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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의 저장기간 변화에 따른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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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quality and characteristics of purple sweet potato sponge cake were studied with the addition of different proportions 
of purple sweet potato powder depending on storage period The pHs, heights, and weights of doughs were in the ranges 
of 6.3~6.5, 4.8~4.4 cm and 397~418 g, respectively. The sponge cake groups with the addition of different proportions 
of purple sweet potato powder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hardness, adhesiveness, cohesiveness, gumminess, 
and chewiness, according to texture profile analysis. The difference in colors of sponge cakes with addition with purple 
sweet potato revealed that L-value and b-value were significantly reduced but a-value especially increased according to the 
density.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it was confirmed that the stoma size of purple sweet potato sponge 
cake become smaller and the stoma wall became thicker in proportion to the contents of purple sweet potato powder, which 
could result in an increased level of water content after a long period pf storage. According with the observations, water 
content remarkably increased after 4~6 days of storage and the ability to keep water content seemed to contribute to 
extention the shef-life of sponge cakes. In sensory evaluation, sponge cakes with high contents of purple sweet potato were 
preferred and cakes with the addition of 25% and 30% purple sweet potato powder was most preferred. It was expected 
that the shelf-life of purple sweet potato sponge cake was 4 days under the normal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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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구마(Ipomoea baratas L.)는 중남미가 원산지로 18세기 

조선 영조 때 조엄이 일본으로부터 처음 도입한 이래로 쌀, 
보리와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한 식량자원이자 구황식물이었

다(Woolfe JA 1992, Teow 등 2007, Yang 등 2012). 일반 고구

마는 수분이 약 68~70%, 전분이 16~24%, 미량성분으로 단백

질 1.8%, 지방 0.6%, 무기질, 비타민이 4% 미만인데, 건조 고

형물 중에는 당류가 주요한 급원으로 75~80% 이상이다. 반면

에, 자색고구마 중 포도당 함량은 일반고구마의 당성분에 비

해 적고 아밀로오스도 적지만(Choi & Lee 2000), 단백질과 무

기질, 칼륨 등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현대인이 부족하기 쉬

운 영양소가 많아 최근에 그 소비량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

다(Reddy & Sistrunk 1980, Almedia & Peteado 1988, Kim 등 1995).
오늘날 현대인들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각종 성인

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따라서 반면에, 기호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주요한 

재료로 고구마(Ipomoea batatas L. Lam.)가 재조명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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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처럼 고구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은 자색고구마 중 안토시아닌 색소와 총 페놀과 캐로티노이

드 함량 등 항산화 성분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Song 등 2005, Lee 등 1997, Kim & Lee 2013, Toew 등 2007). 
따라서 과거에 비해 고구마의 소비량과 재배면적도 점차 증

가하고 있으며(Park 등 2008),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따라서 고구마를 이용한 제품뿐만 아니라, 유색

을 띠는 자색고구마에 관한 연구 개발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국내․외 자색고구마에 관한 연구로는 젤리(Choi 
& Rim 2013), 고구마칩과 스낵(Yang 등 2012), 팽화과자(Chun 
등 2012), 소주(Park 등 2008), 막걸리(Chon 등 2013), 된장

(Bae 등 2012) 등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 보고되었다. 자색고

구마의 기능성 연구로는 의약품 및 화장품(Choi 등 2011)에 

이용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hyaluronic acid, hyaluronidase 
등을 함유하여 상처 치유 능력과 항염증 효과를 가지기 때문

이라고 알려졌다. 고구마의 알려진 기능성은 항암, 고혈압 조

절, 생리활성 조절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Jeong 등 

2002). 고구마 디너롤(Mo 등 2013)을 쥐에게 먹여 당뇨를 유

발한 쥐와 비교 실험을 통해서 고구마가 항당뇨에도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최근에는 재배방법에 따른 고구마의 품

질특성 및 항산화성(Han 등 2013; Kwak 등 2013; Islam 등 

2009) 등과 가열방법에 따른 고구마의 호화도를 측정한 논문

이 보고되었다(Shin 등 1986).  
자색고구마 식빵의 개발에 관한 보고(Lee & Park 2011)와 

자색고구마 가루를 9%까지 첨가한 머핀류를 제조한 보고(Ko 
& Yoo 2012)에서는 자색고구마 가루를 20%까지, 자색고구

마 스펀지케이크에서는 30%까지 첨가하였다(Park ON 2010, 
Kim & Lee 2013). 

따라서 구연산과 같은 산을 0.3% 정도 첨가하여 자색을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Kim & Lee 2013). 
한편,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촉감을 가지는 자색고구마 스

펀지케이크는 일반 스펀지케이크보다 수분결합능력이 82.54%
나 되어, 수분 보유력이 크고 아밀로오스 함량이 낮으므로 고

구마 전분보다 consistency와 setback이 낮아 노화속도가 느리

다고 보고되었다(Choi 등 2000). 최근까지 국내에서 스펀지케

이크의 제품군에 관한 연구로는 국내산과 수입 밀가루에 따

른 이화학적 관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Oh 등 2007)와 자색고

구마 스펀지케이크의 이화학적 농도별 연구(Park ON 2011)
가 이루어졌으나, 제품의 저장 기간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제품에 대한 저장성 연구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자색고구마의 저장기간 중 관능적․기계적

인 품질 특성의 조사와 전자현미경을 통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기초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장기간별 품질특성의 변화를 측

정하여 최적의 가식기간 설정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을 알아보았다. 또한, 자색고구마를 첨가한 스펀지케이크의 

수분과 색도 등을 조사하였다. 향후 여러 가지 온도 범위(5℃, 
25℃, 35℃) 등에서 가속실험을 통하거나, 지방산의 산화 실

험 등을 추가로 한다면 유통기한을 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로

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실험에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 제조에 박력분(Daehan 

Flour Mills Co, Ltd, Seoul, Korea)을 사용하였고, 자색고구

마 가루(Jungwoodang, Muan, Korea), 소금은 제재염(Sempio, 
Icheon, Korea), 계란(Sinsunran, Kyungkido, Korea), 버터(Seoul 
Dairy Co, Yangju, Korea), 베이킹파우더(Jenico, Pyeongtaek, 
Korea), 바닐라향(Sungjin, Seoul, Korea), 구연산(Duksan Che-
micals, Incheon, Korea)을 사용하였다. 설탕은 정백당(CJ 
Jheiljedang, Yangsan, Korea)을 사용하였다. 

