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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retarding retrogradation of sponge cakes made with 
red yeast rice (RYR) flour. RYR (Monascus nuruk) is known to help digestion, smooth blood flow, and have 
anti-cancer, anti-microbial, and inhibitory effects against biosynthesis of cholesterol and blood pressure. This 
studys aim’ was to find the optimal proportion of RYR flour in sponge cake. RYR sponge cakes were prepared 
with various levels (0, 5, 10, 15 and 20%) replacement of wheat flour and were designated as the control 
(without RYR), RYR5, RYR10, RYR15 and RYR20 respectively. Specific gravity was the lowest in RYR15 
at 0.57, and the baking loss rat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s (p<0.05). The dough yield 
was the highest in RYR15 at 96.61. The moisture contents was highest in order, control, RYR5, and RYR15 
at 28.67%, 28.18%, and 26.82% respectively. The L-value of crust tended to increase according to the level 
of RYR, but the L-value of crumb decreased in accorddance with the the content of RYR. The a-value of 
crust also decreased according to the level of RYR, although the a-value of crumb increased in response to 
higher levels of RYR. The b-value tended to decrease with increases of RYR (p<0.05). RYR5 exhibited the 
highest pH at 8.63, compared with RYR15 (8.57). The hardness, which was measured after cooling for 1 hour, 
was the lowest in RYR15 at 163.33 g/cm2 and the springiness was not different significantly (p<0.05). Cohe-
siveness was the highest in RYR10 at 133.06%. The chewiness was the highest in RYR10 at 391.63 g․cm 
and lowest in RYR15 ast 169.62 g․cm. Avrami equation showed that RYR15 and RYR20 had the lowest 
Avrami exponent (n) at 0.0664 and 0.4983 respectively. Time constant (1/k) was the highest in RYR15 at 
200.00. Sensory evaluation revealed that RYR15 was the highest in color (5.50), flavor (4.95), sweetness 
(4.90), chewiness (4.75), and overall acceptability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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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홍국(Monascus nuruk)은홍국곰팡이인홍국균
을쌀에번식시킨것으로, 오래전부터착색, 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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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등의목적으로중국, 대만, 일본등지에서이
용되어왔다(Jeong EJ 등 2013). 본초강목(本草綱
目) 및 천공개물(天工開物)에서 홍국은 한방약으
로도 이용되어 소화를 도와 혈액의 흐름을 원활

하게하고, 내장을강하게하며, 위를상쾌하게하
는등다양한약리효능이기재되어있다(Kang DZ 
등 2003). 최근에는 홍국의 식품 기능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항암, 향균, 콜레스테롤
생합성억제, 혈압강하등홍국이갖는약리효과
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와 함께 홍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Heber D 등 1999; Lee CL 
등 2006). 홍국에 대한 연구로는 홍국 분말을 첨
가한쿠키의품질특성(Jeong EJ 등 2013), 홍국과
쌀을 첨가한 머핀의품질특성(Choi HS 2012), 홍
국유래 Monacolin K의안정성및분리(Choi MY 
등 2004), 홍국균 발효 메밀에서의 rutin과 mo-
nacolin K의 함량 변화(Kang DZ 등 2003), 홍국
분말을 첨가한 식빵의 품질특성(Kim DW․Kim 
YH 2003) 등이 있다.
최근급격한서구화에따라우리나라식생활의

주식으로써밀가루제품의비중이점점증가하고

있으며(Kim DW․Kim YH 2003), 제과제빵 산업
의 발전과 함께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

심으로밀가루만사용한것보다는기능성재료를

첨가하여 만든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있다(Kim SS 등 1997). 빵 반죽에 밀가
루 이외의 다른 곡류 분말을 첨가하면 빵의 맛, 
영양성 및 저장성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Chung 
JY․Kim CS 1998). 스폰지케이크는다른케이크
들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며, 거품
반죽을 형성하는 계란 단백질의 변성에 의해 만

들어진다(Woo I 등 2006). 스폰지 케이크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곡물이나 채소, 과일 분말을 이용한
선행연구로는돼지감자분말을첨가한스폰지케

