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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콩 분말의 배합비를 달리한 스펀지 케이크의 제조 및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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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determine the most effective ratio of black soybean powder as an ingredient in cake, black soybean power was 
added at ratio of 10, 20, 30, and 40% versus wheat flour set as 0(control). Black soybean powder consisted of moisture(8.44%), 
crude protein(31.34%), crude fat(6.64%), crude ash(3.88%) and carbohydrates(49.70%). The specific gravity, spreadability, and 
baking loss increased according to the amount of black soybean powder, although specific volume decreased. The chromaticity 
‘L’ and ‘b’ values of sponge cake with black soybean powder showed an reducing trend while the ‘a’ value displayed an in-
creasing trend with an increase in black soybean powder. The texture properties of sponge cake with added black soybean powder 
showed an increasing trend in hardness and stiffness when the cake contained more black soybean powder. The sensory test for 
sponge cake with added black soybean powder showed high preference for 20% added black soybean powder to sponge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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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식생활 문화는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른

생활 수준 향상과 산업화에 의한 가공 식품의 증가, 외식 문
화 발달로 인한 식생활의 서구화로과거의 영양 부족문제보

다 과다한 영양 섭취에의한각종 성인병발생률이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걱정하는 실정이다(Ha & Lee 1999).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의 관능적 특성은 변화

시키지 않으면서 기능적 측면을 강화하는 저 열량, 저 지방
식품을 선호하게 되는 추세이다(Alan & Luci 1995). 
기능성 식품 중에서 영양적으로 우수한 검은콩은 검은색

식품 중에안토시아닌(anthocyanin)이라는색소를많이함유하
고있다. 안토시아닌은여러가지생리활성을나타내는데, 예
를들면노화억제작용, 항균작용, 돌연변이성억제작용, 콜
레스테롤저하작용, 시력개선효과, 혈관보호기능, 항궤양
기능, 항산화 기능 등이 알려지고 있다(Kim & Jeong 2006). 
검은콩의 주성분으로는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레시틴, 

리놀산, 이소플라본, 사포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검
은콩에 들어 있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 부족을 보충해

준다.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같은

작용을 해서 생리 불순이나 피부, 모발의 트러블, 요통, 변비
통을 제거해 준다. 또한 검은콩의 성분 중 사포닌은 콩에서
비릿한 맛을 내는데, 혈관에 붙어있는 지방을 몸 밖으로 내
보내 혈관을 탄력있게 해준다(구성자 2004). 그이외에 검은
콩에는 아미노산인 리신,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심장병과 고혈압의 치료에 좋은 생약이 되며, 
대사를 촉진시키고 피를 맑게 해주며, 신장병 치료와 간, 신
장 해독에 도움을 준다(강성규 2001).
오늘날 핵가족화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 활동 인구가 증가

하고, 생활 패턴의 변화, 식품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현대인
의 식생활이 점차 서구화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소비가 증
가하고 있는 식품 중의 하나로 빵과 케이크류를 들 수 있다

(Ha et al 1999). 빵, 케이크류 등은 비교적 다른 식품 소재를
첨가하기쉽기때문에 기능성부재료를 제과 제빵류제조 시

첨가하여 건강과 기능성에 대한 요구에 맞는 식빵, 쿠키, 머
핀, 케이크 등을 개발할 수 있다(Jeong & Kim 2001, Lee & 
Kim 2003). 스펀지 케이크는 달걀의 전란을 사용하여, 기포
성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케이크류의 대표적인 제품이며, 
모든 연령층에서 선호되고 그 활용 범위도 넓은 식품이다

(Kim HS 2003). 스펀지케이크에사용되는주재료는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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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설탕, 소금의 4가지이고, 부재료는버터, 물, 우유, 바닐
라 향, 베이킹파우더 등이 사용되며, 기본 배합률은 밀가루
100%에 대하여 설탕 120～160%, 계란 120～160%, 소금 2%
로 제품에 따라 다양한 배합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정청송
1983). 이에 본 연구는 스펀지 케이크에 검은콩이 가지는 기
능성을 접목하기 위하여 검은콩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스펀지 케이크를 제조하고, 검은콩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 케
이크의 최적의 첨가량을 조사하였다. 또한 검은콩 분말 첨가
스펀지 케이크의 일반성분, 비중 및 퍼짐성, 비용적과 굽기
손실, 색도와 texture 그리고 관능특성을 측정함으로써, 스펀
지 케이크의재료로 검은콩 분말의이용가능성과 새로운메

뉴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험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스펀지 케이크의 재료로는 박력분(큐원), 설탕(CJ), 소금(한

주소금), 계란(덕성농장), 버터(서울우유)를 사용하였고, 검은
콩(충남 공주농협 서리태)은 Kim's Club에서 구입하여 고속
분쇄기로 3분간 분쇄한 검은콩을 100 mesh 체에 통과시켜
사용하였다.

