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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루 분말로 체한  시폰 이크의 품질과 항산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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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Properties of Rice 
Chiffon Cakes with Wild Grape Powder 

Dong-Joo Bing and Soon-Sil 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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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chiffon cakes were prepared with wild grape powder. Different amounts of the wild grape 
powder were tested (3%, 6%, 9%, and 12%) to determine the optimal amount. Rice chiffon cake was evaluated for 
quality characteristics, antioxidant properties, and sensory evaluation. The specific gravity of control batter was 0.48 
g/mL, and it de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s of wild grape powder, whereas viscosity showed the reverse effect. 
The pH of batter and cake de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s of wild grape powder. The moisture content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s of wild grape powder, and the water activity of cake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amples from 0.905∼0.908. For color, lightness and yellowness deceased with increasing amounts of wild 
grape powder, whereas redness showed the reverse effect. For texture, hardness, fracturability, gumminess, and chewi-
nes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s of wild grape powder. Total polyphenol content,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s of wild 
grape powder. In the sensory evaluation, the control sample showed the highest scores for color, flavor, softness, 
and overall acceptability. Based on these results, wild grape powder could be considered as a functional material, 
and 6% wild grape powder is the optimum level for manufacture of rice chiffon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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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베이커리 산업은 1960년대에 미국의 원조 물자

와 정부의 분식장려 운동으로 밀가루, 설탕, 유지 등이 대량 

공급됨에 따라 산업 설비를 갖춘 양산 업체가 들어서면서 

베이커리 산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1). 1980년대에는 외

국의 패스트푸드업의 상륙과 매장 안에서 손님들이 직접 제

품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윈도우 베이커리 산업이 

발전하였고, 190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도입과 함께 매출 규모와 점포 수가 독립 점포보다 

성장하였다. 2010년대에는 건강과 주식을 대용하는 건강 

지향적인 베이커리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2-4).

케이크는 제과의 일종으로 밀가루, 계란, 지방, 설탕을 주

재료로 하며(5), 각각의 재료들 조합에 따라 부드러움, 촉촉

함, 향미 등에 영향을 미친다. 밀가루, 우유 및 계란의 단백질

은 케이크의 구조를 형성하고 많은 양의 단백질은 조직을 

단단하게 하며, 설탕, 지방 및 난황은 글루텐 구조 형성을 

방해하여 케이크를 부드럽게 한다(6). 그중 시폰 케이크

(chiffon cake)는 별립법을 사용하여 난백과 난황을 분리하

여 난백의 기포를 형성하고, 화학 팽창제로 반죽을 부풀려 

완성하는 케이크로 1927년 Henry Baker에 의해 개발되었

으며 1947년에 배합비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7,8). 난

백의 거품 형성은 교반이 진행됨에 따라 탄력성을 가지며 

난백 거품의 안정성 정도에 따라 최종 제품의 팽화도, 질감 

등에 영향을 미친다(9,10). 또한 난황 반죽과 난백 반죽 상태

와 혼합에 따라 케이크의 품질, 부피, 비중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11). 

경제 성장과 함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웰빙(well being), 

로하스(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등과 같은 삶의 질의 개념이 확산되고 건강 지향적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12). 이에 케이크는 

다른 식품에 비해 천연 소재를 첨가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

에 천연 물질을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수

용성 키토산(13), 함초 분말(14), 브로콜리(15), 로즈마리

(16), 부추(17), 연잎과 연근 분말(18), 오미자 분말(19) 등

의 스펀지케이크에 관한 연구와 토마토 분말(7), 연근 분말

(20), 알로에(21), 오디 분말(22), 대잎 분말(23) 등을 첨가

한 시폰 케이크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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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of rice chiffon cakes with wild grape powder

Ingredients (g)
Wild grape powder (%)

0 3 6 9 12

Emulsion

Rice flour1)

Wild grape powder2)

Egg yolk
Sugar
Soybean oil
Baking powder
Salt
Lemon juice
Water

200
0

100
110
80
3
2
15
45

194
5.43
100
110
80
3
2

15
45.57

188
10.85
100
110
80
3
2

15
46.15

182
16.28
100
110
80
3
2

15
46.72

176
21.7
100
110
80
3
2

15
47.3

Foam Egg white
Sugar

200
110

200
110

200
110

200
110

200
110

1)Moisture content of rice flour=12.98%.
2)Moisture content of wild grape powder=3.76%.