2.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 제조 방법 및 저장 실험
본 실험에 다음에 사용한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 제조 

방법은 전 보(Kim & Lee 2013)와 같은 배합비율로 하였다. 예
비 실험을 통하여 자색고구마 가루의 배합 비율은 0, 5, 10, 
15, 20, 25, 30%를 첨가하였다. 보통 시중에 유통되는 스펀지

케이크의 경우, 냉장온도에서 1주일 정도 유지되므로 상온

(20℃) 항온조(NEW PROOFER II, Sungdong Co. Korea)에서 

0~7일 동안 스폰지케이크의 저장기간에 따른 품질 변화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3. pH 측정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의 반죽의 pH는 시료 1 g에 3차 

증류수 40 mL를 가하여 10초간 혼합시킨 후 pH meter(version 
1.1.0, Mettler Toledo T50, Switzerland)로 3회 측정하여 평균값

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4. 중량과 높이 측정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의 중량은 평철판에 반죽을 각각 

부어 제빵용 칼로 12등분하여 각각 저울로 측정하여 저울

(Cass, Korea)로 3회 측정하여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의 중

량을 살펴보았다. 시트팬의 네 모서리 쪽의 스펀지케이크가 

보통 잘 부풀지 않아 높이 측정에 편차를 줄 것으로 간주해 

1 cm씩 잘라낸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변성전분을 첨가한 증

편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부피 측정하는 방법은 스펀지케

이크의 중심부를 수직으로 잘라, 절단면의 양 끝단에서 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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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를 표시하고, 중앙을 C로 정한 후, A와 C의 중앙에 B선을, 
C와 E의 중앙에 D선을 각각 표시하여 각 지점에서 스펀지케

이크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Lee 등 2012)을 참고하였고 스

펀지케이크의 상단에서 하단 높이를 15 cm 자로 측정하였다. 

5. 수분 함량 측정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의 수분 함량은 약 1 g을 알루

미늄 dish에 칭량하여 105℃ 상압건조법을 이용하여 Drying 
oven(Daesung magnet, Dream Science Co. Korea)에서 측정하

였다(AOAC 1995). 시료는 각각 105℃에서 2회 반복하여 측

정하였고 시료를 데시케이터에서 방냉한 후 항량이 될 때 그 

평균값으로 하였다. 
   
6. 색도 측정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의 색도(color)는 분광측색계(Chroma 

meter CR-400, Minolta, Japan)를 사용하여 명도를 나타내는 L
값(lightness),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redness), 황색도를 나타

내는 b값(yellowness)을 측정하였다. 저장 기간에 따라 대조

군과 첨가한 군 간(0~30%) 색도를 각각 3회 반복 측정하여 

저장기간(0, 4, 6, 7일)에 각각 측정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

를 구하였다. 이 때 사용한 표준 백색판의 L값은 94.34, a값은 

－0.63, b값은 2.74이었다.

7. 텍스처 측정
자색고구마의 텍스처 측정을 위해서 Texture Analyzer(Stable 

Micro Systems TEXTURE ANALY TA-XTⅡ, England)를 사용

하여 5회 반복 측정하였다. 가로 1.5 cm, 세로 2 cm, 두께 1 
cm로 제조된 시료를 2회 연속적으로 침입시켰을 때 얻어지

는 force time curve로부터 경도(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탄력성(springness), 응집성(cohesiveness), 검성(gumminess), 씹
힘성(chewiness)과 같은 TPA(texture profile analysis) parameter
를 측정하였다. 측정 조건은 pre test speed; 3.0 mm/sec, test 
speed; 1.0 mm/sec, post test speed; 1.0 mm/sec, distance; 80%, 
trigger type; auto, trigger force 5.0 g이었다.

8. 미세구조의 관찰(SEM)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 내부의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위

하여 제조한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를 실온에서 1시간 정

도 충분히 식힌 후, 각각 1 cm 두께와 너비를 각각(1.5×1.5 cm) 
크기의 블록형태로 잘라 5% pararformaldehyde와 5% glutaral-
dehyde를 함유한 PBS 용액으로 1차 고정한 후 PBS와 증류수

로 2회 씻어 준 후 2차 고정은 1% Osmium(OsO4)으로 2시간 

고정한 후 PBS와 증류수로 2회 다시 씻은 후 에탄올과 3- 
methylbuthylacetate로 탈수한 후 건조하여 CPD(Critical Point 

Dryer)를 이용하여 탈수액을 건조하여 ion coater(OsO4 Coater, 
Vacuum Device, Inc, HTC-ISW, Japan)를 이용하여 코팅하여 

분석하였다. 코팅한 시료는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4800, Hitachi, Japan)으로 가속전압 10 
kv에서 20배율로 확대하여 WD 26.8 mm 조건에서 관찰하였다.

9.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를 단순히 어느 농도

에서 기호도가 좋게 나오는지와 저장기간의 관능검사를 비

교하기 위한 관능검사는 3점법으로 훈련된 여대생 15명을 패

널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9점법을 이용하였으며 특성의 왼

쪽 1점에 가까울수록 강도가 약하고, 특성의 오른쪽 9점에 가

까울수록 강하게 나타내도록 실험하였다. 시료는 2×3 cm 크
기로 잘라서 난수표를 표기한 사기접시에 담아서 제공하였

으며, 중간에 물로 세척을 하면서 평가하였다. 평가 항목은 색

도(color, 1점 노란색, 9점 보라색), 향(flavor, 1점 매우 약하다, 
5점 보통이다, 9점 매우 강하다), 단맛(sweetness 1점 매우 약

하다, 5점 보통이다, 9점 매우 강하다), 짠맛(salt taste, 1점 매

우 약하다. 5점 보통이다, 9점 매우 강하다), 질감이 부드러운 

정도(texture, 1점 매우 연하다, 5점 보통이다, 9점 매우 단단

하다)로 차이 특성을 정량적으로 나타나도록 조사하였다. 외
관과 전체적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검사는 9점 평점법

을 이용하였고, 1점으로 갈수록 ‘매우 싫다’, 5점은 싫지도 좋

지도 않다, 9점으로 갈수록 ‘매우 좋다’를 표시하도록 하였고 

조사하였다.

