 제조에 사용된 재료는 Table 1과 같다. 밀가

루(박력분, 백설), 백설탕(백설), 달걀(풀무원), 베이킹파우더

(Ke food), 소금(꽃소금, 샘표식품 주식회사), 표고버섯 분말

은 2009년 4월에 전남 장흥군 안양면에서 수확한 중량 70 g
내외의 생버섯을 수분 6% 이하로 동결 건조시킨 후 기류식 

초미분쇄기(DM-150S, Furukawa Industrial Machinery Co., Japan)
를 이용하여 13～25 ㎛ 크기로 분쇄 후 실험재료로 사용하였

다.

2. 표고버섯 분말을 이용한 스폰지 케이크의 제조

스폰지 케이크의 제조의 배합비는 Table 1과 같았으며, 
Fig. 1의 순서로 제조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스폰지 케이

크의 배합은 박력분 250 g, 계란 375 g, 설탕 300 g이었으며, 
표고버섯 분말은 박력분 중량의 3, 6, 9, 12%로 첨가하였다. 
믹싱은 호바트 믹싱기(N50 ML-104642, HOBART, USA)를 이

용하여 계란, 설탕, 소금을 넣고 speed 1에서 30초 혼합하고 

설탕을 첨가하여 speed 2로 5분 30초 믹싱한 후, 2회 체 친 

밀가루와 표고버섯 분말을 함께 넣고 믹싱하여 스폰지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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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of sponge cakes with Lentinus edodes 
powder

Ingredients(g)
Lentinus edodes powder(%)

0 3 6 9 12
Flour 250 242.5 235 227.5 220
Egg 375 375 375 375 375
Sugar 300 300 300 300 300
Salt   2.5   2.5   2.5   2.5   2.5
Baking powder   1.25   1.25   1.25   1.25   1.25
Lentinus edodes powder   0   7.5  15  22.5  30

Weigh ingredients
↓

Mix(eggs, sugar, salt 30 sec. at speed 1)
↓

Mix(1 min 30 sec. at speed 3)
↓

Mix(5 min 30 sec. at speed 2)
↓

Add flour and Lentinus edodes powder
↓

Determine specific gravity of cake batter
↓

Panning (350 g per pan)
↓

Baking for 20 min, 160～180℃

Fig. 1. Procedure of sponge cake with Lentinus edodes 
powder.

크의 반죽을 완성하였다. 믹싱이 완료된 케이크 반죽은 350 
g씩 팬에 넣어 윗불 180℃, 아랫불 160℃로 미리 예열된 오븐

(Deck oven, Shinshin Machinery Co., Korea)에서 20분간 구워 

실온으로 식힌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3. 표고버섯 분말을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 반죽 특성

1) 점도와 비중

스폰지 케이크의 회전식 점도계(Visco Star Plus, FUNGILAB, 
Spain)를 이용하여 250 ㎖ 비이커에 100 g을 담은 후 spindle: 
L4, rpm: 60 , percentage of full scale: 99%, temperature: 23℃의 

조건에서 측정하였으며, spindle 회전 후 1 min이 되었을 때의 

값을 측정하였다.
비중은 AACC method 10-15에 따라 케이크 제조 과정 

중 밀가루 투입 후의 반죽 무게를 재어 아래 식으로 계산

하였다.

비중 = 
케이크 반죽을 담은 용기의 무게－빈 용기의 무게

물을 담은 용기의 무게－빈 용기의 무게

4. 표고버섯 분말을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의 품질 특성

1) 수분 함량

스폰지 케이크의 수분 함량은 중심부를 취하여 수분측정

기로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2) 부피 지수와 무게 측정

스폰지 케이크의 부피 지수(volume index)는 AACC method 
10-91(AACC 2000)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고, 무게는 전자

저울(ARC120, Ohaus corp., USA)로 측정하였다.

3) 색도

색차계(Chroma Meter, CR-200b, Minolta, Japan)를 사용하

여  L(명도)값, a(+적색도/－녹색도)값, b(황색도)값으로 나타

내며, 각 시료당 1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이 

때 사용된 표준색판으로 백색판(L=96.88, a=－0.16, b=－0.29)을 
사용하였다.

4) 조직감 측정

스폰지 케이크의 조직감은 시료를 일정한 크기로 자른 후 

Texture analyzer(TA-XT2i, Stable Micro System, England)를 이

용하여 견고성(hardness), 파쇄성(fracturability), 부착력(adhesive-
ness), 씹힘성(chewiness) 및 복원성(resilience) 등을 측정하였

으며, 그 분석조건은 Table 2와 같았다. 

