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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리 첨가 스폰지 케이크의 품질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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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sponge cake with broccoli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powder. Broccoli powder was mixed with wheat flour at various ratio (3, 5, 7, 9%, w/w) for physical and 
sensory evaluations. The specific gravity of bread dough increased with added broccoli powder. The moisture of the sponge 
cakes with added broccoli powder was higher than that of control. In the crumb color values, lightness (L) and redness (a) 
decreased upon broccoli powder addition, whereas yellowness (b) significantly increased (p<0.05). In the texture analysis 
hardness, cohesiveness, springiness and gumminess were reduced by addition of broccoli powder. When we evaluated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five subareas (color, flavor, texture, taste, and overall acceptability), 7% broccoli sponge cake showed 
the highest sensory properties except for flavor (p<0.05). Therefore, the results suggested that 7% broccoli sponge cake could 
be helpful in improving physical quality and 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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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농림수산부의 식품 산업 분야별 현황 조사를 보면 2008년
도 우리나라식품산업분야에서밀가루의국내출하액은 1조
원으로 생산량 기준 식품 순위에서 1위였고, 과자류의 전체
매출액은 5조 4천억원, 빵류는 1조 4천억원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제과 제빵류가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제빵 산업이 발달하고, 빵을 주식으
로 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 소비자들은 식생활에서

편리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

다(Han et al 2004). 이에 따라 밀가루만 이용하여 만드는 기
존의 제품에서 벗어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물질을 이용
하여 제빵 공정을개발하거나품질이 뛰어난빵 제품을 만드

는 등 제빵 산업의 끊임없는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연구를 보면 단호박 가루를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의

품질에 관한 연구(Woo et al 2006), 보리가루를 이용한 고식
이섬유 식빵의 제조(Cho & Lee 1996), 미강에서 추출한 식

이섬유 추출물의 특성 및 제빵에의 응용(Kim et al 1997), 로
즈마리분말을첨가한 스폰지케이크의 저장 중색과관능적

특성에 대한 연구(Kang & Moon 2010), 발아 현미분을 첨가
한 식빵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Choi JH 2001) 등 빵의 품
질과 기능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브로콜리(broccoli)는 배추과(Cruciferae)에 속하는 작물로

주로화뢰(꽃봉오리의집합체) 부분을먹으며, 지방이거의없
고 열량이 낮고,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
다(Taiz & Zeiger 1998, Kim et al 1999). 또한, 브로콜리는뛰
어난 항산화 작용을 가진 β-carotene, rutin, ascorbic acid, se-
lenium, quercetin, glutathion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영양
학적으로 가치 있는 채소이다(Sok et al 2003, Howard et al 
1997). 브로콜리에 함유된 함황 화합물은 십자화과 채소의
독특한향기를낼뿐아니라생체내에서항암작용이나항돌

연변이활성등다양한생리활성을나타낸다(Kim et al 1997a, 
Zhang et al 1992, Prestera et al 1993). 최근 연구에서 sulfo-
raphane은 항암 효과뿐 아니라 헬리코박터에 대한 강한 살균
효과와 항균성도 보고하고 있다(Jang JY 2006, Lee & Park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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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존 연구에서 우수한 생리활성이 보고된 브로콜

리를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를 제조하여 물리적 특성과 관능

적 특성을 검토하여 이와 관련된 제품 연구 개발에 기초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 실험의 재료 중 브로콜리는 경동시장에서 구입하여 동

결 건조한 후 blender(SFM-2800B, Shinil Industrial Co., Ltd., 
Seoul, Korea)로 분쇄하여 40 mesh의 체로 내린 후 사용하였
고, 밀가루는 (주)대한제분(Seoul, Korea)의 박력분 1급품을
사용하였으며, 식염은 (주)한주 정제염(Ulsan, Korea), 설탕은
대한제당 제품(Seoul, Korea), 계란은 풀무원 제품(Seoul, Ko-
rea)을 이용하였다.