머루(Vitis coignetae)는 넝쿨성 목본식물로 동북아시아, 

중국 및 한국에 분포하며 산에서 야생으로 자생하고 있다. 

예로부터 머루 열매는 식욕 촉진, 소화 촉진, 해독, 두통, 

이뇨, 폐렴에 널리 사용되었고 어린이 두뇌 발달과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24). 머루 열매에는 phe-

nolic acids, flavonoids와 같은 페놀 화합물 및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등의 기능성 색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25,26), 머루 과피 및 종자 추출물은 항산화, 항균, 항돌연

변이 및 항암 활성(27,28), 뿌리는 염증 치료와 항미만 효과

(29)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머루의 우수한 생리기능

성을 활용하고자 머루를 이용한 와인(30), 요구르트(31), 잼

(32), 아펜젤러 치즈(33), 화전(34), 빵(35) 등 다양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머루를 이용한 케이크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머루 분말 3%, 6%, 9% 및 

12%를 대체한 쌀 시폰 케이크의 품질 특성 및 항산화 활성

을 평가하고 소비자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머루를 이용한 가

공 식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머루는 동결 건조시켜 -20°C에서 냉동 

보관하면서 시료로 사용하였다. 쌀가루(박력쌀가루, (주)대

두식품, 군산), 설탕(백설하얀설탕, 씨제이제일제당, 인천), 

베이킹파우더(베이킹파우더 포뮬러2, 제니코식품회사, 서

울), 소금(꽃소금, 샘표식품주식회사, 서울), 식용유(콩기름, 

사조해표, 인천), 레몬즙(Elmac Lemon Juice, Elmac Aggro, 

Howrah, India), 계란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시폰 케이크의 제조

시폰 케이크의 제조방법은 별립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

으며 배합비는 Table 1과 같다. 본 실험에 사용한 시폰 케이

크의 배합은 박력 쌀가루 200 g, 난황 100 g, 난백 200 g, 

설탕 220 g, 식용유 80 g, 소금 2 g, 베이킹파우더 3 g, 레몬

즙 15 g, 물 45 g이었으며, 머루 분말은 박력쌀가루 건물당 

0, 3, 6, 9, 12%의 비율로 대체하였다. 수분함량을 동일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의 양도 조정하였다. 난황에 설탕과 

소금을 넣어 거품기로 30회 혼합하고 식용유를 넣어 30회 

혼합한 후 쌀가루와 베이킹파우더를 섞은 다음 머루 분말과 

혼합된 물을 넣어 반죽하였다. 머랭은 난백을 호바트 믹싱기

(N50(ML104642), Hobart, Troy, MI, USA)에 넣어 speed 

2에서 2분 혼합하고 설탕을 첨가하여 2단에서 7분과 3단에

서 30초 동안 혼합한 후, 위의 반죽에 함께 넣어 주걱으로 

빠르게 30회 혼합하여 시폰 케이크의 반죽을 완성하였다. 

믹싱이 완료된 케이크 반죽은 시폰 2호틀(지름 18 cm, 높이 

7 cm, 기둥높이 9.5 cm)에 330 g씩 넣어 윗불 190°C, 아랫

불 170°C로 미리 예열된 오븐(Deck Oven, Shinshin Ma-

chinery Co., Busan, Korea)에서 27분간 구웠다. 구운 시

폰 케이크는 실온에서 1시간 식힌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반죽의 점도와 비중 측정

점도는 회전식 점도계(Visco star plus, Fungilab, Bar-

celona, Spain)를 이용하여 50 mL 비커에 40 g을 담은 후 

spindle L4, 12.0 rpm, 23°C, shear rate 70.0 s-1의 조건에

서 측정하였으며, spindle 회전 후 1분이 되었을 때의 값을 

측정하였다.

비중은 AACC 방법(36) 10-15에 따라 케이크 제조 과정 

중 박력 쌀가루 투입 후의 반죽 무게를 재어 아래 식으로 

계산하였다.