2. 스펀지 케이크의 제조
스펀지 케이크는 Nam YH(2005)의 방법을 변형하여 적용

하였으며, 제조 배합 비율은 Table 1과 같다. 모든 재료는 동
일한 함량으로 고정하고, 박력분에 검은콩 분말을 0%, 10%, 
20%, 30%, 40%로 달리하여 제조하였다.
제조 방법은 전란을 사용하는 공립법(남혜영 2000)을 이

용하여제조하였다. 즉, 전란, 설탕, 소금을 믹싱볼에넣고버
티칼 믹서(NVM-12, Dae-young Machinery Co., Korea)로 1단
(180 rpm)에서 30초, 2단(273 rpm)에서 1분, 3단(473 rpm)으

Table 1. Formulas for sponge cakes with different ratios 
of black soybean powder (Unit: g)

Ingredients
Ratios(%)

0 10 20 30 40

Flour 200 180 160 140 120

Black soybean powder 0 20 40 60 80

Sugar 240 240 240 240 240

Egg 360 360 360 360 360

Butter 40 40 40 40 40

Salt 2 2 2 2 2

로 5분간 혼합한 후 믹싱볼의 옆면을 고무 주걱으로 긁어내
리고 다시 2단으로 2분, 1단에서 30초간 혼합하였다.
체에친밀가루를첨가하여 1단으로 20초간혼합한후 60℃

의녹인버터를첨가해다시 1단에서 10초간혼합하였다. 제조
한 반죽은 원형 팬(직경 18 cm)에 300 g씩 넣고 윗불 180℃, 
아랫불 180℃로 예열된 오븐(Dae-young Machinery Co., Ko-
rea)에서 30분간 구운 후 상온에서 60분간 냉각시키고, 절단
하여 polyethylene bag에 밀봉하고 실온에 보관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3. 실험 방법

1) 일반 성분
검은콩의일반성분은검은콩을그대로분쇄한분말을AOAC 

(AOAC 1990)법에따라수분 함량은 상압 가열 건조법, 회분
은 건조 회화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 그리고 조단백질
은 Kjeldahl 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탄수화물은 100에서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과 회분의 함량을 제외한 값으로 하
였다.

 
2) 반죽의 비중 및 퍼짐성 측정
검은콩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 케이크 반죽의 비중(specific 

gravity)은 AACC(AACC 1983)법에 따라 케이크 제조 과정
중밀가루를 투입후의 반죽 무게를 측정하여 다음의식에 의

해 계산하였다.

비중 =
케이크 반죽을 담은 컵 무게—빈 컵 무게

물을 담은 컵 무게—빈 컵 무게

퍼짐성(spreadability) 측정은 line spread chart를 사용하였
다. Line spread chart의측정은지름 5.5 cm, 높이 6.5 cm인스
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 원통 속에 반죽을 넣은 후 원
통을들어 올려 퍼지게 하고 3분 후 반죽의 퍼진 양끝 4군데
의 부위에서 지름을 측정하였다. 한 처리구당 3회 반복 측정
하여 그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3) 케이크의 비용적 및 굽기 손실
검은콩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 케이크를 제조한 다음 실온

에서 1시간 냉각시킨 후, 케이크의 비용적을 AACC(AACC 
1983)법에 따라 종자치환법을 이용하여 측정, 비용적(mL/g)
으로 나타내었으며, CAS 저울(SW-1S, CAS Co., Korea)을
이용하여굽기전의중량과 구운 후의중량차이를 이용하여

굽기 손실률(%)을 계산하였다. 한처리구당 3회 반복 측정하
여 그 평균값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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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기손실 (%) =
굽기 전 무게—구운 후 무게

× 100
굽기 전 무게

4) 색도 측정
검은콩분말을첨가한스펀지케이크의색도는색차계(chro-

ma meter CR-300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케이크는 중앙
부분을 원통형(0.5 cm×3 cm)으로잘라측정하였으며, L(light-
ness), a(redness to greeness) 그리고 b(yellowness to blueness)
의 값을 측정하였다. 한 처리구당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
균값을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된 calibration plate는 L값이 94.50, a값이 0.3032, 

b값이 0.3193이었다.