10. 통계처리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의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

여 결과를 SPSS 12.0 version(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2.0 for Window)으로 분석하였다. 시료 간의 유

의성 검정은 one-way ANOVA와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각 시료간의 유의차 검정을 실

시하였다. 또한, 자색고구마가루의 첨가비와 저장기일간의 

교호작용은 Two-way ANOVA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 제조
본 실험에 다음에 사용한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 배합

비는 Table 1과 같고, 제조과정은 전 보(Kim & Lee 2013)에서 

상세히 보고하였다. 실험에 따라서 시트팬의 분량을 감안하

여 시료를 제조하였고, 각각 12 등분하여 랩으로 포장한 후 

항온기에서 저장하면서 저장기간 0, 1, 4, 6, 7일 동안 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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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for sponge cake added with purple sweet potato powder 

Sample Con.1) Purple sweet potato powder (%)
5 10 15 20 25 30

Wheat flour 100 95 90 85 80 75 70
Sugar 120 120 120 120 120 120 120
Salt 5 5 5 5 5 5 5

Whole egg 140 140 140 140 140 140 140
Butter 4 4 4 4 4 4 4
Purple sweet potato powder 0 5 10 15 20 25 30
Citrate 0.3 0.3 0.3 0.3 0.3 0.3 0.3
Vanilla flavor 0.4 0.4 0.4 0.4 0.4 0.4 0.4
Baking powder 0.4 0.4 0.4 0.4 0.4 0.4 0.4

Con.1): Non added with sweet potato powder

2. pH
자색고구마를 첨가한 스펀지케이크의 반죽의 pH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기존 보고에서 자색고구마케이크의 제조 후 

농도별 pH 변화를 이미 보고(Kim & Lee 2013)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반죽의 pH data만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대조군 

반죽의 pH는 6.33으로 자색고구마 20~30% 첨가군이 6.41~ 
6.50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반면에, 자색고

구마 5~15% 첨가군은 6.37~6.40 분포로 대조군과 약간의 차

이만 있었다. 전반적으로 자색고구마가루 첨가량에 따라 반

죽의 pH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오븐에 구은 후 자색고구

마를 첨가한 스펀지케이크의 pH 변화는 20~30% 첨가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자색고구마 첨가 빵의 품질 특성(Lee & Park 등 2011), 
오디 분말을 첨가한 파운드케이크의 품질 특성(Yoo & Jeong 
2012), 쌀가루 첨가량에 따라 자색고구마 머핀의 품질 특성

Table 2. pH of sponge cake batter with purple sweet potato powder

Con.1) Purple sweet potato powder (%)
F

5 10 15 20 25 30

pH 6.33±0.04d 6.37±0.01cd 6.40±0.01bc 6.38±0.01bc 6.49±0.01a 6.41±0.02b 6.50±0.00a 20.9***
Con.1): Non added with purple sweet potato powder, Values are Mean±S.D., n=12, ***p<0.001

Table 3. Height of sponge cake with purple sweet potato powder

Con.1) Purple sweet potato powder(%)
F

5 10 15 20 25 30
Height (cm) 4.8±0.4a 4.8±0.3ab 4.7±0.3abc 4.6±0.5abc 4.6±0.5abc 4.5±0.4c 4.4±0.4c  3.9*

Weight (g) 399.3±9.0 397.3±28.5 395.7±27.1 397±29.0 431.0±7.0 409.7±7.5 418.0±9.5 1.5
Con.1): Non added with purple sweet potato powder, Values are Mean±S.D., n=3, *p<0.05
Values within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ark 등 2012)에서 pH가 감소된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식빵

의 pH는 5.5인 반면에 스펀지케이크의 반죽의 pH는 알칼리

성인 베이킹파우더와 계란 등의 영향으로 6.33~6.50 범위로 

유의차가 큼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이 반죽을 오븐에 구운 

후 스펀지케이크의 pH는 베이킹파우더와 가열에 의한 화학

반응으로 약알칼리성(7.11~7.69)을 나타내었다. 이 때 자색고

구마 가루 자체의 pH는 5.8 정도로 제과나 제빵을 제조 후 

약산성이기 때문에 반죽의 첨가비에 따라 pH 저하의 원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고되었다(Kim & Lee 2013).

3.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의 중량, 높이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의 높이, 무게의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특히 높이에 대하여 저장기일 별로 시료의 변화한 

저장성 값은 예비실험을 통해서 2회 이상 만들어 본 결과, 성
형된 제품이 시간에 따라 크게 줄어들지 않았으므로 저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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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여기지 않아 실험하지 않았다. 또
한, 저장 기일에 따른 수분 함량을 이어서 실시하였기에 중복

되는 실험으로 간주해 실시하지 않았다. 대조군의 높이는 4.8 
cm로 자색고구마 첨가군(5~20%)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으나, 25~30%는 4.5 cm로 높이가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p<0.05). 한편, 자색고구마를 첨가한 군의 무

게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각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첨가물에 의해 무게가 다소 증가하는 결과는 

자색고구마 첨가 식빵의 발효팽창력이 대조군보다 낮게 나

타난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Park ON 2010; Lee 
& Park 2011) 

첨가물이 균일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는 자색고구마가

루가 분말 형태로 첨가되어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의 망

상구조 형성에 비교적 고른 분포를 하였으나, 25%와 30% 첨
가군에서 부피가 유의적으로 감소(p<0.05)한 것은 자색고구

마의 가루가 너무 많아 박력분과 고르게 혼합되지 않고 일부 

뭉쳐져 있어서 첨가량에 비례하여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반죽에 영향을 주어 기벽을 두껍게 

하여 팽창력이 약간 감소한 것 같다.   

4.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의 수분 함량
고구마의 수분 함량은 재배조건과 품종, 토양의 상태, 재

배지역 등에 따라 63.6~80.6 g/100 g 범위로 수분 함량이 약간

씩 다르다(Woo 등 2013). Table 4에서 자색고구마 가루로 스

펀지케이크를 제조하였을 때, 수분 함량이 자색고구마의 첨

가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색고구마 스펀

지케이크의 수분 함량은 대조군이 22.8%이었고, 30% 첨가군

은 24.0%로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에 따라 현저하게 증가하였

다. 특히 0일과 7일에서 자색고구마의 함량에 따른 유의차가 

크게 나타났고(p<0.05), 4일과 6일에 수분 함량에 따른 변화

가 크게 없었다. 이것은 수분 함량이 제조 당시에는 낮았으나, 

Table 4. Moisture content of sponge cake added with purple sweet potato

Day Con.1) Purple sweet potato powder(%)
F F=Conc.2) 

×Day5 10 15 20 25 30
0 22.8±0.8ab 21.2±0.3b B21.4±0.1b C23.4±0.1a 23.1±0.4ab B23.0±0.3ab C24.0±0.0a   3.9*