비중= 
케이크 반죽을 담은 용기의 무게－빈 용기의 무게

물을 담은 용기의 무게－빈 용기의 무게

반죽의 pH와 총산도 측정

반죽의 pH는 10 g의 시료를 pH Meter(pH-200L, Istek, 

Seoul)로 측정하였고, 총산도는 0.1 N NaOH로 pH 8.5까지 

적정한 후 소모된 0.1 N NaOH의 양을 mL 수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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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peration condition of texture analyzer for rice chiffon
cakes with wild grape powder

       Mode Measure force in compression
Option
Sample size
Load cell
Pre-test speed
Test speed
Post-test speed
Strain
Time
Trigger type
Data acquisition rate
Probe and product data

TPA
3×3×3 cm

25 kg
5.0 mm/s
5.5 mm/s
5.0 mm/s

30%
3 s

Auto-1 g
400 pps

75 mm compression plate

시폰 케이크의 pH와 총산도 측정

시폰 케이크의 pH와 총산도는 시료 10 g을 반죽과 동일

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수분함량 측정

시폰 케이크 내부의 수분함량은 시료를 취하여 믹서기

(HR-2860/55, Philips Electronics Korea Ltd., Seoul, 

Korea)로 1분간 분쇄한 후, 시료 2 g을 수분측정기(MB45, 

Ohaus, Greifensee,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분활성도 측정

수분활성도는 분쇄한 시료 3 g을 수분활성도 측정기

(HP23-AW, Rotronic, Bassersdorf, Switzerland)에 넣어 

측정하였다.

무게와 높이 측정

시폰 케이크를 제조한 후 실온에서 1시간 냉각시킨 후 

저울(Ohaus Corp., Pine Brook, NJ, USA)로 무게를 측정

하였다. 시폰 케이크의 높이는 케이크의 8지점을 측정한 평

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색도 측정

시폰 케이크의 색도는 시폰 케이크의 내부를 취하여, 직

경 2 cm, 높이 1 cm의 cell에 넣고 색차계(Chroma Meter, 

CR-200b, Minolta, Osaka, Japan)를 사용하여 L(명도), 

a(+적색도/-녹색도), b(+황색도) 값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된 표준색판은 L=97.10, a=+0.13, b=+1.88이었다. 

조직감 검사

시폰 케이크의 조직감은 완성된 시폰 케이크를 1시간 방

랭한 뒤 3×3×3 cm로 자른 다음 texture analyzer(TA- 

XT2i, Stable Micro Systems, Godalming, UK)를 이용하

여 75 mm compression plate를 장착하고 시료를 2회 연속

적으로 침입시켰을 때 나타난 force-time curve로부터 경

도(hardness), 부서짐성(fracturability), 부착성(adhesi-

veness), 응집성(cohesiveness), 검성(gumminess), 씹힘

성(chewiness) 및 복원성(resilience)을 측정하였으며, 이

때의 분석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n 방법(37)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5 g을 70% 에탄올 용액 50 mL를 가하고 

24시간(20°C) 동안 100 rpm으로 shaking water bath 

(VS-1205SW1, Vision Scientific Co., Ltd., Bucheon, 

Korea)에서 추출시킨 후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시료 0.1 mL에 증류수 

1.3 mL와 2 N Folin-Ciocalten 시약(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0.1 mL를 첨가하고 7% Na2CO3 

(Junsei Chemical Co., Ltd., Tokyo, Japan) 1 mL를 가하

여 2시간 방치하였다. 반응물의 흡광도는 725 nm에서 측정

하였고 gallic acid를 이용한 표준곡선으로 양을 환산하였

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시료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α,α'-diphenyl-β-py-

crylhydrazyl(DPPH)을 사용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즉 

DPPH 시약 12 mg을 absolute ethanol 100 mL에 용해시

킨 후 50% ethanol 용액을 첨가하여 DPPH 용액의 흡광도

를 517 nm에서 약 1.0으로 조정한 후, 시료 0.5 mL에 

DPPH 용액 5 mL를 혼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고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

Abs
)×100

Abc

Abc: Absorbance of DPPH solution without sample 

at 517 nm

Abs: Absorbance of DPPH solution with sample at 

517 nm

ABTS 라디칼 소거활성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증류수에 녹인 7 mM ABTS 

용액과 2.45 mM potassium persulfate 용액을 1:1로 혼합

하여 16시간 동안 실온의 암소에서 방치한 후 증류수로 734 

nm에서 흡광도가 0.7이 되도록 희석하였다. ABTS 희석용

액 3.9 mL에 시료 0.1 mL를 혼합한 다음 정확히 6분간 반응

시킨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

Abs
)×100

Abc

Abc: Absorbance of ABTS solution without sample 

at 734 nm

Abs: Absorbance of ABTS solution with sample at 

734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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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ecific gravity and viscosity of rice chiffon cakes with wild grape powder
Wild grape powder (%)