이크의 품질특성(Suh KH․Kim KH 2014), 자색
고구마분말을첨가한스폰지케이크의품질특성

(Park JS 등 2011), 렌틸-밀분말을첨가한케이크
의품질특성(De la Hera 등 2012) 그리고녹차분

말을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의 품질 특성(Lu 등
2010)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식품인 홍국 분말을 첨

가하여스폰지케이크를제조하였으며, 반죽의비
중, 굽기 손실률, 반죽수율, 수분함량, 색도, pH, 
조직감 및 관능검사 등을 측정하여 홍국 스폰지

케이크의 품질 특성 및 저장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홍국이노화에미치는영향은 0, 6, 24 및
36시간경과후경도변화를이용하여 Avrami 방
정식에 따라 홍국 스폰지 케이크를 대조군과 비

교하여 분석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홍국(Nutryrice Co., Ltd, Korea)은 2014년 11월
14일에구입하여 —60℃이하에서동결건조한후
분말화하여 40 mesh 체에 내려 —20℃에서 냉동
보관하면서 시료로 사용하였고, 박력분(CJ Chei-
ljedang Co., Ltd, Korea), 버터(Seoul Milk, Co., 
Ltd, Korea), 달걀(Pulmuone Co., Ltd, Korea), 설
탕(CJ Cheiljedang Co., Ltd, Korea), 소금(CJ Chei-
ljedang Co., Ltd, Korea)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홍국 분말을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의

제조

홍국 스폰지 케이크는 Hong HH․Min KC 
(2003), Yi SY 등(2001)의 연구에 수록되어 있는
방법을변형하여공립법으로제조하였다. 볼에분
량의 달걀을 넣어 1단에서 30초간 Table mixer 
(KMC010, Kenwood, England)를 이용하여 저어
주고, 설탕과 소금을 넣고 3단에서 5분간 휘핑하
였다. 한번저어주고다시 3단에서 5분간휘핑하
였다. 그리고 1단에서 30초간 다시 휘핑하였다. 
체질한 박력분과 동결 건조한 홍국 분말 그리고

실온에 녹여놓은 버터를 넣고 혼합하여 반죽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반죽은 비중, 굽기 손실률과
반죽수율을 3차 측정하였다. 혼합이완료된 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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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s
Red yeast rice flour content(g/100 g wheat flour)

Control RYR5 RYR10 RYR15 RYR20

Wheat flour 100 95 90 85 80

Red yeast rice(RYR) 0 5 10 15 20

Butter 20 20 20 20 20

Egg 180 180 180 180 180

Sugar 120 120 120 120 120

Salt 1 1 1 1 1

<Table 1> Formula for sponge cakes prepared with different levels of red yeast rice flour (g)

은 8 inch의 팬에 350 g씩 각각 담아 170℃에서
미리 예열된 오븐(MC366GAAW5A, Youngreem 
electron, Korea)에서 20분간구워실온에서 1시간
방냉 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재료의 배합비는

<Table 1>과 같으며, 홍국 분말은 밀가루 중량
100 g을기준하여 0%, 5%, 10%, 15% 및 20% 수
준으로 첨가하였다.

3. 분석방법

1) 반죽의 비중, 굽기 손실률, 반죽수율의

측정

스폰지케이크반죽의비중(specific gravity), 굽
기 손실률(baking loss), 반죽수율(dough yield)은
AACC method(2000)에 따라 각 3회 제조과정 중
무게를 측정하여 아래 식으로 각각 계산하였다.

Specific gravity (dimensionless)
  = Density of cake dough/Density of water

Baking loss (%) = 100 × (Weight of dough
  —Weight of cake) ÷ Weight of dough

Dough yield (%) = (Weight of cake
  / Weight of dough)×100

2) 수분함량

수분함량은 0.3×0.3×0.3 cm 두께로 자른 스폰
지 케이크 0.5 g을 취하여 적외선 수분측정기

(MB35, OHAUS, China)로 각 3회반복하여 측정
한 후 그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3) 색도측정

스폰지케이크의 crust와 crumb 부분을 색차색
도계(CR-400, Minolt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L값(명도), a값(적색도), b값(황색도)을 측정하였
으며, △E(색차값)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였다. 각 3회 측정값의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E=

 
    

    


4) pH 측정

pH는 케이크 내부(crumb) 10 g을 90 mL 증류
수와 혼합한 후 균질기로 1분간 균질화 시킨 후
pH meter(SP-701, Suntex, Taiwan)를 이용하여 3
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5) 조직감 측정

스폰지 케이크의 조직감 측정은 Rheometer 
(Compac-100Ⅱ, Sun scientific Co., LTD)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시료(30×30×30 mm)를 3회 반
복 two-bite compression test로 원통형 probe(20 
mm diameter)를 이용하여 경도(hardness), 탄력성
(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 및씹힘성(che-
winess) 등을 측정하였다.

