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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마리 분말이 스폰지 이크의 장  이화학  특성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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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ponge cakes prepared using various amounts of rosemary powder were evaluated. 
Rosemary powder was used at 0, 0.1, 0.3, 0.5, and 0.7% (w/w). The second-stage specific densities of batter increased 
from 0.49 to 0.54 as the amount of rosemary powder rose from 0% to 0.7% (w/w). All specific densities were 
within the normal range. The pH of sponge cake batters increased as rosemary powder proportion rose,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The moisture contents of cake showed no difference on the first day but significantly decreased 
to 38.5-39.7% after 3 days. The acid values and peroxide values fell as the proportion of rosemary powder increased. 
With rising rosemary powder level, antioxidative capacity increased but physiological properties were not affected 
in the range of rosemary powder concentration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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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허 (herb)는 잎, 기와 뿌리 등이 식욕, 약용에 쓰이거

나 향기나 향미가 이용되는 식물의 총체라고 할 수 있으며, 

식품과 음료 외에 향수나 화장품 등의 제품에 이용되는 

식물의 부라고 할 수 있다. 허 류는 그 성분이 식품이나 

음료 속에 보존용 향신료 는 건강증진제로서 첨가되며 

식욕 증진작용, 육류나 생선의 냄새 제거작용, 향을 내어 

맛을 좋게 하는 부향작용, 착색에 의해 식욕을 향상시키는 

착색 작용 등에 이용되며 기능성으로서 항산화 작용, 항균

성  생리 작용 등이 알려져 있다(1). 

일반 으로 많이 알려진 항산화성이 높은 허 류로는 

rosemary나 sage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지 해 연안이 

원산지이며 향기가 탁월하고 항산화력이 강하여 각종 요리

나 소스, 유지 식품에 이용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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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식생활이 차 서구화 되어감에 따라 주식 용

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빵과 

이크에 한 소비가 증가하여 은 층에서는 간식이 아닌 

주식으로 소비량의 규모가 차 커지고 있다(3). 식품산업

의 격한 발 과 함께 식품의 가공식품화나 인스턴트화로 

식품의 장기간을 연장하고 상품가치를 높이기 해 식품 

보존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분의 보존제는 화

학  합성품으로 그 안 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4). 따라서, 

인공합성 보존료 신 식용식물  생약 등의 천연물로부터 

특성 성분을 추출하여 천연식품 보존제를 개발하려는 시도

가 이루어지고 있다(5,6).

천연식품 보존제를 이용한 빵과 이크에 한 연구로는 

감잎분말을 첨가한 빵의 품질특성(7), 다시마 식이섬유를 

첨가한 기능성 소보루 빵의 품질특성(8), hydrolyzed oat 

flour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열량 이어 이크의 

물리   능  특성(3), 향신료 첨가 식빵의 장기간별 

품질 특성 변화(9), 키토산(10), 쑥(11), 가루녹차(12), 마늘

분, 생강분, 계피분과 같은 향신료(13), 미역과 다시마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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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첨가한 이크(14), 솔잎가루를 첨가한 찜 이크(15), 

마(16) 등을 첨가한 스폰지 이크의 품질특성 등이 있다.

이크의 기본이 되는 스폰지 이크는 거품형 이크의 

표 인 제품으로 그 종류나 변화가 다양하여 많이 이용되

고 있고 다양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3,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산화능과 항균력이 우수하며 

생리활성의 건강 기능성이 있는 로즈마리를 스폰지 이크

에 천연식품 보존제로 이용하고자 하 다. 로즈마리 분말

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스폰지 이크의 제조 성을 검토하

고, 제조된 이크의 이화학  특성  장  변화를 비교

하여 로즈마리 분말의 최  첨가량에 의한 기능성 이크류

의 제품개발을 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건조 로즈마리(Farm Herb Nara, Korea)를 구입하 고, 

분쇄한 후 50 mesh의 체에 통과시켜 사용하 다. 스폰지 

이크 제조 시 로즈마리의 첨가량은 0, 0.1, 0.3, 0.5, 

0.7%(w/w)로 하 다. 

실험방법

스폰지 이크의 제조

스폰지 이크 제조용 재료의 배합비는 가루 100, 설탕 

100, 계란 240, 버터 40, 소  1을 사용하 다. 제조과정은 

공립법에 하여 실시하 다. 계란은 잘 섞어  후 설탕과 

소 을 함께 혼합하여 설탕입자가 완 히 녹을 때까지 섞은 

후 거품을 올렸다. 계란 거품 반죽한 것에 가루를 섞으며 

어  후, 가루와 계란이 다 섞이면 녹인 버터를 부어서 

가라앉기 에 같이 섞어주었다. 최종 으로 모든 재료를 

섞은 반죽을 빵틀(225×225×45 mm)에 생지를 깔고 부운 

후 오 (상부 180℃, 하부 160℃)에 넣어서 20-25분 정도 

구웠다. 구어진 빵은 실온에서 1시간 동안 식힌 후 능검사

나 실험에 이용하 다. 