0 3 6 9 12
Specific gravity1) (g/mL)
Viscosity2) (cp)

  0.48±0.01a

11,606±521a
  0.47±0.01ab

10,907±700ab
  0.46±0.00b

10,196±1,281bc
 0.44±0.00c

9,945±633c
  0.43±0.01c

10,171±716bc

1)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2)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9).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th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4. pH and total titratable acidity of rice chiffon cake batters with wild grape powder
Wild grape powder (%)

0 3 6 9 12
pH

TTA1) (mL)
5.77±0.03a

2.22±0.11d
5.50±0.01b

2.35±0.05cd
5.18±0.05c

2.52±0.08c
4.83±0.04d

2.86±0.05b
4.71±0.04e

3.14±0.18a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th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TTA: total titratable acidity.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순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조리과학 실험실에

서 학생 62명을 대상으로 9점 척도법으로 소비자 검사를 

동일 설문지로 실시하였다. 이때 떫은맛(astringency), 신

맛(sourness), 단맛(sweetness) 및 거친 정도(coarseness), 

이취(off-flavor)는 아주 심하다(extreme) 9점, 전혀 없다

(none) 1점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제품의 색(color), 향미

(flavor), 부드러움(softness) 및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는 대단히 좋아한다 9점, 좋지도 싫지도 않다 

5점, 대단히 싫어한다 1점으로 나타내었다. 시료의 준비 및 

제시는 1인분 분량을 20 g으로 정하고 세자리 난수표로 구

분하여 종이 접시 위에 나열한 후 제시되었으며, 관능검사에 

참여한 소비자는 나이와 성별 등을 기록하고 각 시료는 물 

컵, 시료를 뱉는 컵과 정수기에서 받은 물을 시료 사이에 

제공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SPSS 프로그램(SPSS 12.0 for win-

dows,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였으며, 각 측정 평

균값 간의 유의성은 P<0.05 수준으로 Duncan의 다중범위

시험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실험결과 값들 사이의 상관

관계는 Pearson의 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반죽의 비중과 점도

머루 분말을 대체한 쌀 시폰 케이크 반죽의 비중과 점도는 

Table 3과 같다. 대조군의 비중은 0.48 g/mL로 가장 높았

으며, 3% 대체군 0.47 g/mL, 6% 대체군 0.46 g/mL, 9% 

대체군 0.44 g/mL 및 12% 대체군 0.43 g/mL로 유의적으로 

낮아졌다(P<0.05). 이는 오디 분말 첨가 파운드케이크(38), 

옥수수 점분 첨가 스펀지케이크(39)의 비중과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된 사용된 쌀가루와 머루 분말의 비

중 측정 결과 각각 0.65 g/mL, 0.27 g/mL로 머루 분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비중은 반죽의 온도, 믹싱 시

간과 상태, 팽창제 등에 영향을 받으며(40), 비중이 낮을수

록 반죽이 함유하고 있는 기포의 양이 많아 최종 제품의 부

피 향상에 도움이 된다(41). 그러나 너무 낮은 비중은 부서

지기 쉬운 조직감을 갖게 된다. Cho(17)는 부추 분말의 첨가

가 반죽 내 난백 등과 결합하여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기포 

막 망상구조 형성을 방해하여 비중을 증가시켰다고 하였으

며, 비중의 증가는 부피 감소로 인해 기공이 조밀하여 씹힘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42). 또한 설탕의 첨가량은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설탕의 비중은 물보다 높기 

때문에 설탕 함량이 높을수록 비중은 높아진다고 한다(43, 

44).

점도는 대조군이 11,606 cp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고

(P<0.05), 머루 분말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9% 대체군이 9,945 cp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P<0.05). 반죽 점도가 높을수록 기포의 이동이 지연되어 

팽창이 유지되고 반죽 안정성이 높아지며(45) 반죽에 공기

의 유입이 많아진다고 한다(46). 