2. 케이크의 제조
스폰지 케이크의 제조 배합비는 Table 1과 같으며, 브로콜

리 분말을 밀가루 중량에 대해서 3%, 5%, 7% 및 9%의 비율
로 첨가하였다. 제조 방법은 전란을 사용하는 공립법을 이용
하였다. 반죽기(K5SS, Kitchen Aid Co., Joseph, MI, U.S.A)
의 믹싱볼에 전란을 넣고 1단에서 30초간 혼합한 후 설탕과
소금을 넣고 3단에서 5분간 믹싱하였다. 믹싱볼의 옆면을 고
무주걱으로 긁어내리고, 다시 3단으로 5분간 믹싱한 후 1단
으로 30초간믹싱하였다. 믹싱기에서꺼낸반죽에체친밀가
루를 넣고 고무주걱으로 균일하게 혼합한 후 원형 팬에 360 
g씩 넣고 윗불 180℃, 아랫불 160℃로 예열된 오븐(Daeyung 
Co., Seoul, Korea)에서 25분간 구운 후 상온에서 60분간 냉
각시켜 시료로 사용하였다. 

3. 반죽의 비중, 굽기 손실 및 반죽 수율 측정
케이크 반죽의 비중(specific gravity)은 케이크 반죽이 완

Table 1. Formula for the sponge cake made with bro-
ccoli(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powder 

(Unit : %)

Ingredients
Broccoli powder content(%)

0 3 5 7 9

Wheat flour 100 97  95  93  91

Broccoli 0 3 5 7 9

Egg 160 160 160 160 160

Sugar 120 120 120 120 120

Salt 1 1 1 1 1

성된 직후의 무게를 AACC법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굽기 전
의 주량과 구운 후의 중량의 차이를 이용하여 굽기 손실률

(%)과 반죽 수율(%)을 아래의 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비중

(Specific 
gravity)  

=
케이크 반죽을 담은 컵 무게—빈 컵 무게

물을 담은 컵의 무게—빈 컵 무게

굽기 손실율(%)
(Backing loss rate)  = 

굽기 전 무게—구운 후 무게
×100

굽기 전 무게

반죽 수율(%)
(Dough yield)  = 

구운 후 무게
×100

굽기 전 무게

4. 수분 함량
스폰지 케이크의 수분 함량은 중심부를 취하여 상압가열

건조법으로 5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5. 색도 측정
스폰지케이크의색도는색차계(CR-200, Minolta Co., Osaka, 

Japan)를 사용하여 hunter scale에 의한 L값(명도, lightness), 
a값(적색도, redness), b값(황색도, yellowness)을 3회 반복 측
정하고, 표준색은 L값 , a값 , b값의백색의 calibration plate를
사용하였다. 

6. Texture 측정
스폰지 케이크의 조직감은 brookfield texture analyzer(TA- 

CT3, Brookfeild, WI, USA)를 사용하여 texture profile ana-
lysis(TPA)분석을 통하여 각 시료의 경도(hardness), 응집성
(co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검성(gumminess)을 측정

하였으며, 각 실험군 별로 3회 반복하여 측정한 값의 평균±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분석 조건으로 probe는 TA4/1000 
38.1 mm D, sample Size 20×20×20 mm, test speed 1 mm/sec, 
triger load 50 g, distance 10 mm, deformation 50%로 하였다.

7. 외관 관찰
스폰지 케이크의 외관은 디지털 카메라(Canon IXUS 500, 

Tokyo, Japan)로 외관의 특성을 촬영하여 관찰하였다.

8. 관능 검사
제품의관능검사는 20명의훈련된검사요원들을대상으로

스폰지 케이크 1/8개를 제공하여 시식하게 한 후 평가하게
하였다. 각시료별스폰지케이크의색(color), 향기(flavor),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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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감(texture), 맛(tast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에 대한 기호도를 7점 채점법으로 매우 좋다는 7점, 매우 싫
다는 1점으로 평가하였다. 

 
9. 통계 처리
실험 결과의 통계처리는 SAS Package(Statistic Analysis 

System, version 8.1, SAS Institute Inc.)를 이용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적인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반죽의 비중, 굽기 손실율 및 수율
브로콜리 분말 첨가량을 달리한 스폰지 케이크의 비중은

Table 2와 같다. 대조구의비중은 0.42로 가장 낮게나타났으
며, 3% 첨가구가 0.46, 5% 첨가구와 7% 첨가구가 0.47, 9% 
첨가구가 0.48로 대조구에 비해 브로콜리 분말 첨가군의 비
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첨가구간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스폰지 케이크는 계란의 기포성을 이용하여 반죽을 부풀

려 부피를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제품이다. 반죽에 열이 침투
하여 수증기압이증대되고 이힘에의해반죽이 팽창되며수