6) 노화속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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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Red yeast rice flour content(g/100 g wheat flour)

Control RYR5 RYR10 RYR15 RYR20

Specific gravity  0.63±0.011)d  0.80±0.02a  0.77±0.02b  0.57±0.01e  0.66±0.01c

Baking loss(%)  0.04±0.00a  0.04±0.00a  0.04±0.00a  0.03±0.00a 0.03±0.00a

Dough yield(%) 96.33±0.01d 96.45±0.01c 95.67±0.01e 96.61±0.01a 96.56±0.01b

1) Values are Mean±S.D. of 3 replicates.
a～e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2> Specific gravity, baking loss and dough yield of sponge cakes at varied levels of red yeast rice 
flour

스폰지 케이크의 저장 중 노화속도는 Rheo-
meter(Compac-100Ⅱ, Sun scientific Co., LTD)로
측정한 각 실험구의 경도를 Rojas 등(2001)이 사
용한 Avrami 방정식을 이용하여 Avrami 지수(n)
와 시간상수(1/k)를 구하였다. 

log

 ln

 


 log  log 

E1: 최대경도, Et: t시간 후의 경도, 
  E0: 초기의 경도, k: 반응속도상수(time—1), 
  n: Avrami 지수

7)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훈련된 대학원생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시료는 10×10×10 mm의크기로지름
20 cm의 백색접시에 담아 세자리 난수표로 시료
번호를 표시하여 제공하였다. 평가방법은 7점 척
도법으로 색(color), 향(flavor), 촉촉함(moistness), 
단맛(sweetness), 씹힘성(chewiness) 및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를 평가하고 통계처

리하였다.

4.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PSS 12.0 program(SPSS Inc, Chi-
cago, 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
시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p<0.05 수준에서각시료간의유의적인차이를검
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반죽의 비중, 굽기 손실률과 반죽수율

홍국 분말을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의 반죽의

비중, 굽기 손실률 및 반죽수율의 측정결과는

<Table 2>와같다. 홍국스폰지케이크반죽의비
중은 RYR15(0.57)을 제외한 홍국 분말 첨가군이
대조군(0.63)과 비교하여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
다. 이는 야콘 스폰지 케이크의 품질특성(Lee J
H․Son SM 2011)과 매생이 분말을 첨가한 스폰
지 케이크의 품질특성(Lee JH 등 2007)과유사하
였으며, 밀가루의 20～40%를쌀가루로대체한스
폰지 케이크의 반죽 비중이 대조군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Ju JE 등 2006). 
반죽의 비중이 낮으면 혼입되는 공기의 양이 적

어져 부드러운 내상이 형성되며, 비중이 높으면
부피가 작고 조밀한 기공이 형성된다(Kwon M
S․Lee MH 2015; Shin GM 2015). 비중은밀가루
의종류, 온도와시간, 믹싱조건등의영향을받는
다(Shin GM 2015). 홍국스폰지케이크의굽기손
실률은 0.03～0.04%으로 시료간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굽기 손실률은 반죽에 열이 침
투하여수증기압이증가되는굽는과정에서비점

이 낮은 액체와 물이 팽창하여 기체로 빠져나가

며발생하는손실로기체가빠져나가면서케이크

에 기공이 생기는 구조적 변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Choi GY 등 2007). 반죽수율의경우, RYR10
와 RYR15가각각 95.67%, 96.61%로가장높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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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Red yeast rice flour content(g/100 g wheat flour)

Control RYR5 RYR10 RYR15 RYR20

Moisture(%) 28.67±2.431)a 28.18±4.42a 25.93±2.05a 26.82±4.74a 24.35±0.74a

1) Values are Mean±S.D. of 3 replicates.
a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3> Moisture content of sponge cakes with different levels of red yeast rice flour