9.2***

4 24.8±1.0 24.2±1.3 A25.2±0.1 A27.7±0.3 24.6±0.2 A26.1±0.3 A27.2±0.0   2.2

6 22.2±2.9 24.2±1.3 A23.2±0.1 A26.7±0.3 24.4±0.3 A25.9±0.2 A27.3±0.1   1.3
7 23.7±0.2c 24.0±0.1cd B21.3±0.7d B24.7±0.1b 24.3±0.0bc A24.9±0.1a B24.8±0.1ab 103.2***
F 0.3 1.2 457.3*** 66.9** 1.9 20.5** 2,361.3***

Con.1): Non added with purple sweet potato powder, Conc.2): Concentration of purple sweet potato powder
Values are Mean±S.D., n=3, *p<0.05, **p<0.01, ***p<0.001
a~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01.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저장 4일에 수분 함량이 증가하여 촉촉한 질감을 주었으며, 
제조 6일까지는 유지되다가 7일이 되면서 현저히 감소하여 

노화가 진행되어 가식기간으로 적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10%, 15%, 25%, 30%에서 수분 함량이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났다(p<0.01). 따라서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의 

유통기한은 6일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자색

고구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수분 함량이 높아지는 Park 등
(2012)의 설기떡의 품질 특성 결과와 유사하였다.

5. 색도
자색고구마 가루를 다양한 농도로 처리하여 제조한 자색

고구마 스펀지케이크의 저장기간 동안 색도 측정에 관한 연

구는 Table 5와 같다. 스펀지케이크의 색이 보라색 쪽에 가까

워지고 더 선명하여 적색도(a)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0.3%의 구연산을 첨가하면 약산성이 되면서 안토시아

닌 색소의 안정화에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보

(Kim & Lee 2013)에서 보고하여 전체 시료에 모두 구연산을 

첨가하여 제조한 후 저장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즉, L값은 

20% 이상에서는 큰 유의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20%까

지 자색고구마 가루를 첨가하여 제조한 스펀지케이크에서 L
값이 감소하고, a값은 증가하며, b값은 감소하는 경향과 유사

하였다(Park ON 2011). 이는 자색고구마의 함량에 따라 보라

색이 짙어져 안토시아닌 색소가 증가하여 색도에 반영되었

기 때문에 함량에 따른 유의차가 크게 나타났다(p<0.01). 
저장기간에 따른 결과에서 L값(명도)은 저장 0~4일까지는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저장 6일째 L값이 유의적

으로 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5). a값(황색도)은 저장 

1~4일째 유의차가 없었으나, 저장 6일째와 7일이 되면서 황색

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b값(적색도)은 5% 
첨가군에서 저장 4일이 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거나, 20%군에서 저장 7일째 b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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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unter’s value of sponge cake added with purple sweet potato powder during storage period

Day Con.1) Purple sweet potato powder(%)
F F=Conc.2)

×Day5 10 15 20 25 30

L

0  B71.6±0.8a B50.0±1.8b A49.2±0.5b A44.3±1.2c A43.1±0.5c B39.7±1.4d A36.7±0.3e 435.2***

176.1***
4 AB71.3±1.2a B51.0±1.8b A49.0±0.5b A44.4±0.1c A43.1±0.5c A39.5±1.6d A37.4±1.3e 294.1***
6 AB69.2±3.7a A55.7±0.5b B45.7±2.0c A43.8±1.1c B41.2±0.6cd B35.8±1.2d B33.1±0.5e 185.0.***

7  A73.4±0.7a B52.5±0.5b B46.1±0.8c B40.6±0.6d B40.1±1.4d A38.4±0.6e A38.0±1.3e 614.7***
F 2.7 12.5.* 7.7* 26.5*** 10.2.* 6.2* 15.9**

a

0 B－4.3±0.1c 2.8±1.3b A3.7±0.6b A4.9±0.3a 5.1±0.2a AB5.5±0.1a 5.9±0.3a 134.4***

134.6***
4 B－4.3±0.1c 2.8±1.3b A3.6±0.5b A4.9±0.3a 4.8±0.4a  B5.2±0.2a 5.5±0.2a 119.5***
6 A－3.3±0.6f 1.3±0.1e B2.6±0.3d B3.9±0.1c 4.9±0.3b  A5.8±0.4a 5.3±0.5ab 228.4***
7 A－3.7±0.2f 1.5±0.1e B2.9±0.2d B4.1±0.1c 4.9±0.3b AB5.4±0.1a 5.5±0.2a 1,059.2***

F 7.6* 2.3 28.9*** 21.5*** 0.5 4.1* 0.5

b

0 19.9±0.3a A7.8±1.4b 7.6±0.3b 5.9±0.1c B4.8±0.1d  4.10±0.06d B3.2±0.12e 328.6***

112.8***
4 19.9±0.3a A7.8±1.4b 7.6±0.3b 5.9±0.1c B4.8±0.0d 4.3±0.4de B3.3±0.4e 284.6***
6 20.6±1.4a B11.1±0.2b 7.5±1.0c 4.4±0.3d B5.1±0.1d 3.8±0.3d B3.3±0.3d  71.8***
7 21.0±0.8a B10.6±0.3b 7.5±0.1c 6.3±0.1d A5.5±0.4e 4.4±0.0f A4.5±0.0f 912.8***
F 1.3 9.8* 0.04 1.0 8.3* 3.4 20.4***

Con.1): Non added with purple sweet potato powder, Conc.2): Concentration of purple sweet potato powder 
Values are Mean±S.D., n=3, *p<0.05, **p<0.01, ***p<0.001
a~f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01.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고(p<0.05), 30% 첨가군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이상에서 색도를 기준으로 볼 때 상온에서는 저장 4일까지가 

색도 변화가 최소화되는 시기이다 .
자색고구마가루 첨가량과 저장기간에 따른 색도의 교호작

용을 살펴본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p< 
0.001).

6. 텍스처
자색고구마 가루를 다양한 농도로 처리하여 제조한 자색

고구마 스펀지케이크의 텍스처로 경도, 부착성, 응집성, 검성, 
씹힘성을 측정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다. 경도(hardness)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 5.2 g/cm2와 저장 1일과 4일까지는 자색

고구마가루 5~30%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인 경도 차이는 없

었다. 그러나, 저장 6일째는 대조군 387.4 g/cm2와 자색고구마

의 첨가량을 비교했을 때 30% 첨가량은 경도가 236.4 g/ cm2

로 작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p<0.01). 이는 자색고구마 가루 

첨가로 대조군에 비해 노화가 더디게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머핀에 3~9% 자색고구마를 첨가함에 따

라 경도가 증가한다는 보고(Ko & Yoo 2012)와는 상반된 결

과이다. 그러나, 자색고구마 첨가한 설기떡의 경우, 0~40% 
첨가량에 따라 경도가 감소한다(Park 등 2012)는 연구와 잘 

일치하였다. 이는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에 따라 단맛은 증가

하였는데, 고구마는 가열온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 α-amylase
에 의해서 덱스트린으로 분해되고, β-amylase에 의해서 맥아

당으로 분해되는 당화로 인해 결과가 차이 나서 단맛과 수분

의 보류량이 많아지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경도가 감소하는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Shen & Steriling 1981; Shen & Sterling 
1981; Kum 등 1994).