분이 많이 보유될수록 케이크의 구조적 변형이 적게 일어나

안정된 부피의 유지가 가능하고 촉촉한 질감을 유지해준다

(Yoon & Kim 2009).
반죽의 비중은 달걀 거품의 형성 정도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로서, 기공과 조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반죽 제조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스폰지 케
이크의 부피와 텍스처의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비중이
낮을수록 반죽에 공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비
중 값이높으면 반죽의기포함유 정도는적어지므로완제품

의 부피는 감소하는 원인이 된다(Park et al 2009).
브로콜리 분말 첨가량을 달리한 스폰지 케이크의 굽기 손

Table 2. Specific gravity, baking loss rate and dough yield of sponge cake at varied levels of broccoli(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powder

Properties
Broccoli powder content(%)

0 3 5 7 9

Specific gravity 0.42±0.001)b2)  0.46±0.01a  0.47±0.00a  0.47±0.01a  0.48±0.00a

Loss rate(%) 9.09±0.30a  7.43±0.49b  7.08±0.00b  7.29±0.30b  7.36±0.00b

Dough yield(%) 90.09±0.30b 92.57±0.49a 92.91±0.01a 92.71±0.30a 92.64±0.00a

1) Each values are mean±S.D.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실과 수율은 Table 2와 같다. 브로콜리 분말 첨가 스폰지 케
이크의 굽기 손실은 대조구가 9.09%로 가장 높았고, 3% 첨
가구가 7.43%, 5% 첨가구가 7.08%, 7% 첨가구가 7.29%, 9% 
첨가구가 7.36%로 나타났다. 반죽은 굽는 과정 중에 반죽에
열이 침투하여 수증기압이 증가되고 비점이 낮은 액체부터

물까지 팽창되면서 기체로 빠져나가며 손실이 발생되는 굽

기 손실은 케이크의 구조적인 변형에 관여하며, 제품의 저장
수명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충분한 수분의 보
유는 굽는 동안 수증기 팽창으로 인하여 부피를 증가시키며

촉촉한 질감을 부여한다(Choi et al 2007). 브로콜리 첨가량
이 많은 경우, 굽기 손실률이 작아진 것은 브로콜리의 섬유
질에 의한수분보유력증가로사료되며, 이러한수분보유량
은 굽는 과정 중 부피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제품의 질감

특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반죽수율의 경우 대조구가 90.90%로가장 낮았고, 3% 첨

가구가 92.57%, 5% 첨가구가 92.91%, 7% 첨가구가 92.71%, 
9% 첨가구가 92.64%로 나타났다.

2. 수분 함량
브로콜리 분말 첨가 스폰지 케이크의 수분 함량은 Table 

3과 같다. 대조구의 수분 함량은 28.10%였고, 브로콜리 분말
첨가군의 수분 함량은 30.29%에서 29.78%로 대조구에 비해
브로콜리 첨가군의 수분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첨가구간의유의적차이는없었다. 이는제
품간의유의차는없었으나대잎분말첨가시수분함량이약

간증가하였다는보고와같은경향을나타내었다(Yoon & Kim 
2009). 
케이크 특유의 촉촉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가장 크게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수분이다. 수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노화가
지연되므로 초기 수분 함량을 증가시키면 케이크의 노화를

감소시킬수있으며(Park et al 2008), 대잎분말첨가케이크의
물성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도 대잎 분말 첨가 시 옐로우 레

이어 케이크의 노화 속도를 지연시켜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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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isture content of sponge cake added with broccoli(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powder

Broccoli powder content(%)

0 3 5 7 9

Moisture content(%) 28.10±0.521)b2) 30.29±0.98a 30.52±0.93a 30.37±0.46a 29.78±0.13ab

1) Each values are mean±S.D.
2) In a column,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Song & Hwang 2007).