Table 2. Operating condition of texture analyzer 

Mode Force in compression
Option TPA
Sample size 30 ㎜× 30 ㎜× 30 ㎜
Pre-test speed 5.0 ㎜/s
Test speed 2 ㎜/s
Post-test speed 5.0 ㎜/s
Distance 30%
Trigger type Auto-20 g
Data acquisition rate 400 pps
Probe 100 ㎜ compression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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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능검사

소비자 검사는 순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8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9점 척도법으로 동일 설문지로 실시하였으며, 이때 

소비자 기호도 평가항목은 색(color), 향미(flavor), 부드러움(soft-
ness), 종합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lity)로서 대단히 좋아

한다; 9점, 좋지도 싫지도 않다; 5점, 대단히 싫어한다; 1점으

로 나타내었고, 특성 강도의 평가항목은 표고버섯 향(Lentinus 
edodes-flavor), 구수한 맛(pleasant taste), 계란향(egg-flavor), 촉촉

함(moistness), 부적합한 향미(off-flavor)를 대단히 강하다(extreme); 
9점, 전혀 없다(none); 1점으로 나타내었다. 시료의 준비 및 제

시는 1인분 portion size를 20 g으로 정하여 흰 플라스틱 접

시에 담아서 제공하였다. 관능검사에 참여한 소비자는 나

이와 성별 등을 기록하고 각 시료는 물컵, 시료를 뱉는 컵, 
정수기에서 받은 물을 시료 사이에 제공하였으며, 검사 중

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total session은 15～20분으로 

정하였다. 

6) 통계처리

관능검사를 비롯한 모든 실험결과는 SPSS 프로그램(SPSS 
12.0 for windows, SPSS Inc.)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
을 실시하였고, 각 측정 평균값간의 유의성은 p<0.05 수준

으로 Duncan의 다중범위시험법으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표고버섯 분말을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 반죽 특성

1) 점도와 비중

표고버섯 분말을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 반죽의 점도와 비

Table 3. Viscosity and specific gravity of sponge cakes batter with Lentinus edodes powder

Lentinus edodes powder(%)

0 3 6 9 12

Viscosity(cP)1) 12,308.00±4.00a 12,307.44±2.51a 12,309.11±2.26a 12,307.00±3.24a 12,308.11±2.67a

Specific gravity2)     0.48±0.03a     0.44±0.03a     0.45±0.02a     0.47±0.08a     0.53±0.03a

1) Mean±S.D.(n=9). 2) Mean±S.D.(n=3). 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each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Table 4. Moisture content of sponge cakes with Lentinus edodes powder

Lentinus edodes powder(%)

0 3 6 9 12

Moisture content(%) 31.46±1.30a 31.88±0.32a 31.95±0.41a 31.31±0.95a 31.68±0.46a

Mean±S.D.(n=9). 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each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중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반죽의 점도와 비중은 대조군과 표고버섯 분말 첨가군들 

사이에는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버섯 가루 첨가가 반

죽의 비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케이크의 

일반적인 비중은 0.45～0.55라는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Kim 등 1999).

2. 표고버섯 분말을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의 품질 특성

1) 수분 함량

표고버섯 분말을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의 수분 함량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대조군과 표고버섯 분말 첨가군들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스폰지 케이크의 수분 

함량은 스폰지 케이크의 저장성과 조직감을 결정하는 중요

한 인자 중에 하나이며, 케이크의 수분 함량이 높을수록 부

드럽다는 연구(Yook 등 2000)와 같이 수분 함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표고버섯 분말 첨가에 따른 스폰지 케

이크의 수분 함량의 변화가 없음은 표고버섯 분말 첨가로 

인한 조직감을 저하시키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2) 부피 지수와 무게 측정

표고버섯 분말을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의 부피 지수와 무

게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부피 지수는 대조군이 13.75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표고버섯 분말 3～6% 첨가군에

서는 높은 값으로 증가하다가 9～12% 첨가군에서는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으나, 표고버섯 분말 첨가군이 대조군보다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무게는 대조군과 12% 첨가군이 유사

한 값을 보였으며, 표고버섯 분말 3% 첨가군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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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Volume index and weight of sponge cakes with Lentinus edodes powder

Lentinus edodes powder(%)
0 3 6 9 12

Volume index  13.75±0.95c  15.49±1.03a  15.73±0.55a  14.72±0.69b  14.16±0.60bc

Weight(g) 312.81±1.54ab 314.21±2.51a 311.86±1.99ab 310.34±2.50b 313.25±4.30ab

Mean±S.D.(n=12). Mean in a row sharing a common superscripts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3) 색도

표고버섯 분말을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의 Crust 색도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Table 6의 표고버섯 분말을 첨가한 스

폰지 케이크 Crust의 L값(명도)은 대조군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대조군에 비해 표고버섯 분말 첨가군에서 

유의성이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a값(적색도)은 대조군이 

9.43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표고버섯 분말 첨가량

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표고버섯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b값(황색도)은 대조군이 