부착성(adhesiveness)은 제조 1일 차는 －4.7 g/s를 보인 대

조군에 비하여 자색고구마가루 첨가량이 5~30% －5.7~－17.4 
g/s로 부착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저장 6일째 대조군의 부착성은－67.0 g/s이었고, 30% 
첨가군은 －39.4 g/s로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으로 높은 부착

성을 보였다(p<0.05). 다당류에서 이당류와 단당류로 당화되

므로 저장 1일째 단맛이 증가하였다가 6일째는 단맛이 감소

면서 부착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수분 함량과 

섬유소 등과 가장 관계가 있는 부착성은 저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수분 함량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Chen 등 1988).
응집성(cohesiveness)은 대조군이 0.4이었고, 5% 첨가군은 

0.5, 10% 첨가군은 0.4로 나타났으며, 자색고구마 함량이 15~ 
30% 첨가군의 경우, 0.3으로 유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p<0.001). 저장기간에 따른 응집성의 차이는 5%, 15% 첨가

군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김종희․이근종 한국식품영양학회지564

Table 6. Texture profile analysis parameter of sponge cake added with purple sweet potato powder

Day Con.1) Purple sweet potato powder(%)
F F=Conc.2)

×Day5 10 15 20 25 30

Hardness
(g/cm2)

1 5.20±0.2b 4.8±0.9b 4.9±0.8b 4.9±0.4b 5.1±0.7b 5.4±0.4b 5.1±0.4b    0.58N.S

39.4***
4 4.69±0.3b 4.4±0.4b 4.7±0.8b 4.3±1.2b 51±0.7b 4.6±0.2b 4.5±0.2b    0.43N.S

6 387.4±64.9a 233.2±55.8a 247.1±40.6a 428.8±60.9a 252.2±0.7a 243.3±10.1a 236.4±27.4a    6.7**

F 104.3*** 50.1*** 106.9*** 145.4*** 24.4** 1,678.7*** 214.3***

Adhesiveness
(g/s)

1 －4.7±6.1a －5.7±3.9a －9.2±1.5a －7.2±9.2b －6.4±5.5 －12.3±6.8a －17.4±11.6a   34.9***

 6.5**
4 －4.4±1.5a －6.3±3.5a －8.6±5.2a －2.9±5.6a －6.4±5.5 －6.7±2.2a －17.1±2.5a    3.9*
6 －67.0±14.0b －41.7±21.4b －43.9±14.1b －105.9±58.5b －24.9±19.4 －52.9±0.4b －39.4±11.7b    3.0*
F 48.5*** 7.9* 16.2** 7.0* 2.3N.S. 111.9*** 489.4*

Cohesiveness

1 0.4±0.0 0.5±0.1a 0.4±0.0 0.3±0.0b 0.3±0.0 0.3±0.1 0.3±0.0   11.6***

 5.3*
4 0.4±0.0 0.4±0.2ab 0.3±0.0 0.3±0.0a 0.3±0.0 0.3±0.0 0.3±0.1    4.5**
6 0.4±0.0 0.3±0.0b 0.3±0.1 0.4±0.1a 0.3±0.1 0.3±0.0 0.3±0.0    0.9N.S.

F 0.1N.S. 5.4* 0.4N.S. 6.3* 0.01N.S. 3.1N.S. 1.0N.S.

Gumminess

1 1.9±0.1b 2.2±0.5b 1.9±0.5b 4.8±2.1b 1.5±0.3b 1.8±0.3b 1.7±0.2 1,475.0***

27.0***
4 1.7±0.2b 1.8±0.1b 1.5±0.5b 1.4±0.5b 1.5±0.3b 1.7±0.1b 1.5±0.16    0.5N.S.

6 140.7±39.6a 84.5±26.8a 84.6±24.6a 155.8±41.3a 76.3±30.9a 73.7±1.9a 82.5±41.6    4.0*

F 36.9*** 28.5** 34.2** 27.1** 17.6** 4,082.9*** 53.0N.S

Chewiness

1 1.3±0.3b 1.8±0.3b 1.1±0.6b 0.3±0.2b 0.5±0.3b 1.4±0.5b 1.4±0.3  385.6***

24.3***
4 1.0±0.1b 1.1±0.2b 1.2±0.6b 0.3±0.2b 0.5±0.3b 1.2±0.3b 1.2±0.0    0.4N.S.

6 108.4±32.5a 59.6±18.1a 23.0±35.6a 43.9±25.2a 40.6±23.5a 62.6±0.2a 55.1±12.1    4.3*
F 32.7** 31.1** 17.2** 23.1** 5.2* 2,9614.8*** 58.8N.S

Con.1): Non added with purple sweet potato powder, Conc.2): Concentration(%) of purple sweet potato powder 
Values are Mean±S.D., n=3, *p<0.05, **p<0.01, ***p<0.001
a~e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01  
N.S.: Not significant

점착성(gumminess)은 대조군이 1.9로 자색고구마 함량이 

30% 첨가군은 1.7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점착성

을 보였다(p<0.001). 저장 4일째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차는 없었고, 저장 6일째 대조군은 140.7, 30% 첨가군은 

82.5로 저장기간에 따라 점착성은 증가한 반면, 자색고구마

를 첨가할수록 점착성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p< 
0.05). 이는 자색고구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섬유소와 수분의 

보유량이 크므로 촉촉하여 점착성이 감소하는 결과라고 여

겨진다.
씹힘성(chewiness) 역시 1.3을 보인 대조군에 비해 5% 첨가

군이 1.8로 가장 높은 씹힘성을 나타났으며, 15% 첨가군은 

0.3, 20% 첨가군은 0.5로 나타났다. 대조군에 비하여 25% 첨
가군과 30% 첨가군은 각각 1.4로 자색고구마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이는 자색고구마에는 섬