3. 케이크의 색도
브로콜리 분말 첨가 쿠키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브로콜리첨가에의하여케이크의색은다소어둡고푸
른색을띄는 변화를 보였다. 밝은 정도를 나타내는 L값은 대
조군이 77.73±1.67로 다른 첨가군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되었고, 브로콜리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
소하여브로콜리분말 9% 첨가시 69±1.69로가장어두운색
을 나타내었다(p<0.05).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도 대조구가 —5.04±0.30이었음에

비해 브로콜리 분말 9% 첨가구는 —7.27±0.90으로 브로콜리
분말첨가량이증가할수록유의적으로낮아졌다. 황색도를나
타내는 b값은 브로콜리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브로콜리 분말 첨가 스폰지 케이크의 색도 측정 결과는

첨가 비율 증가에따른브로콜리 자체색인 녹색의 영향이컸

는데, 이는 가루 녹차 첨가 식빵과 부추 첨가 식빵의 색도에
서 첨가 물질의 색인 녹색에 기인하여 L값과 a값은 첨가량
증가에따라유의적으로감소하였고, b값은첨가비율증가에
따라 증가하였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Im & 
Kim 1999, Shin & Roh 1999). 
브로콜리 분말 첨가 시 황색도가 증가된 것은 브로콜리를

분말화 시키고 제품에 섞어 반죽하여 고온으로 가열하는 처

Table 4. Color value of sponge cake added with broccoli(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powder

Color values
Broccoli powder content(%)

0 3 5 7 9

L1) 77.73±1.674)a5) 75.72±0.77b 74.57±1.20bc 73.07±1.12c 69.08±1.69d

a2) —5.04±0.30a —6.23±0.24b —6.47±0.17bc —7.02±0.63cd —7.27±0.90d

b3) 20.24±0.55d 24.17±0.84c 24.05±0.70c 27.30±1.55c 29.99±1.19a

1) Degree of whiteness(white+100↔0 black).
2) Degree of redness(red+100↔—80 green).
3) Degree of yellowness(yellow+70↔—80 blue).
4) Each values are mean±S.D.
5)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리 과정에서 클로로필 색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보고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Yoon & Kim 2009).
제과, 제빵제품에 밀가루를 대신하여다른분말을 첨가할

경우, 첨가되는 분말의 종류와 색, 굽는 과정 중의 아미노카
르보닐 반응, 열 분해에 의한 갈변 정도는 완성된 케이크의
색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 보고되고 있다(Shin et al 
2007a, Shin et al 2007b). 

4. Texture 특성
브로콜리 분말 첨가 스폰지 케이크의 texture 특성으로 경

도(hardness), 응집성(co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검성
(gumminess)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
조구의 경도는 621.50 g이었으며, 브로콜리 분말을 3%, 5%, 
7% 및 9% 첨가한 경우에는 514.50 g, 468.50 g, 437.0 g과
356.50 g으로 대조구에비해경도가유의적으로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p<0.05). 이러한 결과는 천마 분말을 첨가한 스폰
지 케이크에서 첨가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감소한 결

과와도 일치한다(Kang CS 2007).
응집성은 대조구가 0.67이었으나, 브로콜리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9% 첨가구는 0.60으로 가장
낮게나타났다. 스폰지케이크의탄력성은대조구가 6.39였고, 
7% 첨가구가 5.6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브로콜리 분말
첨가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

다. 검성 또한 대조구에 비해 브로콜리 분말 첨가량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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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extural properties of sponge cake at varied levels of broccoli(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powder 

Broccoli powder content (%)

0 3 5 7 9

Hardness(g) 621.50±55.861)a2) 514.50±0.71ab 468.50±86.97bc 437.00±16.97bc 356.50±36.06c

Cohesiveness   0.67± 0.01a   0.64±0.01ab   0.62± 0.01b   0.61± 0.02b   0.60±0.03b

Springiness(mm)   6.39± 0.18ns   6.33±0.95   6.03± 0.11   5.64± 0.21   5.99±0.13

Gumminess(g) 464.00±69.30a 356.00±7.09ab 318.00±63.64bc   320±29.70bc 227.00±7.07c

1) Each values are mean±S.D.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p<0.05).
케이크의 품질은 원재료와 부재료의 적합성, 배합비의 균

형성, 혼합 방법 및 굽기 과정의 적정성에 따라 결정되며, 첨
가되는 부재료에의해서도영향을받게된다(Park et al 2009). 
밀가루에 물을 넣어 반죽하면 밀가루의 글리아딘과 글루테

닌으로부터 글루텐이 형성되는데, 이 글루텐의 망상 구조에
의해 막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air cell을 둘러싸는 막이 된다. 
글루텐 망상 구조가서로얽혀져서 air cell이 잘 발달되며 다
양한 크기의 공기구멍이 나타나지만, 첨가 재료의 함량이 증
가하면 air cell을 유지하는 얇은 막을 형성하는 글루텐층이
약화되어 구조 형성이 어렵다(Ahn & Song 1999). 
브로콜리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스폰지 케이크의