반죽의 비

계란과 설탕, 소 을 혼합한 후 1차 비 을 측정하여 비

이 0.13±0.01되도록 한 후, 마른재료와 버터를 넣고 2차 

비 을 측정하 다. 비 은 같은 부피의 물 무게에 한 

같은 부피의 반죽무게의 비율로 계산하 다.

반죽과 이크 crumb의 pH

반죽은 25 g을 증류수 15 mL를 넣고 충분히 교반시킨 

후 pH를 측정하 으며, 이크 crumb는 crumb 20 g에 증류

수 40 mL를 넣고 교반한 후 pH meter(Thermo Orion 

420A+,USA)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크의 수분함량

의 제조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스폰지 이크를 3일간 

20℃에서 장하면서 시료를 채취하여 상압가열건조법으

로 수분함량을 측정하 다. 이크 crumb의 간부분 5 

g을 취하여 105℃를 유지하는 건조기(Samwoo Scientific 

Co., SW-006)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킨 후 수분함량

을 측정하 다.

산가  과산화물가 측정

스폰지 이크 10 g에 ethyl ether 100 ml를 가한 후 25℃를 

유지하며 진탕혼합기(Lab, Companion SI-600R)를 이용하

여 200 rpm에서 2시간 동안 유지를 추출하여 산가와 과산화

물가 측정에 이용하 다. 산가는 추출한 유지시료 5 mL을 

ethyl alcohol : ethyl ether(1:2) 혼합용매에 섞어 녹인 후, 

0.1N-KOH ethanol 용액으로 정하여 산가를 계산하 다. 

지시약으로서는 1% 페놀 탈 인을 사용하 다.

과산화물가는 추출한 유지시료 1 g에 acetic acid: 

chloroform 혼합용액(3:2, v/v) 25 mL를 가하여 혼합한 후, 

KI 포화용액 1ml를 넣어 가볍게 섞고 하여 냉암소에 

10분간 보 하 다. 이 추출액에 증류수 75 mL를 가하여 

잘 혼합하고 1% 분용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0.01N 

Na2S2O3를 가하여 무색을 종말 으로 분석하 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SPSS 12.0 package를 사용하여 분산분석하

으며, 평균±표 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실험군에 한 

유의성 검정은 분산분석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p<0.05 수 에서 실시하 다.

결과  고찰

반죽의 비

로즈마리 분말의 첨가량을 0, 0.1, 0.3, 0.5, 0.7%로 달리하

면서 반죽의 비 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1차 

비 은 로즈마리 분말을 첨가하기 에 측정했기 때문에 

0.13±0.01으로 비 의 변화가 없었다. 2차 비 은 조구

(0%)의 비 이 0.49±0.01이었으나, 로즈마리 분말 0.7% 첨

가구는 0.54±0.05로 증가하 다. 0.7% 첨가구만이 다른 실

험군(0.1%, 0.3% 첨가군)에 비해 통계 으로는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 으로는 로즈마리 첨가량에 

해 비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 다. 이러

한 결과는 증숙 마늘 분말을 10%까지 첨가한 스폰지 이

크 제조시, 증숙 마늘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반죽의 비

이 유의 으로 증가하 다는 보고(18)와 잎새버섯 가루, 

매생이 분말, 리카 분말  김 분말을 첨가한 경우에도 

비 이 증가되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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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이는 첨가된 로즈마리 분말이 교반에 의해 형성된 

달걀 거품의 유화를 방해해서 기포가 괴됨에 따라 비 이 

증가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반 으로 스폰지 

이크를 제조하기 한 비 은 0.45～0.55의 범 이므로, 

0.7%까지의 로즈마리 분말 첨가량은 스폰지 이크의 제조 

조건에는 향이 없는 것으로 보 다. 

Table 1. Specific gravities of sponge cake batters added various 
amount of rosemary powder

Rosemary powder (%) Specific gravity

Control 0.49±0.01
ab1)

0.1 0.48±0.02a

0.3 0.45±0.04a

0.5 0.51±0.07ab

0.7 0.54±0.05b

1)
Superscrip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ean±SD.