Hunter’s color value
Red yeast rice flour content(g/100 g wheat flour)

Control RYR5 RYR10 RYR15 RYR20

L
Crust 45.91±1.611)c 50.08±0.41b 56.93±0.37a 48.28±0.72bc 51.20±4.50b

Crumb 75.95±0.85a 74.97±0.50a 69.77±0.19b 65.43±1.08c 63.02±0.36d

a
Crust 11.05±0.63a 10.57±0.45ab  9.87±0.36b 10.73±0.43ab 11.20±0.63a

Crumb —6.05±0.87e
—0.17±0.14d  2.44±0.16c  6.20±0.08b  9.59±0.57a

b
Crust 21.61±0.52c 19.25±0.44bc 21.39±0.26a 18.35±0.73bc 19.72±1.35b

Crumb 26.78±0.40a 25.48±0.45b 24.43±0.07c 23.07±0.41d 22.13±0.33e

△E
Crust 47.57±1.55b 54.95±0.99a 56.20±0.64a 54.00±1.64a 55.43±0.51a

Crumb 31.01±0.45c 30.79±0.72c 34.18±0.68b 35.26±0.54b 37.03±0.55a

1) Values are Mean±S.D. of 3 replicates.
a～e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4> Color values of sponge cakes with different levels of red yeast rice flour

며, 대조군은 96.33%로가장낮게나타났다. 이는
대조군의 반죽수율이 130.81%로 가장 높게 나타
나고, 구기자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하는연구결과와상반되었으며, 굽는과정에서
기포팽창이 억제되며, 수분 증발이 잘 되지 않아
스폰지케이크무게가 증가하면서 반죽수율이증

가한 것으로 사료된다(Shin GM 2015).

2. 수분함량

홍국분말을첨가한스폰지케이크의수분함량

은 <Table 3>과 같다. 대조군의수분함량은 28.67 
%이었고, 홍국 분말첨가군의수분함량은 RYR5, 
RYR15, RYR10 및 RYR20 순으로 각각 28.18%, 
26.82%, 25.93% 및 24.35%로 대조군과 RYR5이
각각 28.67%와 28.18%로 높은 수분함량을 나타
내었다. 이는 홍삼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스폰지 케이크의 수분 함량이 감소하는 연구 결

과(Seo EO 등 2015)와 쌀겨 분말을 첨가한 스폰
지케이크의연구에서부재료의첨가량이증가할

수록 수분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과 일치하였다

(Kwon MS․Lee MH 2015). 

3. 색도

색도는 <Table 4>와 같이 홍국 분말의 첨가량

에 따라 crust와 crumb이 모두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모든 값은 Hunter’s value로 나타
내었다. Crumb는홍국분말의첨가량이증가함에 
따라 L값(명도)과 b값(황색도)이감소하였다. Cru-
st의 a값(적색도)은첨가량이증가함에따라감소
하다가 RYR10과 RYR15에서는증가하였다. Cru-
st의경우, 홍국분말첨가량이증가함에따라 L값
은 증가하였고, a값과 b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



한국조리학회지 제 22권 제 3호(2016)16

Content
Red yeast rice flour content(g/100 g wheat flour)

Control RYR5 RYR10 RYR15 RYR20

pH 8.60±0.151)a 8.63±0.01a 8.59±0.03a 8.57±0.03a 8.60±0.05a

1) Values are Mean±S.D. of 3 replicates.
a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5> pH of sponge cakes with different levels of red yeast rice flour

타내었다. △E(색차값)의 경우, crust와 crumb 모
두대조군과비교하여증가하는경향을나타내었

다. 이는홍국분말을섞어반죽하여고온으로가
열하는 과정에서 색소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되고있으며(Shin JH 등 2007a), 색도에영향
을주는주요인자로첨가되는분말의종류와색, 
조리 과정 중의 아미노카르보닐 반응, 열분해에
의한 갈변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Shin JH 등
2007b). 이는 홍삼 분말을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
(Seo EO 등 2015)와구기자 분말첨가스폰지케
이크(Shin GM 2015)에서대조군에비해 L값과 b
값이감소하고, a값이증가하는연구결과와일치
하였다.