반죽의 pH와 총산도

머루 분말을 대체한 쌀 시폰 케이크 반죽의 pH와 총산도

는 Table 4와 같다. 대조군의 pH는 5.77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P<0.05), 3% 대체군 5.50, 6% 대체군 5.18, 9% 

대체군 4.83 및 12% 대체군 4.71로 유의적으로 낮아졌다

(P<0.05). 총산도는 대체군이 2.22 mL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으며(P<0.05), 머루 분말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다(P<0.05). 머루즙을 첨가한 빵(35)과 버찌 

분말 첨가 파운드케이크(47)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

였으며, 이는 머루와 버찌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산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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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H and total titratable acidity of rice chiffon cake with wild grape powder
Wild grape powder (%)

0 3 6 9 12
pH

TTA1) (mL)
5.87±0.01a

0.43±0.04e
5.54±0.03b

0.64±0.07d
5.15±0.01c

0.84±0.07c
4.90±0.00d

1.18±0.07b
4.74±0.05e

1.40±0.10a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th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TTA: total titratable acidity.

Table 6. Moisture content and water activity of rice chiffon cake with wild grape powder
Wild grape powder (%)

0 3 6 9 12
Moisture content (%)

Aw
33.53±0.55c

0.906±0.005NS
33.57±1.03bc

0.905±0.005
33.60±0.51abc

0.906±0.006
34.24±0.32ab

0.908±0.003
34.27±0.77a

0.907±0.007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9).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th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S: not significant.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시폰 케이크의 pH와 총산도

머루 분말을 대체한 쌀 시폰 케이크의 pH와 총산도는 

Table 5와 같다. 대조군이 5.87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

며(P<0.05), 머루 분말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낮

아져(P<0.05) 반죽의 pH 결과(4.71~5.77)와 유사하였다. 

총산도는 0.43~1.40 mL로 머루 분말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높아졌고(P<0.05), 반죽의 총산도(2.22~3.14 

mL)보다 낮게 나타났다. 감초 분말 파운드케이크(48)와 흑

마늘 분말(49), 청경채 분말(50), 백년초 분말(51) 첨가 스

펀지케이크 연구에서도 본 실험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

며, pH가 낮아질수록 케이크의 부피 및 높이가 감소하는 결

과를 보였다. 산(acids)은 전분의 호화와 팽윤을 방해하는 

인자로 산성에 가까울수록 미세한 기공, 부피 감소, 톡쏘는 

맛 등이 나며 알칼리화 될수록 거친 기공, 강한 향 및 소다 

맛이 나며 또한 당의 강한 수분결합력은 호화에 이용되는 

가용 수분을 감소시켜 전분의 호화와 팽윤를 방해한다고 한

다(34,52,53).

수분함량과 수분활성도

머루 분말을 대체한 쌀 시폰 케이크 수분함량과 수분활성

도는 Table 6과 같다. 수분함량은 대조군이 33.53%로 유의

적으로 가장 낮았으며(P<0.05), 3% 대체군 33.57%, 6% 대

체군 33.60%, 9% 대체군 34.24% 및 12% 대체군 34.27%

로 머루 분말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높아졌다

(P<0.05). 이는 베리류를 첨가한 블루베리(54), 오디 분말

(22,55), 복분자 농축액(56) 등의 연구에서도 베리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으

며, 이외에 블루베리 양갱(57), 블루베리 식빵(58), 오디 젤

리(59), 딸기 쿠키(60) 연구에서도 본 실험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머루를 포함한 베리류에 있는 식이섬유의 영향으

로 수분결합력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Cho와 Lee(61)

는 섬유소의 농도에 따라 수분결합력의 차이를 보이며 섬유

소와 단백질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수분결합력의 영향

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Kye(62)는 pH에 따라 수분결합력의 

차이를 보이는데 산성에서의 결합력은 약한 반면 약산성과 

중성 부근에서 수분결합력이 높고 셀룰로오스 함량과 정비

례한다고 한다. 

수분활성도는 노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저장 중의 외부

의 습도에 영향을 받으며 반죽의 수분흡수율이 높을수록 굽

기 후 빵의 자유수 함량이 높아져 활성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63,64). 머루 분말 3% 대체군이 0.905로 가장 낮았으나 

대조군과 대체군들의 수분활성도는 0.905~0.908로 유의적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P<0.05), 스펀지케이크의 수

분활성도 범위인 0.82~0.89보다는 높았으나(65) 마늘 분말 

스펀지케이크(66)의 0.907~0.925 범위보다는 낮게 나타났

다. 