유소가 풍부하여 첨가비에 따라 유의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

으며, 시료의 제조 후 6일째 대조군은 108.4로 저장기간에 따

라 씹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나, 자색고구마 30% 첨가

군은 55.1로 대조군에 비하여 씹힘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p<0.05). 이상에서 자색고구마 당화에 의한 결과

로 섬유소와 수분 함량이 충분한 자색고구마를 첨가하면 씹

힘성, 부착성, 점착성과 경도를 저하를 저하시켜서 저장성 향

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7. 미세구조의 관찰
자색고구마를 첨가한 스펀지케이크의 단면 사진을 비교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사진에서 자색고구마를 첨가한 스펀지

케이크를 1.0 cm×1.0 cm 두께로 잘라서 SEM(전자현미경)사
진을 찍은 미세구조 관찰 결과는 Fig. 2와 같다. 자색고구마

가루를 농도별로 첨가했을 때 무첨가 대조군에 비해서 기공

이 크고 거칠어지며, 기공벽이 두껍고, 기공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대조군의 기공은 균일하며, 첨가군보다 팽창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색고구마는 다른 곡류보다 전분이 

단백질보다 상대적으로 많기(Kim & Rhu 1995)때문에 가스 

보유력이 약해진 것으로 사료된다. Fig. 1의 미세구조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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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icture of sponge cake added with different 
purple sweet potato powder.

수 있듯이 이는 자색고구마를 첨가한 스펀지케이크의 무게

와 높이를 측정한 Table 3의 결과처럼 첨가량이 많을수록 반

죽의 팽창력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밀도가 크며, 기

공벽이 두꺼워져 보수성이 증가하여 수분을 잘 보유하게 되

므로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의 노화가 더디게 일어나며, 
촉촉한 느낌이 더 오래 보존될 수 있었다. 이는 자색고구마를 

첨가한 거의 모든 스펀지케이크군에서는 수분의 감소가 적

기 때문에 수분보유력이 증가하는 Table 4에서 결과와 일치

하는 경향을 보였다. 식이섬유와 수분결합력에 관한 연구에

서는 식이섬유와 수분보유력이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다(Chen 
등 1988). 따라서 자색고구마를 첨가가 많을수록 경도 변화가 

더디게 일어나 결과적으로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6). 이것은 Table 6에서 기계적인 분석 결과치의 

응집성 값이 감소하는 경향과 SEM 사진에서 자색고구마가

루 첨가군이 좀 더 조밀한 정도를 나타내어 노화를 늦출 수 

Con 5% 10% 15% 20% 25% 30%

Fig. 2. Change i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of sponge cake added with purple sweet potato (First line, ×15, 
Second line, ×20, Third line, ×30).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8. 관능검사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의 정량적 묘사분석 검사와 기호

도 검사에 관한 관능검사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자색고구

마 스펀지케이크의 색의 강도는 대조군이 1.0이었고, 3.3~8.4
점으로 자색고구마의 농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p<0.001). 이는 Table 4의 기계적인 색도 측정 결과의 적색도 

항목과 관능검사에서 보라색이 진한 정도 항목이 서로 일치

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관능검사에서 시료의 부드러운 

정도 항목(texture)과 기계적 측정치에서 경도 항목 등은 반드

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관능검사 결과 중 대조군의 맛

과 전체적 기호도는 저장기간에 따른 유의차가 큰 것에 관한 

항목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p<0.05). 일부 저장 기간(1~6일)
에 따른 관능검사 수치 중 20~30%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

으로 나왔는데, 밀 및 자색고구마 가루의 제빵성에 대한 첨가

제의 영향에 관한 보고(Kim & Ryu 1997)에서 20%를 첨가한 

자색고구마의 노화 특성과 색을 고려할 때 최소한 20% 이상

이면 적당하다.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의 저장기간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25% 첨가군에서만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다. 고구마 향기는 저장 0일째 대조군(1.4)~30% 
(5.7)을 나타냈으며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에 따라 고구마의 향

기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맛은 대조군(1.4)~30%(5.9점)으로 맛의 각각 대조군과 처

리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저장 1일째 

대조군(2.9)~30%(7.2)로 자색고구마 처리군의 맛이 유의적으

로 높았다. 저장 4일째는 대조군과 첨가군 간에 유의차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조군이 0일째에 비해 유의적으로 맛

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 6일째는 맛이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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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5.7)로 첨가량에 비례하여 맛이 좋았으나, 저장기

간이 지남에 따라 0일, 1일에 비해서 맛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단맛은 0일째와 6일째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나, 1일째(5.9)~30%(7.6)와 4일째(5.7)~30%(7.0)로 나타났다

(p<0.05). 이는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에 따라 단맛은 증가하였

는데, 고구마는 가열온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 α-amylase
에 의해서 덱스트린으로, β-amylase에 의해서 maltose로 분

해되면서 단맛과 촉촉한 맛이 증가한다는 보고와 잘 일치하

였다(Shen & Steriling 1981). 저장기간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가 6일째 되면 맛과 단맛이 다소 저하되는 전체적 기호도가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고구마를 가열하면 α-amylase
에 의해서 덱스트린으로 분해되고, β-amylase에 의해서 맥

아당으로 분해된다(Kum 등 1994; Shen & Sterling 1981). 따
라서 자색고구마의 함량이 증가하면 수분을 더 많이 보유하

고 단맛이 난다. 저장기간에 따라 수분이 감소하면서 관능검

사 상 마치 단맛이 감소되는 것처럼 조사된 것은 짠맛은 대

조군(1.5점)에 비해 첨가량에 따라 30% 첨가군(3.5점)은 약

간 증가하게 나타났으나, 저장 기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단, 대조군 내에서 저장 기간에 따라 짠맛은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다(p<0.05). 이는 관능검사 기간 동안 수분이 

감소하면서 약간의 실험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자색고구마 첨가군의 저장기간에 따라 유의적인 차

이는 없어 관능검사 결과, 자색고구마 25%와 30% 첨가한 스

펀지케이크에서 맛이 좋게 나타났다. 수분 함량이 높게 나타

난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는 짠맛에는 민감하지 않은 것

으로 여겨진다. 즉, 관능검사 요원들은 대조군에 더 민감하

게 느꼈고,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 군에서는 차이가 없었

다. 이것은 맛과 전체적 기호도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

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자색고구마가루 첨가량과 저장기

간의 교호관계를 살펴보면 색도, 향, 짠맛의 유의적인 차이

가 나타났다(p<0.05).
Table 6에서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의 기계적 측정치와 