구조 형성이 약화되어 경도와 응집성 등이 감소하는 물성의

변화는 뽕잎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케이크의 골격 형성

에 필요한 전분의호화와 글루텐 형성이충분히 일어나지못

해 조직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보고한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Kim 2003). 또한증숙 마늘과 유자 분말
을 첨가한 스폰지케이크 연구에서케이크 반죽에 밀가루이

외 다른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 경우 분말 자체의 수분 흡수

력에 기인하여 밀가루 반죽의 상대적인 수분 보유력을 감소

시키고, 글루텐 형성에 필요한 수분 부족으로 구조적 골격
형성을 방해한다고 보고하고 있다(Shin et al 2007).

5. 외관
브로콜리분말을 첨가한 스폰지케이크의 외관은 Fig. 1과

같다. 브로콜리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부피와 높이가 감
소하였으며, 가운데 부분이 약간 주저앉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밀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하면 글루텐이 형성되고, 글루텐

은 탄력성과 점성이 있기 때문에 케이크 반죽을 구울 때 공

기, 탄산가스, 수분에서 생기는 팽창된 증기를 포립하여 부
피가 늘어나게 된다. 완성된 제품의 부피는 제과제빵의 중요
한 품질 평가 척도로 이용된다(Ahn & Song 1999). 반죽 시

형성된기포가구운후까지 안정하게잘 유지가되어야 부피

가 유지될 수 있다. 거품의 안정성은 거품 구성체의 점도가
높을수록 유리하고, 글루텐 형성 정도, 첨가 재료의 종류, 제
조 과정등에의해좌우된다(Lee & Kang 2005). 또한, 밀가루 
이외의 부재료를 과도하게 많이 첨가할 경우, 반죽 혼합 과
정 중의 글루텐의 불완전한 수화로 글루텐 분자간의 이황화

결합의형성을억제하고, 반죽발달이저하된다. 따라서부재
료첨가케이크의부피감소는글루텐희석효과와첨가재료

A

B C

D E

Fig. 1. Sponge cake added various levels of broccoli (Bra-
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powder. 
A : Control (without added broccoli powder).  
B : Added of 3% broccoli powder.
C : Added of 5% broccoli powder.
D : Added of 7% broccoli powder.
E : Added of 9% broccoli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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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높은보수력에의한글루텐의 불완전한 수화가 반죽 발달

을 방해한다고 하였고, 미역과 다시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케이크의 부피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Ahn & Song 
1999). 이러한 영향으로 브로콜리 분말 첨가 비율 증가에 따
른 부피 감소를 가져왔고, 이는 함초 스폰지 케이크 연구에
서 함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부피가 감소하였다는 보고와

도 일치한다. 함초 분말 첨가 케이크의 부피 감소는 밀가루
글루텐의 희석 효과와함초 분말의높은보수력 때문에 글루

텐이 불완전하게 수화되어 반죽 발달을 방해했다는 보고하

고 있다(An et al 2010). 

6. 관능적 특성
브로콜리 분말을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의 색, 향기, 조직

감, 맛과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한 관능적 특성을 조사한 결
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색은 7%와 9% 첨가구가 대조구에비해 선호도가 높은 것

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를 보였으며, 향기는 대조구와 브로콜
리 분말 첨가구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조직감은 대
조구에 비해 5%, 7%와 9% 첨가구의 선호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중 7% 첨가구에대한선호도가가장 높은
것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p<0.05). 또한 맛에서
도 7% 첨가구가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7%와 9% 첨가구가 대조구보
다 선호도가 높았으며, 그 중 7% 첨가구가 유의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p<0.05). 
관능적특성조사결과를종합해볼때향기를제외하고모

든부분에서브로콜리분말 7% 첨가구가가장선호도가높은
것으로 유의성(p<0.05) 있는 결과가 나타나, 브로콜리 분말
첨가 스폰지 케이크의 관능적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브로콜리 분말 첨가 스폰지 케이크의 개발

가능성 검토를 위해 브로콜리 분말을 다양한 수준으로 첨가

Table 6. Sensory evaluation scores1) on sponge cake prepared with various levels of broccoli(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powder  