무게와 높이 측정

머루 분말을 대체한 쌀 시폰 케이크 무게와 높이는 Table 

7과 같다. 무게는 대조군이 298.75 g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으며(P<0.05), 3% 대체군 300.50 g, 6% 대체군 299.44 

g, 9% 대체군 301.16 g 및 12% 대체군 301.29 g으로 머루 

분말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높아졌다(P<0.05). 

높이는 대조군과 3% 대체군이 각각 5.17 cm, 5.14 cm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P<0.05), 9% 대체군이 4.40 cm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5). 이는 단호박 가루 첨가 쌀 

스펀지케이크(67), 밀감 분말 첨가 파운드케이크(68)에서

도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부피가 감소하고 무게가 증가

하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위의 실험 결과에서 비중이 낮

게 나타나 기포의 포집 함량이 높고 최종 제품의 높이가 높

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본 실험에서는 지나친 비중 감소로 

굽는 과정 중 반죽 내구성이 약해지고 낮은 점도로 인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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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Weights and heights activity of rice chiffon cake with wild grape powder
Wild grape powder (%)

0 3 6 9 12
Weights (g)
Heights (cm)

298.75±0.95b

  5.17±0.36a
300.50±2.89ab

  5.14±0.51a
299.44±1.38ab

  4.91±0.66ab
301.16±1.86a

  4.40±0.37c
301.29±1.68a

  4.60±0.26bc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6).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th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8. Color of rice chiffon cake with wild grape powder

Hunter value
Wild grape powder (%)

0 3 6 9 12

Crumb
L
a
b

59.82±0.46a

-4.66±0.07e

19.55±0.52a

52.02±0.44b

-1.14±0.15d

12.39±0.12b

46.91±0.58c

 0.89±0.07c

11.03±0.17c

44.10±0.30d

 2.50±0.31b

 9.26±0.79d

41.86±0.82e

 3.46±1.67a

10.11±0.54e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1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th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9. Textural characteristics of rice chiffon cake with wild grape powder
Wild grape powder (%)

0 3 6 9 12
Hardness (g)
Fracturability (g)
Adhesiveness
Cohesiveness
Gumminess
Chewiness
Resilience

17.70±1.61c

 0.99±0.05b

 0.00±0.18NS

 0.80±0.03b

14.20±1.25c

13.70±1.20d

 0.40±0.03bc

21.03±2.17b

 0.96±0.13b

-0.01±0.17
 0.79±0.03b

16.65±1.93b

15.89±2.69c

 0.39±0.03c

21.80±1.77b

 1.09±0.17b

-0.07±0.09
 0.83±0.03a

18.04±1.08b

17.99±1.09b

 0.44±0.03a

28.46±3.07a

 1.05±0.18b

 0.01±0.09
 0.81±0.02ab

23.02±2.24a

22.88±2.61a

 0.42±0.02ab

30.73±3.38a

 1.26±0.16a

-0.02±0.10
 0.80±0.02b

24.55±2.83a

23.11±2.58a

 0.41±0.02bc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9).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th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S: not significant.

포의 이동이 활발해져 반죽이 불안정하고 pH 감소 등으로 

높이와 부피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색도

머루 분말을 대체한 쌀 시폰 케이크 색도는 Table 8과 

같다. 명도와 황색도는 대조군이 각각 59.82, 19.55로 유의

적으로 가장 높았으며(P<0.05), 머루 분말 대체량이 증가할

수록 유의적으로 낮아졌다(P<0.05). 적색도는 이와 반대로 

머루 분말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높아졌다(P< 

0.05). 머루즙을 첨가한 빵(35)의 연구에서도 머루 첨가량 

증가에 따라 명도와 황색도가 감소하고 적색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머루의 안토시아닌 색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감

머루 분말을 대체한 쌀 시폰 케이크 조직감은 Table 9와 

같다. 경도는 대조군이 17.70 g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으

며(P<0.05), 머루 분말 12% 대체군이 30.73 g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부서짐성은 대조군과 머루 분말 9% 대

체군까지 0.99~1.09 g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P< 

0.05), 12% 대체군이 1.26 g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부착성은 대조군과 대체군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

며(P<0.05), 응집성은 머루 분말 6% 대체군이 0.83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P<0.05). 검성과 씹힘성은 머루 분말 