22.45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표고버섯 분말 첨가군이 

대조군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Crust 색도는 L, a, b값 

모두 대조군에 비해 표고버섯 분말 첨가군에서 낮은 값을 보

였다. 이는 잎새버섯 분말 첨가가 sponge cake의 품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Lee 등 2007), 기능성 천연물을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의 품질 특성(Choi 등 2007), 홍삼박 분말을 첨가한 스

폰지 케이크의 품질 특성(Park 등 2008), 양송이 버섯을 첨가

한 쿠키의 품질 특성(Lee & Jeong  2009) 등의 연구들에서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표고버섯 분말 첨가군에

서 색이 어두워지는 것은 버섯 가루가 가진 색소가 스폰지 

케이크의 색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6. Hunter's color values of crust sponge cakes with Lentinus edodes powder

Lentinus edodes powder(%)
0 3 6 9 12

L 44.44±2.34a 43.14±3.28b 43.54±1.58ab 42.55±1.48b 44.23±1.75a

a  9.43±0.96a  9.16±1.19ab  8.86±0.66b  8.29±1.10c  7.64±0.84d

b 23.45±4.93a 20.50±2.47b 18.40±2.32c 19.13±2.60bc 18.85±2.05c

Mean±S.D.(n=36). Mean in a row sharing a common superscripts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Table 7. Hunter's color values of crumb sponge cakes with Lentinus edodes powder

Lentinus edodes powder(%)
0 3 6 9 12

L  60.39±0.82a  55.29±1.32b  51.69±1.46c  48.22±4.41d  49.10±0.47d

a －4.75±0.37e
－2.65±1.00d

－1.61±0.30c
－0.89±4.67b

－0.04±0.22b

b  21.22±1.93a  18.28±2.42b  16.46±2.03c  16.58±0.89c  16.02±1.62c

Mean±S.D.(n=36). Mean in a row sharing a common superscripts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표고버섯 분말을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의 Crumb 색도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표고버섯 분말을 첨가한 스폰지 케이

크 Crumb의 L값(명도)은 대조군이 60.39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표고버섯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은 값

을 나타내었다, a값(녹색도)은 대조군이 －4.75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표고버섯 분말 첨가량에 따라 각각 －2.65, 
－1.61, －0.89, －0.04로 녹색도가 낮게 나타났다. b값(황색

도)은 대조군이 21.22였고, 3% 첨가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있

었으며, 6～12% 첨가군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대
조군에 비해 표고버섯 분말 첨가군에서 낮은 값을 나타내었

다. 

4) 조직감

표고버섯 분말을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의 조직감은 Table 
8에 나타내었다. 견고성(hardness)은 대조군과 표고버섯 분말 

3% 첨가군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6% 이상 첨가군에서는 

대조군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파쇄성(fracturability)은 대

조군과 표고버섯 분말 3% 첨가군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6% 이상 첨가군에서는 대조군보다 낮은 값을 나타

내었다. 부착성(adhesiveness)은 대조군과 표고버섯 분말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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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exture characteristics of sponge cakes with Lentinus edodes powder

Lentinus edodes powder(%)

0 3 6 9 12

Hardness  44.29±10.16a  46.25± 5.72a  38.43± 3.64b  40.92± 4.76ab  41.00± 4.76ab

Fracturability  19.73± 0.18a  19.74± 0.13a  19.57± 0.08b  19.65± 0.09ab  19.68± 0.14ab

Adhesiveness 237.80±91.31a 211.73±25.82a 201.36±14.79a 221.13±23.76a 244.57±40.30a

Chewiness  40.22±16.17ab  46.25± 5.72a  38.43± 3.64b  40.92± 4.76ab  41.00± 4.76ab

Resilience   1.55± 0.10c   1.63± 0.07ab   1.67± 0.01a   1.61± 0.04b   1.60± 0.04b

Mean±S.D.(n=12). Mean in a row sharing a common superscripts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군들이 유사한 값을 나타냈으며, 씹힘성(chewiness)은 표고버

섯 분말 3% 첨가군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복원성

(resilience)은 대조군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표고버섯 

분말 첨가군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5) 관능검사

표고버섯 분말을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의 소비자 기호도 

조사 결과는 Table 9에 나타내었다. 색(color), 향미(flavor) 부
드러운 정도(softness)는 대조군이 가장 높았고, 표고버섯 분

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는 표고버섯 분말 6%에서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표고버섯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색으로 인하여 스폰지 

케이크의 표면과 내부 색깔이 어둡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

Table 9. Consumer acceptance test of sponge cakes with Lentinus edodes powder

Lentinus edodes powder(%)