Sensory
characteristics

Broccoli powder content(%)

0 3 5 7 9

Color 4.35±0.811)bc2) 4.20±1.01c 4.20±0.70c 4.85±0.93ab 5.05±0.94a

Flavor 3.40±0.82a 3.55±1.23a 3.35±1.04a 3.90±1.33a 3.80±1.47a

Texture 3.50±1.32b 3.55±1.47b 3.65±1.14ab 4.50±1.32a 4.10±1.65ab

Taste 3.80±1.11a 3.80±1.24a 4.25±1.59a 4.00±1.49a 3.60±1.67a

Overall acceptability 3.50±0.83b 3.70±1.17b 3.70±1.08b 4.30±1.30a 4.00±1.45ab

1)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SD) of ratio by 20 panels using 7-point scale (1: very poor, 7: very good).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한 스폰지 케이크를 제조하여 물리적 관능적 특성을 검토해

본결과, 브로콜리 분말 7% 첨가 스폰지 케이크가 물리적특
성과 관능적 특성을모두만족시킬 수있는첨가량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요 약

브로콜리 분말을 밀가루 중량에 대해서 3%, 5%, 7% 및
9%의 비율로첨가하여제조한 스폰지케이크 반죽의 물리적
관능적 특성을검토해본 결과, 비중은대조구가 0.42로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3% 첨가구가 0.46, 5% 첨가구와 7% 첨가
구가 0.47, 9% 첨가구가 0.48로 대조구에 비해 브로콜리 분
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첨가구들의 비중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브로콜리 분말 첨가 스폰지 케이크의 굽기 손실은 대조구

가 가장 높았고, 반죽 수율의 경우 대조구가 가장 낮게 나타
났다. 수분 함량은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브로콜리 첨가에 의하여 케이크의 색은 다소 어둡고 푸른

색을 띄는 변화를 보였다. 밝은 정도를 나타내는 L값은 대조
군이 다른 첨가군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되었고, 브
로콜리 첨가량이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도 브로콜리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유의적으로낮아졌다. 황색도를나타내는 b값은 브로콜리
분말 첨가량이증가함에따라유의적으로증가하였다(p<0.05). 
브로콜리 분말 첨가 스폰지 케이크의 texture 특성으로 경

도(hardness), 응집성(co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검성
(gumminess)을 측정하였다. 대조구의 경도는 브로콜리 분말
첨가 비율 증가에 따라 경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응집성은 대조구에 비해 브로콜리 분말 첨가량이 증
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다. 스폰지 케이크의 탄력성은 브
로콜리 분말 첨가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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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지 않았다. 검성 또한 대조구에 비해 브로콜리 분말 첨
가량의 증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브로콜리 분말을 첨가한 스폰지 케이크의 색, 향기, 조직

감, 맛과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한 관능적 특성을 조사한 결
과는 향기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브로콜리 분말 7% 첨
가구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유의성(p<0.05) 있는 결
과가 나타나, 브로콜리 분말 첨가 스폰지 케이크의 관능적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 헌

Ahn JM, Song YS (1999) Physico-chemical and sensory cha-
racteristics of cake added sea mustard and sea tangle powder. 
J Korean Soc Food Sci Nutr 28: 534-541.

An HK, Hang GJ, Lee EJ (2010) Properties of sponge cake 
with added saltwort (Salicornia herbacea L.). Korean J 
Food Culture 25: 47-53.

Cho MK, Lee WJ (1996) Preparation of high fiber bread with 
barley flour. Korean J Food Sci Technol 28: 702-706.

Choi GY, Bae JH, Han GJ (2007)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sponge cake containing a functional and natural pro-
duct (1. mulberry leaf powder). J East Asian Dietary Life 
17: 703-709.

Choi JH (2001) Quality characteristics of the bread with sprouted 
brown rice flour. Korean J Food Cookery Sci 17: 323-327.

Han GP, Lee KR, Han JS, Nobuyuki K, Kim DS, Kim JA, 
Bae JH (2004) Quality characteristics of the potato juice 
added funtional white bread. Korean J Food Sci Technol 
36: 924-929.

Howard LA, Jeffery EH, Wallig MA, Klein BP (1997) Reten-
tion of phytochemicals in fresh and processes broccoli. J 
Food Sci 62: 1098-1100.