Table 7의 관능검사 측정치는 잘 일치하지는 않았다. 1일째 기

계적 측정치에서 경도, 부착성 등의 경우, 첨가량에 따라서 감

소했다고 조사된 반면에, 1일째 시료에서 관능검사에서는 첨

가량에 따라 질감의 부드러워지고 거칠어지는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다. 이는 고구마를 오븐 가열하면 전자레인지나 물로 

끓여서 가열할 때보다 관능검사에서 더 부드럽다는 보고와 

잘 일치하였다(Kum 등 1994). 4일, 6일째도 첨가량에 따라 다

소 거칠어진다는 보고와 유사하게 조사되었고, 첨가량에 따

라 큰 유의차가 없었다. 반면에 0일째는 첨가량에 따라 조직

이 약간 거칠어지며, 유의차가 크게 나타났다(p<0.05). 자색고

구마의 첨가량이 스펀지케이크의 조직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자색고구마 동결건조 분말을 첨가한 제품으로는 

생면의 경우 6%까지 첨가한다고 연구되었고(Lee JS 2012), 자
색고구마 식빵은 5~10%(Lee & Park 2011)까지, 자색고구마

를 첨가한 머핀에 관한 연구(Ko & Yoo 2010)에서는 9%까지 

분말을 첨가하였고, 자색고구마를 첨가한 젤리의 경우는 대

조군보다 오히려 관능검사에서 전체적 기호도가 감소하였다

(Choi 등 2013). 자색고구마 첨가한 설기떡에 관한 연구(Park 
등 2012)에서는 전자레인지에 익힌 자색고구마를 40%까지 넣

었으며, 생고구마를 첨가한 설기떡의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에

서는 생고구마를 25%까지 첨가하였다(Oh & Hong 2008).
본 연구에서는 Table 7에서도 자색고구마 첨가한 스펀지케

이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색고구마분말의 첨가

량은 20~30%까지 첨가할 때 맛과 전체적 기호도 면에서 적

합한 비율이라고 여겨진다.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의 외관과 전체적 기호도 검사는 

싫다(1점)와 매우 좋다(9점) 항목에 대한 기호도 조사로 Table 
7에 나타내었다.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의 외관은 싫다(1
점)와 매우 좋다(9점) 항목에 대한 자색고구마 25%(6.6점), 
30%를 첨가한 스펀지케이크가 6.9점으로 대조군(6.7점)과 함

께 유의적으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패널들은 고구마

를 첨가한 스펀지케이크의 외관을 대조군보다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관에 관한 항목으로 고구마를 오븐에 

구웠을 때가 삶거나 전자레인지에 가열했을 때보다 좋아진

다는 보고(Kum 등 1994)와 잘 일치하였다.    
전체적 기호도는 0일째 대조군(6.1점)과 자색고구마 스펀

지케이크(30%)는 6.7점으로 첨가량을 전혀 넣지 않거나 자색

고구마 첨가량이 20~30%가 전체적 기호도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이는 제조 1일째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5~15%로 적게 자색고구마를 첨가하는 것보다는 20% 이상을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저장 4일째와 6일째는 대

조군(5.9점)과 처리군(6.7점) 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7).
파운드케이크의 전체적 기호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오디 

분말을 10%까지 첨가하였을 때 전체적 기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색고구마를 첨가하였을 때는 20~30%로 높

은 함량을 더 선호하므로 서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Yoo & 
Jeong 2012). 반면에 자색고구마 젤리를 제조할 경우 2% 범위

를 선호하였으며, 소비자 평가에서 그 향과 맛에 익숙하지 않

아 거부감을 느낀다고 보고되어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와 

상반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Choi & Lee 2013).
일반적으로 기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능성 물질의 

첨가량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상의 관능검사 결과, 종래의 

가공식품에 비해 자색고구마 스폰지케이크는 비교적 다량의 

자색고구마 첨가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기호도와 적당기간

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에 자색고구마 가공식품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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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ensory characteristics of sponge cake with purple sweet potato powder

Day Con.1) Purple sweet potato powder (%)
F F=Conc.2)

×Day5 10 15 20 25 30

Color 
intensity

0 1.0±0.0f 3.3±13e 4.7±1.0d 5.5±1.2c 6.5±0.7b 7.1±0.6b 8.4±0.6a 119.6***

 5.6*
1 1.1±0.3d 4.5±1.4c 5.1±2.0bc 5.9±0.7b 7.3±0.6a 8.1±0.8a 8.1±2.1a  50.9***
4 1.4±0.8f 4.3±1.9e 5.7±1.6d 6.6±1.5cd 7.1±1.1bc 7.7±0.9ab 8.6±1.6a  43.6***
6 1.3±0.6e 4.4±1.9d 5.1±1.6cd 6.0±1.4bc 6.8±1.0bc 8.1±0.8a 8.6±0.9a  55.4***
F 2.7N.S 1.7N.S 1.1N.S 1.9N.S 1.8N.S 5.5** 0.4N.S

Sweet 
potato
flavor

0 1.4±1.82d 2.9±2.1cd 3.1±1.9c 3.8±2.0bc 3.3±18bc 4.8±2.4ab 5.7±2.6a   6.7***

10.4**
1 3.3±2.6b 3.4±2.1b 3.6±1.9b 4.6±1.3b 4.5±2.5b 6.8±2.0a 6.9±1.3a   7.6***
4 3.7±2.0b 4.4±1.8b 1.5±1.9ab 3.7±2.2a 4.3±2.1b 4.8±1.8ab 6.0±1.8a   2.2*
6 4.1±2.9bc 4.3±1.9bc 3.9±1.8c 4.6±2.0abc 5.7±1.0ab 6.2±1.9a 5.9±2.7ab   2.7*
F 4.2* 2.1N.S 1.6N.S 0.9N.S 3.6* 3.5* 0.8N.S

12.1**
Taste

0 1.4±1.3c 3.1±2.2b 2.9±1.6b 3.5±1.9b 3.5±2.2b 5.2±2.1a 5.9±2.2a   8.6***
1 2.9±2.2d 4.3±1.9bcd 3.4±2.5cd 4.8±1.4bc 4.8±2.6bc 6.0±2.0ab 7.1±1.9a   6.3***
4 4.2±2.1 4.8±1.8 4.6±2.5 3.9±2.5 4.5±2.0 5.2±2.5 5.9±1.9   1.3N.S.