4. pH

홍국 스폰지 케이크의 pH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같다. 대조군및홍국분말의첨가군
의 pH는 8.57～8.63으로유의적인 차이가없었다. 
RYR5의 pH가 8.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RYR15의 pH가 8.57로 가장낮게나타났다. 홍국
분말의첨가량이 10% 이상으로증가할수록 pH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홍국과 쌀을 첨가
한 머핀의 pH가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였다는연구결과와유사하였으며(Choi HS 2012), 
홍국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쿠키의 pH가 높
아지는 연구(Jeong EJ 등 2013)와는 반대의 결과
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홍국 스폰지 케이크 제조
시사용되는홍국균종류에따른 pH의차이로사
료된다(Choi HS 2012). 

5. 조직감

홍국스폰지케이크의조직감특성을알아보기

위해 경도(hardness),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
(cohesiveness) 및 씹힘성(chewiness) 등을 측정하
였다(Fig. 1). 경도는 홍국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
에따라증가하다가 RYR15와 RYR20에서 163.33 
g/cm2

와 205.00 g/cm2
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이는 당 알코올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스
폰지케이크의경도가유의적으로감소하는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Chung WG․Lee JH 2010), 
식이섬유의 함유량이 높아질수록 반죽의 가스보

유력이 높아져 케이크의 부피가 커지는 것과 관

련이 있다(Gomez 등 2007). 탄력성은 대조군 및
첨가군이 96.75～103.40%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
으며, 이는 Gomez 등(2007)의연구결과와일치하
였다. 또한, 옐로우레이어케이크에 알긴산을제
외한식이섬유를첨가했을때탄력성에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Carson JK 
2014). 응집성의경우, RYR10이 133.06%로 가장
높은값을나타내었으며, RYR15와 RYR5가각각
103.93%와 103.92%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
다. 씹힘성의경우, RYR10이 391.63 g․cm로가장
높았으며, RYR15가 169.62 g․cm로가장낮은값
을 나타내었다.

6. 경도 변화를 Avrami Kinetics에 적용

한 노화 억제 효과

홍국분말을농도별로첨가하여스폰지케이크

를 제조한 후 20℃에서 0, 6, 24 및 36시간 경과
후 스폰지 케이크의 경도의 변화를 Avrami 방정
식에 따라 노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Kim SS․
Chung HY(2010)의연구에따라대조군과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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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xture properties of sponge cakes with different levels of red yeast rice flour.
Values are Mean±S.D. of 3 replicates.
a～e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Avrami equation analysis
Red yeast rice flour content(g/100 g wheat flour)

Control RYR5 RYR10 RYR15 RYR20

Avrami exponent (n)1) 0.22593) 1.2291 1.1295 0.0664 0.4983

Rate constant (k)2) 2.83×10—2 18.83×10—2 16.17×10—2 0.5×10—2 4.17×10—2

Time constant (hr) (1/k) 35.34 5.31 6.18 200.00 23.98
1) Values obtained from slop of plot log{—ln(EL—Et)/(EL—E0)} vs log t.
2) Values obtained from slop of plot ln(EL—Et) vs time.
3) Values are Mean±S.D. of 3 replicates.

<Table 6> Avrami exponent(n), rate constant(k) and time constant(1/k) of sponge cakes

여효과적인노화억제물질의기준을 Avrami 지
수(n)가낮은값으로판단하였다. <Table 6>과같

이스폰지케이크의결정화상태를나타내는 Av-
rami 지수(n)의값은대조군이 0.2259를나타내었
으며, RYR5와 RYR10의 경우 1.2291과 1.1295

를 보였다. RYR15와 RYR20은 각각 0.0664와
0.4983을 나타내었다. 이는 떡의 노화에 대한 연
구(Kim SS․Chung HY 2010)에서 Avrami 지수
(n)가대조군에서 1.708, 3% 트레할로스첨가군이
2.552, 9% 트레할로스 첨가군이 1.501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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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y 
properties

Red yeast rice flour content(g/100 g wheat flour)