5) Texture 측정
검은콩분말을첨가한스펀지케이크의 texture 특성은 tex-

ture analyser(CTA plus LLoyD Co., England)를 이용하여 경
도(hardness), 응집성(co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점착
성(gumminess) 및견고성(stiffness)을측정하였으며, Table 2의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한 처리구당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6) 관능검사
검은콩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 케이크의 관능검사는 우석

대학교외식산업조리학과 학생 중본 실험에관심이있고식

별 능력이 있는 30명의 학생을 관능검사 요원으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실험의 목적과 평가법을 인지시킨 후 실시하였다.
평가 항목으로는 기공의 균일성(aircell uniformity), 색(co-

lor), 촉촉함(moistness), 당도(sweetness), 향(flavor), 부드러움
(softness), 씹힘성(chewiness),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prefe-
rence) 등 8가지 항목을 7점 척도법을 이용하여 7점으로 갈
수록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7) 통계 처리
각 항목에 따른 실험결과를 SAS(statistical analysis sys-

tem) program(SAS 1993)을 이용하여 분산분석과 Duncan's

Table 2. Measurement conditions for texture analyser

Classification Condition

Test speed 0.5 mm/sec

Trigger 50 gf

Sample height 0.5 cm

Sample compressed 50%

Probe type 20 mm

multiple range test를 통하여,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P<0.05 
수준에서 각 시료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 성분
검은콩 분말의 일반성분의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검은콩분말의수분함량은 8.44%, 조단백질의함량은 31.34%, 
조지방 함량은 6.64%, 조회분 함량은 3.88%, 탄수화물 함량
은 49.7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검은콩 양갱의 제
조와 이화학적관능적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Ju MJ 2007)에
서 서리태의 일반 성분 함량이 수분 함량 5.67%, 조단백질
함량 46.63%, 조지방 함량 28%, 조회분 함량 2.67%, 탄수화
물 함량 19.70%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
는데, 이러한 차이는 검은콩의 품종이나 재배 지역의 토양, 
또는 기후나 경작 년도의작황에 따라구성성분에 다소 차이

를 보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 반죽의 비중과 퍼짐성
스펀지 케이크의 부피에 관여하는 검은콩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 케이크 반죽의비중과 퍼짐성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검은콩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 케이크 반죽의 비중은
대조군이 0.61로 나타났으며, 40% 첨가군 스펀지 케이크가
0.73으로검은콩 분말첨가량이증가할수록 비중이증가하였
다. Nam YH(2005)의 쌀가루를 이용한 스펀지 케이크, 증숙
마늘 분말 첨가 스펀지 케이크(Shin et al 2007)와 같이 분말
의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비슷한 결

과를 보였다. 검은콩 분말의 비중이 밀가루의 비중보다 크기
때문에 검은콩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스펀지 케이크

의비중이 증가하는것으로 사료된다. 비중은 밀가루의 종류, 
온도와 시간 등의 믹싱 조건, 화학 팽창제의 사용 유무에 영
향을 받는데 비중이 낮아질수록 기포형성이 잘 되어 스펀지

케이크의 부피가 커진다. 
검은콩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 케이크 반죽의 퍼짐성은 대

Table 3. Proximate composition of black soybean powder
(Unit: %)

Composition Contents

   Moisture   8.44

   Crude protein  31.34

   Crude lipid   6.64

   Ash   3.88

   Carbohydrate  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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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pecific gravity and spreadability of the batter of sponge cakes with different ratios of black soybean powder

Black soybean powder ratios(%)

0 10 20 30 40

Specific gravity(g/g) 0.61±0.02c1) 0.64±0.02bc 0.66±0.02b 0.69±0.02ab 0.73±0.01a

Spreadability(cm) 17.66±0.25d 17.86±0.2cd 18.23±0.25c 18.73±0.15b 19.16±0.2a

1) Mean±S.D.(n=3).
a～d Means in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조군이 17.66으로 나타났으며, 40% 첨가군이 19.16으로 검
은콩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은콩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밀가루 내의
글루텐 형성의 감소로 검은콩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퍼

짐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반죽의 점도가 높으
면 반죽내로 공기 입자의 이동이 지연되어 반죽의 안정도에

도움을 준다(Miller & Hoseney 1993). 검은콩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반죽의 안정도를 저해한 것으로 사료된다.