6 3.9±2.6b 3.8±2.1b 3.9±1.9ab 4.6±1.9a 5.7±1.2a 6.1±2.2a 5.7±2.9a   2.9*
F 5.3** 2.1N.S 1.5N.S 1.2N.S 2.8N.S 0.7N.S 1.1N.S

Sweetness

0 5.5±2.1b 5.7±1.8b 5.0±1.7b 5.0±1.9b 4.5±1.8b 6.5±2.0b 5.8±2.5a   1.6

 0.0
1 5.9±2.3b 5.5±1.9b 6.1±1.5b 5.1±1.5b 5.6±1.6b 5.9±1.7b 7.6±1.3a   2.6*
4 5.7±1.9abc 6.1±1.7ab 5.3±2.0bc 4.5±2.1c 5.7±1.7a 5.5±1.8bc 7.0±1.0a   2.7*
6 5.4±1.6 4.2±1.9 4.7±1.5 4.8±1.5 5.4±1.1 6.2±2.2 5.2±1.9   2.0
F 0.1N.S. 3.0* 1.2N.S 0.3N.S 1.9N.S 0.7N.S 2.5N.S

Salt 
taste

0 1.5±1.3 2.7±1.8 2.7±1.8 3.0±2.3 3.2±2.3 3.3±2.3 3.5±2.7   1.4N.S

 7.0*
1 2.8±2.2 3.3±2.4 3.0±2.0 3.5±1.5 2.9±2.8 3.9±2.3 3.2±2.2   0.4N.S

4 3.1±1.5 4.3±1.8 4.3±2.1 3.2±1.7 3.7±1.6 3.9±1.7 4.2±1.8   1.2N.S

6 3.4±2.2 3.7±1.8 2.9±1.4 3.6±2.0 4.0±1.8 3.7±2.1 3.3±2.0   0.4N.S

F 2.8* 1.7N.S 2.1N.S 0.3N.S 0.6N.S 0.3N.S 2.5N.S

Texture

0 3.9±2.1c 4.6±1.8abc 5.5±1.0a 5.4±1.8ab 4.7±1.8abc 4.1±1.8bc 4.1±2.2bc   2.8*

 0.8
1 3.1±2.2 4.2±2.3 4.1±2.4b 4.6±1.2 4.8±1.8 4.4±2.1 3.6±2.4   0.9N.S

4 5.0±2.3 4.4±1.4 4.7±1.8b 6.0±1.7 4.7±1.4 4.5±1.6 4.1±1.8   1.8N.S

6 3.9±2.4 4.4±2.3 5.6±1.2a 5.5±1.5 5.1±1.8 4.6±2.3 5.1±2.5   2.4N.S

F 1.4N.S 0.1N.S 5.9** 1.5N.S 1.9N.S 0.2N.S 2.9N.S

Appearance

0 6.7±1.6a 4.4±1.3b 4.5±0.9b 4.6±1.2b 5.1±1.1b 6.6±1.5a 6.9±2.0a   9.9***

 0.1
1 7.4±1.5a 5.6±1.5bcd 5.0±2.0cd 4.7±1.9d 5.5±0.9bcd 6.6±1.2ab 6.3±1.8abc   4.4**
4 7.8±1.4a 5.6±2.0bc 5.1±1.6bc 5.0±1.1bc 4.5±1.2bc 5.4±1.5bc 6.1±1.4b   7.8***
6 6.9±2.2a 5.0±2.0b 4.7±1.5b 5.4±0.9b 5.5±0.7b 5.5±1.6b 5.9±2.0ab   2.5*
F 1.2N.S. 1.5N.S. 0.5N.S. 1.0N.S. 3.3* 2.8* 0.7N.S.

Overall 
acceptability

0 6.1±1.2a 5.7±1.2ab 5.1±0.8b 5.1±1.3b 6.1±1.8a 6.1±01.0a 6.7±1.3a   3.4**

 1.0
1 7.5±1.1a 6.2±1.6ab 6.2±1.9ab 5.0±1.6b 6.0±1.4ab 6.2±1.4ab 7.1±1.7a   3.2**
4 5.9±1.6 6.7±1.1 5.5±1.9 4.7±1.9 5.3±1.5 5.9±2.2 6.7±2.4   1.2N.S.

6 6.4±1.3 5.0±1.8 4.8±1.2 5.1±0.9 5.5±0.9 6.2±2.0 5.6±2.0   2.1N.S.

F 4.1* 3.6* 1.9N.S. 0.3N.S. 1.3N.S. 0.12N.S. 1.5N.S.

Con.1): Non added with purple sweet potato, Conc.2): Concentration(%) of purple sweet potato powder 
Values are Mean±S.D., n=14, *p<0.05, **p<0.01, ***p<0.001
a~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01.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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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의 저장 기간 동안 특성의 변화

를 살펴보기 위해서 반죽의 pH, 높이와 무게, 저장기간 동안

의 수분 함량, 색도, TPA(Texture Profile Analysis)를 분석, 관
능검사 실시하였고, 호화활성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전

자현미경(SEM)으로 호화된 전분의 특성을 관찰하였다. 
자색고구마가루를 농도별(0~30%)로 첨가한 반죽의 pH는 

각각 6.33~6.50으로 나타났다. 전자현미경(SEM)을 통한 고구

마케이크의 단면을 관찰한 결과, 자색고구마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기공의 크기가 약간 감소하였으며, 기공벽이 더 

두껍게 형성되어 수분 함량을 더 많이 보유하여 저장기간이 

지나도 수분 함량이 증가하였으므로 대조군에 비해서 보수

성이 커져서 노화가 더디게 나타났다. L값과 b값은 자색고구

마 첨가량에 따라 감소하였고, a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저장기간에 따라서는 일부 유의차가 나타났다. 5%, 20%, 
30% 군에서 6일과 7일이 지나면 L값, a값, b값의 유의차가 

커져서 유통기한은 상온에서 약 4일 정도가 기계적인 색도를 

유지하여 가식기간으로 적당하다고 사료된다.
반면에 관능검사에서는 6일까지는 큰 차이가 없었고, 농도

별로 자색고구마를 첨가한 군을 더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

났다. 수분의 함량 변화를 볼 때 10%, 15%, 25%, 30% 첨가군

에서 6일까지 수분의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7일째 수분 변화

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자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의 전체적

인 기호도와 외관은 대조군에 비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경도와 관능검사 결과를 볼 때 자

색고구마 스펀지케이크 함량은 자색고구마를 20~30%까지 첨

가하고 상온에서 4일 정도 저장할 수 있으므로 상품화 가능

성이 크다고 여겨지며 아마도 냉장보관을 한다면 유통기한

이 더 길게 나올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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