반죽의 pH

로즈마리 분말의 첨가량을 0, 0.1, 0.3, 0.5, 0.7%로 달리하

면서 반죽의 pH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로즈마리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혼합 직후 반죽의 

pH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조구의 pH는 7.59±0.06이

으며, 로즈마리 분말 0.7% 첨가구는 7.79±0.05로 유의차

를 보이며 증가하 다. 이는 로즈마리 분말을 2%까지 첨가

한 증편의 pH가 첨가량에 따라 증가한 연구결과(24)와 통

주에 첨가한 경우, 조구에 비해서 발효 에는 pH가 높았

다는 결과(24)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로즈마리 첨가에 의한 

pH 증가는 로즈마리의 무기질 성분의 용출에 의해 pH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24).

Table 2. pH values of sponge cake batters added various amount 
of rosemary powder

Rosemary powder(%) pH

Control 7.59±0.06a1)

0.1 7.65±0.05ab

0.3 7.61±0.07a

0.5 7.73±0.07bc

0.7 7.79±0.05c

1)Superscrip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ean±SD.

장 의 수분함량 변화

로즈마리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만든 스폰지 이크

를 20℃에서 3일간 장하여 수분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기 수분함량은 39.7～40.5%로서 로

즈마리 분말의 첨가량에 따른 수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시료에 있어서 장 기간에 따라 수분이 

차 감소하여 3일 후에는 38.5～39.7%로 감소하 으며, 

0일 기 수분과는 유의  차이(p<0.05)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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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isture contents of sponge cake crumb with the addition 
of various amount of Rosemary powder during storage at 20°C 
for 3 days.

장 의 산가 변화

로즈마리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만든 스폰지 이크

를 20℃에서 3일간 장하며 산가를 측정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0일에는 모든 이크가 0.057～0.059로서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장 2일에서는 조구와 로즈

마리 분말 0.1% 첨가구의 산가가 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3일에서는 조구, 로즈마리 분말 0.1% 첨

가구와 0.3% 첨가구의 산가는 유의차를 보이며 증가하

다. 그러나, 로즈마리 분말 0.5% 첨가구와 0.7% 첨가구는 

장 3일까지 산가가 제조한 처음과 같이 0.058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로즈마리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스폰지 이크의 산화가 방지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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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acid value of crumb with the addition of 
different amount of Rosemary powder during storage at 20°C 
for 3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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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 과산화물가 변화

로즈마리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만든 스폰지 이크

를 20℃에서 3일간 장하며 과산화물가를 측정한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기 과산화물가는 0.48～0.51로서 

로즈마리 분말의 첨가량에 따른 유의차가 없었으나, 장 

1일 이후에는 로즈마리 분말의 첨가량에 따라 유의차를 

보이며 과산화물가가 변하 다. 장 3일 이후에는 조구

의 과산화물가는 2.28±0.19로 기보다 증가하 으나, 로

즈마리 분말 0.7% 첨가구는 0.51±0.06로서 기값과 유의

차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 김치에 로즈마리 추출물

을 이용한 경우에 과산화물가 생성을 억제하는 능력이 

BHA, BHT와 유사한 항산화능력이 있다는 결과(25)와 유

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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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peroxide value of crumb with the addition of 
different amount of Rosemary powder during storage at 20°C for 
3 days.

요   약

기능성 스폰지 이크의 제품 개발을 하여 항산화효과

와 항균력이 있는 건강기능성의 생리활성 소재인 로즈마리 

분말을 첨가하여 이화학 특성을 보았다. 스폰지 이크에 

로즈마리 분말의 첨가량은 0, 0.1, 0.3, 0.5, 0.7%(w/w)로 

하 고, 20℃에서 3일간 장하면서 비 , pH, 수분함량, 

산가  과산화물가를 측정하 다. 로즈마리 분말의 첨가

량을 달리한 반죽의 2차 비 은 조구(0%)가 0.49 으나, 

로즈마리 분말 0.7% 첨가구는 0.54로 증가하여 유의차를 

보 으나 일반 인 스폰지 이크를 제조하기 한 비 의 

범 (0.45～0.55)에 포함되어 0.7%까지 로즈마리 분말을 

첨가해도 스폰지 이크의 제조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즈마리 분말의 첨가량에 비례해서 반

죽의 pH는 유의차를 보이며 증가하 으나, 로즈마리 분말

의 첨가량에 따른 기 수분 함량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장 기간에 따라 수분함량이 차 감소하여 

장 3일 후에는 38.5～39.7%로 감소하 으며, 기 수분함

량과는 유의  차이(p<0.05)를 보 다. 로즈마리 분말의 항

산화력을 나타내는 산가와 과산화물가의 변화는 스폰지 

이크에 로즈마리 분말의 첨가량이 높을수록 항산화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스폰지 이크에 로즈마리 분말을 0.7%

까지 첨가하는 것은 제조 성에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항산화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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