3. 비용적과 굽기 손실
검은콩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 케이크의 비용적과 굽기 손

실 측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검은콩분말 첨가 스펀지 케
이크의 비용적은 대조군이 5.01로 나타났으며, 40% 첨가군
이 4.11로 검은콩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비용적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조 및 수수를 첨가한 스펀지 케이
크에서 조 및 수수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비용적이 감소하

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Kim SH 2003). 비용적은
공기의 혼입량, 구울 때 골격을 형성시켜 주는 글루텐의 양, 
밀가루 내의 전분에 의한 반죽 점성 유지 및 굽는 동안 전분

의 호화 등에 의해 스펀지 케이크 부피유지에 관여한다. 
검은콩 분말 첨가 스펀지 케이크의 굽기 손실은 대조군이

2.97으로 나타났으며, 40% 첨가군이 3.51로 검은콩 분말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굽기 손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생이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 케이크에서 매생이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굽기 손실이 증가하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

였다(Lee et al 2002). 스펀지 케이크의 반죽은 굽는 과정 중

Table 5. Specific loaf volume and baking loss of sponge cakes with different ratios of black soybean powder

Black soybean powder ratios(%)

0 10 20 30 40

 Specific loaf volume(ml/g) 5.01±0.05a1) 4.81±0.06ab 4.52±0.05b 4.27±0.05c 4.11±0.05d

 Baking loss(%) 2.97±0.11c 2.98±0.10c 3.02±0.09c 3.23±0.09b 3.51±0.11a

1) Mean±S.D.(n=3).
a～d Means in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높은 열에 의하여 팽창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반죽의
팽창과동시에기공이 열리면서반죽안의수분이 기체로 변

해 증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인이 굽기 손실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사료된다.

4. 색도
Table 6은 검은콩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 케이크의색도결

과이다. 검은콩 분말 첨가 스펀지 케이크의 L값은 대조군이
77.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검은콩 분말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감소(73.22~54.3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값은 대
조군이 —6.89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검은콩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5.37~—3.9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값은
대조군과 10% 및 20% 검은콩 분말 첨가군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30% 및 40% 첨가군에서는 첨가량
이증가할수록 b값이감소하는 것으로나타났다. 흑미가루를
첨가한 스펀지 케이크에서 흑미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은 감소하고, a값은 증가하며, b값은 감소하는 결과와 유
사한 경향을 보였다(Kim YS 2005). 검은콩 분말 자체의 색
과검은콩 분말대체의 결과로부피가감소하고기포가 조밀

하게 됨으로써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색이 전반적으로 어

두워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5. Texture
검은콩분말을 첨가한스펀지케이크의 texture 결과는 Ta-

ble 7과 같다. 검은콩 분말 첨가 스펀지 케이크의 hardness는
대조군이 0.22로 나타났으며, 40% 첨가군이 0.45로첨가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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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lor of the sponge cakes with different ratios of black soybean powder

Black soybean powder ratios(%)

0 10 20 30 40

L 77.66±0.74a1) 73.22±1.68ab 69.61±2.55bc 67.10±1.79c 54.30±5.27d

a —6.89±0.03c
—5.37±0.15b

—5.12±0.20b
—4.27±0.41ab

—3.93±0.76a

b 21.25±0.23a 19.84±0.23a 19.87±0.89a 17.88±1.13b 12.78±1.27c

1) Mean±S.D.(n=3).
a～d Means in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7. Textural properties of sponge cakes added different ratios of black soybean powder 

Texture
Black soybean powder ratios(%)  

0 10 20 30 40
Hardness(g/cm2) 0.22±0.01c1) 0.23±0.01c 0.37±0.03b 0.43±0.01a 0.45±0.01a

Cohesiveness(%) 0.12±0.01a 0.11±0.06a 0.13±0.01a 0.12±0.01a 0.13±0.01a

Springiness(%) 1.48±0.02a 1.47±0.01a 1.43±0.01ab 1.39±0.02b 1.30±0.01c

Gumminess(g) 0.02±0.01a 0.02±0.01a 0.01±0.02a 0.02±0.01a 0.02±0.01a

Stiffness(g) 0.04±0.01b 0.05±0.01ab 0.05±0.01ab 0.05±0.01ab 0.06±0.01a

1) Mean±S.D.(n=3).
a～d Means in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증가할수록 hardness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쌀가루 혼
합분으로제조한스펀지케이크에서도쌀가루혼합분첨가량

이증가할수록 hardness가증가하는결과와유사한경향을보
였다(Ju et al 2006). Cohesiveness와 gumminess는 검은콩 분
말첨가량이증가할수록유의적인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