Control RYR5 RYR10 RYR15 RYR20

Color 4.50±1.151)bc 4.10±1.02c 4.40±1.10bc 5.50±1.32a 5.00±1.38ab

Flavor 4.40±1.10ab 4.50±0.83ab 4.15±0.75b 4.95±0.83a 4.55±1.05ab

Moistness 4.75±1.33a 4.10±1.29a 4.10±1.33a 4.50±1.32a 4.60±1.14a

Sweetness 4.40±1.05ab 4.00±0.97b 4.30±0.92ab 4.90±1.02a 4.45±0.94ab

Chewiness 3.75±1.21b 4.25±1.16ab 3.90±1.02b 4.75±1.07a 3.45±1.54b

Overall acceptability 4.25±1.07a 4.15±1.09a 4.15±0.75a 4.60±1.14a 4.15±1.23a

1) Values are Mean±S.D. of 3 replicates.
a～c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7> Sensory preference scores for sponge cakes with different levels of red yeast rice flour

는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Avrami 지수(n)가 대조
군이 1.15, 30% sourdough가 1.20, 50% sourdough
가 1.04 그리고 100% sourdough가 1.05로 나타난
결과와유사하였다(Chung HC 2008). 이는 RYR5
와 RYR10보다 RYR15와 RYR20이노화 억제 효
과가있다는것으로보여진다. Gomez 등(2009)의
연구에서는 식이섬유가 저장기간 동안 케이크의

조직감의변화를작게만들며, 전분과의상호작용
으로케이크의수분보유력을높여주어노화를방

지해줄수있다고하였다. 시간상수(1/k)는속도상
수(k)의 역수를사용하였다. 노화 억제 물질의효
과기준은대조군과비교하여시간상수(1/k)가높
은값으로판단하였다(Kim SS․Chung HY 2010). 
노화의 속도를 나타내는 시간상수(1/k)는 대조군
이 35.34이었고, 홍국 분말 첨가군의 경우는

RYR15가 200.00, RYR20이 23.98을 나타내었다. 
이는대조군의시간상수(1/k)가 82.64였고, 실험군
의 경우 104.17～400.00 범위에 있었던 트레할로
스와변성전분혼합사용떡의결과와유사하였으

며(Kim SS․Chung HY 2010), sourdough를 첨가
한 빵에서 sourdough의 첨가량이 증가될수록 시
간상수(1/k)의값이커지고, 노화속도가감소하는
결과와 일치하였다(Chung HC 2008). RYR15의
시간상수(1/k)가 200.00으로 노화의 진행속도가

가장 낮았으며, RYR15와 RYR20이 RYR5와
RYR10보다 노화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7. 관능검사

관능검사의 측정결과는색(Colour), 향(Flavour), 
촉촉함(Moistness), 단맛(Sweetness), 씹힘성(Che-
winess) 그리고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
tability)에서시료간의 유의적인차이를나타내었
다(Table 7). RYR15가 다른 시료들에 비해 색도
(5.50), 향(4.95), 단맛(4.90), 씹음성(4.75) 그리고
전반적인기호도(4.60)에서높은점수를나타내었
다. 관능검사결과, RYR15가스폰지케이크의품
질을향상시키는데가장적합한것으로여겨지며, 
이는홍국분말을이용한 sourdough bread에서홍
국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단맛의 점수가

높아지는경향을보였으며(Lee JH 등 2007), 대조
군과 비교하여 홍국 분말을 첨가한 식빵의 기호

도가 맛과 질감에서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

였다(Kim DW․Kim YH 2003).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밀가루 중량의 0%, 5%, 10%, 
15% 및 20%의 비율로 홍국 분말을 첨가하여 스
폰지 케이크를 제조하고, 스폰지 케이크의 품질
특성 및노화 억제효과에대해 살펴보고자 하였

다. 홍국 스폰지 케이크의비중은 RYR15(0.57)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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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홍국 분말 첨가군이 대조군(0.63)과 비교
하여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반죽 수율의 경
우, RYR15가 96.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분
함량 측정결과, 대조군을 포함하여 RYR5 및
RYR15가 각각 28.67%, 28.18% 및 26.82%로 높
은수분함량을나타내었다. 스폰지케이크외부 L
값(명도)은홍국분말의첨가량에따라명도가증
가하였고, 반면에스폰지케이크내부 L값은홍국
분말의첨가량이증가함에따라감소하는경향을