Im JG, Kim YH (1999) Effect of green tea addition on quality 
of white bread. Korean J Soc Food Cookery Sci 15: 395- 
400. 

Jang JY (2006) Inhibitory effect on Helicobacter pylori and 
anti-oxidative effect by broccoli aprout extract containing 
sulforaphane. Ph D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Kang BS, Moon SW (2010) Effect of rosemary powder on the 
sensory characteristics and color of sponge cake during sto-
rage. Korean J Food Preserv 17: 9-15.

Kang CS (2007)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sponge cakes 
with addition of Gastrodiae rhizoma powder. Korean J 
Culinary Research 13: 211-219.

Kim MR, Kim JH, Wi DS, Na JH, Sok DE (1999) Volatile 

sulfer compounds, proximate components, minerals, vita-
min C content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the juices of 
kale and broccoli leaves. J Korean Soc Food Sci Nutr 28: 
1201-1207. 

Kim MR, Lee KJ, Kim YB, Sok DE (1997a) Induction of 
hepatic glutathione S-transferase activity in mice adminis-
tered with various vegetable extracts. J Food Sci Nutr 2: 
207-213. 

Kim YA (2003) Effects of mulberry leaves powders o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yellow layer cakes. Korean J Food 
Sci Technol 35: 871-876.

Kim YS, Ha TY, Lee SH, Lee HY (1997) Properties of die-
tary fiber extract from rice bran and application in bread- 
making. Korean J Food Sci Technol 29: 502-508.

Lee HS, Park YW (2005) Antioxidant activity and antibacte-
rial activities from different parts of broccoli extracts under 
high temperature. J Korean Soc Food Sci Nutr 34: 759- 
764. 

Lee SW, Kang CS (2005) Effect of high molecular weight 
water soluble chitosan on quality attributes of sponge cake. 
Korean J Food & Nutr 18: 309-315.

Park JE, Jeong HD, Jang MS (2009) Optimization of ingredient 
mixing ratio for preparation of sponge cake with bamboo 
(Pseudosasa japonica Makino) leaves powder. Korean J 
Food Cookery Sci 25: 317-329.

Park YR, Han IJ, Kim MY, Choi SH, Shin DW, Chun SS (2008) 
Quality characteristics of sponge cake prepared with red 
ginseng marc powder. Korean J Food Cookery Sci 24: 
236-242.

Prestera T, Holtzclaw WD, Zhang Y, Talalay P (1993) Che-
mical and molecular regulation of enzymes that detoxify 
carcinogens. Proc Natl Acad Sci USA 90: 2965-2969. 

Shin GM, Roh SH (1999) A study on the texture of cookie 
depending the quality of green tea. Korean J Culinary Re-
search 12: 133-146. 

Shin JH, Choi DJ, Kwon OC (2007a) Physical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sponge cakes added steamed garlic and 
yuza powder. Korean J Food & Nutr 20: 392-398.

Shin JH, Choi DJ, Kwon OC (2007b) The quality characte-
ristics of sponge cake with added steamed garlic powder. 
Korean J Food Cookery Sci 23: 692-702.

Sok DE, Kim JH, Kim MR (2003)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bioactive organosulfur phytochemicals from solvent ex-
tract of broccoli. J Korean Soc Food Sci Nutr 32: 315- 
319. 



임은정․이현순․이유현 東아시아 食生活學會誌880

Song YS, Hwang SY (2007)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yellow layer cake made with bamboo leaf powder. Korean 
J Food & Nutr 20: 164-172.

Taiz L, Zeiger, E. (1998) Plant defense, in plant physicology. 
2nd ed., Sinauer associates, Inc. Sunderland, MA.

Woo IA, Kim YS, Choi HS, Song TH, Lee SK (2006) Quality 
characteristics of sponge cake with added dried sweet 
pumpkin powders. Korean J Food & Nutr 19: 254-260.

Yoon KH, Kim MK (2009) Quality characteristics and sto-

rage properties of chiffon-cake containing added bamboo 
leaf powder. Korean J Food Culture 24: 552-560.

Zhang Y, Talalay P, Cho CG, Posner GH (1992) A major in-
ducer of anticarcinogenic protective enzymes from broccoli: 
isolation and elucidation of structure. Proc Natl Acad Sci 
USA 89: 2399-2403. 

접 수: 
최종수정: 
채 택: 

2010년 8월 25일
2010년 10월 15일
2010년 11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