다. Springiness는 대조군이 1.48로 높게 나타났으며, 검은콩
분말첨가량이증가할수록 springiness가유의적으로감소하는
경향을나타났다. 단호박가루를첨가한스펀지케이크에서도
단호박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springiness가 감소하는 결
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Byun JY 2002). Stiffness는 대조
군이 0.0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10%, 20% 및 30% 첨가
군은유의적차이가없고, 40% 첨가군은증가하는경향을나
타냈다. 스펀지케이크의견고성은케이크의수분함량, 완성
된 제품의 기공 발달 정도 및 부피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

으며, 기공이 잘 발달된 케이크는 부피가 크고, 경도가 낮다
고 하였다(Chabot JF 1976). 검은콩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반죽내에공기포집과기공의발달이적어져비중이커지

고, 스펀지 케이크의 비용적이 감소하면서 경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6. 관능검사
검은콩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 케이크의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8과 같다. 
Aircell uniformity는대조군, 10% 및 30% 첨가군에서는유

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20% 첨가군이 5.4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검은콩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비용적이 낮
고비중이작아지면서스펀지케이크의기공의크기와 aircell 
uniformity가적어졌다. Color에서는대조군, 10% 및 20% 첨가
군은유의적차이를나타내지않으면서높게나타났으며, 30% 
및 40% 첨가군이낮게나타났다. 검은콩분말첨가량이증가
할수록 L값이 감소하고 a값이 증가함에 따라 기호도가 감소
하는경향을보였다. Moistness, sweetness, softness, chewiness는
첨가량이증가하여도유의적인차이가없었다. Flavor는 20% 첨
가군이 5.4로가장높게나타났고, 10%, 30% 및 40% 첨가군
은 유의적 차이가 없고, 대조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Over-
all preference는 20% 첨가군이 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대조군, 10%, 30% 및 40% 첨가군은유의적 차이가 없었
다. 전반적인 기호도, 기공의 균일성, 촉촉함, 부드러움, 씹힘
성은 검은콩 분말 20% 첨가군에서 높은 기호도가 나타났다. 

요약 및 결론

검은콩 분말을 밀가루 대비 대조군, 10, 20, 30 및 40% 씩
첨가하여 스펀지 케이크를 만들고, 품질 특성으로 검은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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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ensory evaluation of sponge cakes with different ratios of black soybean powder

Sensory
Black soybean powder ratios(%)

0 10 20 30 40

Aircell uniformity 4.4±1.50ab1) 4.7±0.82ab 5.4±1.07a 4.9±1.10ab 3.8±1.39b

Color 5.3±1.33a 5.0±1.15a 6.1±0.99a 3.6±1.42b 2.6±1.71b

Moistness 3.2±1.31a 3.4±1.07a 3.9±0.99a 3.8±1.03a 4.0±1.24a

Sweetness 3.9±1.28a 4.4±0.84a 4.6±0.84a 4.7±1.41a 5.0±1.15a

Flavor 3.7±1.05b 4.6±1.17ab 5.4±1.07a 4.4±1.17ab 4.8±1.75ab

Softness 3.9±1.52a 3.6±0.96a 4.1±1.19a 4.1±1.28a 4.8±1.54a

Chewiness 4.5±1.08a 4.5±0.70a 5.4±1.17a 5.0±1.05a 5.3±1.15a

Overall preference 4.1±0.99b 4.7±0.94b 6.3±0.94a 4.4±1.07b 4.0±0.66b

1) Mean±S.D.(n=3).
a～d Means in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말의 일반성분, 반죽의 비중과 퍼짐성, 스펀지 케이크의 비
용적과 굽기 손실, 색도, texture,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은콩 분말의 일반 성분은 수분 8.44%, 조단백 31.34%, 

조지방 6.64%, 조회분 3.88%, 탄수화물 49.70%로 나타났다. 
검은콩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 케이크의 반죽의 비중과 퍼짐

성은 검은콩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검은
콩 분말 첨가 스펀지 케이크의 비용적은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감소하였고, 굽기 손실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펀지 케이크의 색도에서 검은콩 분말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은 감소, a값은 증가, b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났다. Texture 특성은 hardness, stiffness는 검은
콩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

며, springiness는 검은콩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
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cohesiveness, gumminess는 검은콩 분
말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능검사 결과 aircell uniformity, color, flavor 및 chewiness는
20% 첨가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Overall preference는 검
은콩 분말 20% 첨가한 스펀지 케이크의 기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0%, 30% 첨가군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검은콩 분말 첨가 스펀지 케이크의

최적 첨가 비율은 20%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써 스펀지 케이크 제조 시 검은콩 분말 첨가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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