나타내었다. b값(황색도)의 경우, 홍국 분말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스폰지 케이크의 외부, 내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색차값)의 경
우 crust와 crumb 모두대조군과비교하여증가하
는경향을나타내었다. 대조군및홍국분말의첨
가군의 pH는 8.57～8.63으로 알칼리성을 나타내
었다. 조직감을 측정한 결과, 경도는 홍국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RYR15와
RYR20에서 163.33 g/cm2

와 205.00 g/cm2
로 감소

하는경향을나타내었다. 탄력성은시료간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다. 응집성의 경우, RYR10이
133.06%로가장높았으며, 씹힘성의경우 RYR10
이 391.63 g․cm로가장높았고, RYR15가 169.92 
g․cm로 가장 낮았다. Avrami 지수(n)의 값의경
우, 대조군이 0.2159를 나타내었으며, RYR5와
RYR10이 각각 1.2291과 1.1295를 나타내었다. 
RYR15와 RYR20은각각 0.0664와 0.4983을나타
내었다. 이는 Avrami 지수(n)의값이적은 RYR15
와 RYR20이 RYR5와 RYR10보다 노화 억제 효
과가 크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시간상수(1/k)는
RYR20이 200.00으로 노화의진행속도가가장낮
았으며, RYR15와 RYR20이 다른 첨가군에 비해
노화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능검사
결과, RYR15가색(5.50), 향(4.95), 단맛(4.90), 씹
힘성(4.75) 및전반적인기호도(4.60)에서가장높
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볼
때 홍국 분말을 첨가하여 스폰지 케이크 제조시, 
스폰지케이크의 품질 특성 및 노화 효과를향상

시킬 수 있는 적절한 첨가비율은 15%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글 초록

본 연구에서는 소화와 혈액순환을 돕고, 항암, 
향균, 콜레스테롤 생합성억제, 혈압강하등의생
리활성 기능을 함유한 홍국 분말을 스폰지 케이

크에 첨가하여 가장 적합한 배합비율을 찾고자

하였으며, 홍국스폰지케이크의품질특성및노
화억제영향을살펴보았다. 홍국분말은동결건
조하여 40 mesh 체를통과한것을사용하였고, 밀
가루의 0%, 5%, 10%, 15% 및 20%로첨가수준을
달리하여 control, RYR5, RYR10, RYR15 및
RYR20으로 스폰지 케이크를 제조하였다. 비중
측정결과, RYR15가 0.57로가장낮은비중을나
타내었으며, 굽기 손실율의 경우 대조군 및 첨가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0.05). 반죽 수율의 경우, RYR15가 96.61로 가장
높게나타났다. 수분함량측정결과, 대조군, RYR-
5 및 RYR15가이 28.67%, 28.18% 및 26.82% 순으
로 높은 수분함량을 나타내었다. 색도는 스폰지
케이크 외부의 L값(명도)의 경우 홍국 분말의 첨
가량에따라 L값이증가하였고, 반면에스폰지케
이크내부의 L값은첨가량에따라감소하는경향
을 보였다. a값(적색도)의 경우,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외부의 a값은 감소하였으며, 내부의 a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b값(황색도)의 경우, 홍
국분말의첨가량이증가할수록스폰지케이크의

외부, 내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H의
경우, RYR5가 8.63으로가장높은값을나타내었
으며, RYR15는 8.57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
다. 스폰지케이크를제조하여 60분간방냉후조
직감을 측정한 결과, 경도는 RYR15가 163.33 
g/cm2로 가장 낮았으며, 탄력성은 시료간 유의적
인 차이가없었다(p<0.05). 응집성의경우 RYR10
이 133.06%으로 가장 높았다. 씹힘성의 경우, 
RYR10이 391.63 g․cm로가장높았으며, RYR15
가 169.92 g․cm로 가장 낮았다. 노화 억제 분석



한국조리학회지 제 22권 제 3호(2016)20

을 위한 Avrami 방정식에서는 RYR15와 RYR20
이 각각 0.0664와 0.4983으로 시료 중 가장 낮은
Avrami 지수(n)를 나타내었으며, 시간상수(1/k)는
RYR20이 200.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능
검사 결과, RYR15이 색(5.50), 향(4.95), 단맛
(4.90), 씹힘성(4.75) 및 전반적인 기호도(4.60)에
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주제어: 아브라미지수, 품질특성, 홍국 (RYR), 
노화 억제, 관능검사, 스폰지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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