0 3 6 9 12

Color 7.22±1.29a 5.85±1.30b 5.14±1.36c 4.67±1.58d 4.48±1.96d

Flavor 6.46±1.64a 5.42±1.51b 5.06±1.47b 4.42±1.51c 4.26±1.70c

Softness 6.46±1.55a 5.52±1.44b 5.18±1.38b 4.55±1.48c 4.46±1.54c

Overall acceptability 6.48±1.49a 5.48±1.29b 4.93±1.32c 4.44±1.50d 4.22±1.61d

Mean±S.D.(n=85). Mean in each row sharing a common superscripts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Table 10. Characteristic intensity of sponge cakes with of Lentinus edodes powder

Lentinus edodes powder(%)

0 3 6 9 12

Lentinus edodes-flavor 1.99±1.58e 3.71±1.84d 4.91±1.68c 5.68±1.58b 6.61±1.78a

Pleasant taste 3.52±2.27c 4.00±1.75bc 4.46±1.72ab 4.53±1.54ab 4.92±1.85a

Egg-flavor 6.27±1.95a 4.98±1.91b 4.58±1.90bc 4.44±1.78bc 4.18±1.99c

Moistness 5.53±2.15a 4.61±1.87b 4.45±1.76bc 4.14±1.57bc 3.93±1.86c

Off-flavor 2.82±2.04c 3.32±1.79bc 3.72±1.84ab 3.85±1.93ab 4.08±2.16a

Mean±S.D.(n=85). Mean in each row sharing a common superscripts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로 사료된다. 
표고버섯 분말을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의 특성 강도 조사

는 Table 10에 나타내었다. 표고버섯 향(Lentinus edodes-flavor)
은 대조군이 가장 낮았고, 표고버섯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증가하였다. 구수한 맛(pleasant taste)은 대조군이 가장 낮

았고, 첨가군은 표고버섯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였다. 계란향(egg-flavor)은 대조군이 가장 높았고, 표고버섯 분

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표고

버섯 분말로 인해 스폰지 케이크 특유의 향인 비린내가 감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촉촉함(moistness)은 대조군이 가장 높았

고, 표고버섯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졌다. 부적합한 

향미(off-flavor)는 대조군이 가장 낮았고, 표고버섯 분말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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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 이용가치가 높은 표

고버섯 분말을 스폰지 케이크 제조에 이용하기 위하여 표고

버섯 분말을 3, 6, 9, 12%로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를 제조하

여 품질 특성을 파악하고 최적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였다. 
표고버섯 분말을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 반죽의 점도, 비중, 

수분 함량은 대조군과 표고버섯 분말 첨가군 들 간에는 유의

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고버섯 분말을 첨가한 스폰

지 케이크의 부피 지수는 대조군이 13.75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표고버섯 분말 3～6% 첨가군에서는 높은 값으

로 증가하다가 9～12% 첨가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으나, 표고버섯 분말 첨가군이 대조군보다는 높은 값을 나타

내었다. 무게는 대조군과 12%첨가군이 유사한 값을 보였으

며, 표고버섯 분말 3% 첨가군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

다. Crust 색도 L, a, b는 모두 대조군에 비해 표고버섯 분말 

첨가군에서 값이 낮게 나타났고, Crumb 색도 L은 대조군에

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표고버섯 분말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a는 대조군이 가장 높은 값

을 나타냈으며, 표고버섯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은 값

을 나타내었다. b는 대조군과 3% 첨가군간에 유의적인 차이

가 있었으며, 6～12% 첨가군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다. 표고버섯 분말을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의 견고성(hardness)
은 대조군과 표고버섯 분말 3% 첨가군에서는 차이가 없었으

나, 6% 이상 첨가군에서는 대조군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

다. 파쇄성(fracturability)은 대조군과 표고버섯 분말 3% 첨가

군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6% 이상 첨가군에서는 

대조군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부착성(adhesiveness)은 대

조군과 표고버섯 분말 첨가군들이 유사한 값을 나타냈으며, 
씹힘성(chewiness)은 표고버섯 분말 3% 첨가군에서 가장 높

은 값을 나타냈다. 복원성(resilience)은 대조군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표고버섯 분말 첨가군에서는 유의적인 차

이를 나타내었다. 관능검사의 색(color), 향미(flavor), 부드러운 

정도(softness),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는 대조

군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표고버섯 분말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표고버섯 향(Lentinus edodes- 
flavor), 구수한 맛(pleasant taste), 부적합한 향미(off-flavor)는 

대조군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표고버섯 분말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계란향(egg-flavor), 
촉촉함(moistness)은 대조군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표
고버섯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조군이 기호도 검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표고버섯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낮은 점수를 나타내긴 하였지만, 전체적인 품질 특성의 결

과를 고려할 때 표고버섯 분말의 3% 첨가가 최적의 배합비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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