12% 대체군이 각각 24.55, 2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복원성은 머루 분말 6% 대체군이 0.44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P<0.05). 이는 머루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부피가 작아짐

에 따라 케이크 조직의 기공이 작아지고 조밀하게 형성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총 폴리페놀 함량

머루 분말을 대체한 쌀 시폰 케이크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ig. 1과 같다. 대조군은 4.07 mg GAE/100 mL로 유의적으

로 가장 낮았으며(P<0.05), 3% 대체군 5.33 mg GAE/100 

mL, 6% 대체군 8.55 mg GAE/100 mL, 9% 대체군 9.88 

mg GAE/100 mL 및 12% 대체군 12.33 mg GAE/100 mL

로 머루 분말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높아졌다

(P<0.05). 

DPPH 라디칼 소거활성

머루 분말을 대체한 쌀 시폰 케이크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결과는 Fig. 2와 같다. 대조군은 2.52%로 유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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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tal polyphenol content of rice chiffon cake with wild
grape powder.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Dif-
ferent letters (a-e) on bars differ significantly (P<0.05) by Dun-
can's multiple range test. 

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rice chiffon cake
with wild grape powder.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Different letters (a-e) on bars differ significantly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3.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rice chiffon cake
with wild grape powder.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Different letters (a-d) on bars differ significantly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10. Sensory evaluation of rice chiffon cake with wild grape powder
Wild grape powder (%)

0 3 6 9 12
Sourness
Sweetness
Astringency
Oily
Color
Flavor
Softness
Overall acceptability

1.55±1.05e

6.00±1.64a

2.10±1.57b

3.44±1.90NS

7.63±1.12a

7.15±1.16a

6.81±1.60a

7.11±1.33a

2.63±1.90d

5.52±1.95ab

2.55±1.49ab

3.45±1.88
5.68±1.25c

6.13±1.40b

6.45±1.31ab

6.16±1.35b

4.06±2.02c

4.98±2.07bc

2.65±1.49ab

3.11±1.61
5.77±1.32bc

5.85±1.40b

6.10±1.21b

5.81±1.44b

5.39±1.85b

4.35±1.83cd

2.85±1.63a

3.06±1.82
5.66±1.19c

4.95±1.54c

6.13±1.27b

5.02±1.50c

6.55±1.89a

3.98±1.98d

2.79±1.83a

3.10±1.91
6.19±1.42b

4.79±1.71c

5.35±1.49c

4.73±1.57c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6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th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S: not significant.

으로 가장 낮았으며(P<0.05), 3% 대체군 11.90%, 6% 대체

군 23.15%, 9% 대체군 34.80% 및 12% 대체군 40.42%로 

머루 분말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높아졌다(P< 

0.05). 이는 냉동 블루베리와 검정콩 안토시아닌(69), 고수 

분말과 브로콜리 줄기 분말(70) 파운드케이크, 솔잎 분말

(71) 스펀지케이크 및 참죽 분말(72), 함초 분말(73)을 첨가

한 식빵 연구에서도 본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의 증가는 폴리페놀 함량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

머루 분말을 대체한 쌀 시폰 케이크의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결과는 Fig. 3과 같다. 대조군은 6.34%로 유의적

으로 가장 낮았으며(P<0.05), 3% 대체군 8.98%, 6% 대체

군 12.56%, 9% 대체군 13.27% 및 12% 대체군 16.53%로 

머루 분말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높아졌다(P< 

0.05). ABTS 라디칼 소거활성과 DPPH 라디칼 소거활성 

모두 동일한 원리를 이용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방법으

로 이용되고 있다(74). 

관능검사

머루 분말을 대체한 쌀 시폰 케이크 관능검사는 Table 

10과 같다. 특성강도 결과 신맛과 떫은맛은 대조군이 각각 

1.55, 2.10으로 가장 낮았으며(P<0.05), 머루 분말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단맛은 머

루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졌으며(P<0.05), 기름 맛

은 대조군과 대체군들이 3.10~3.45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P<0.05). 기호도에서 색은 대조군이 7.63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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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았으며(P<0.05), 머루 분말 9% 대체군이 5.66으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5). 향미와 부드러운 정도는 

머루 분말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P<0.05), 전체적인 기호도는 대조군이 7.11로 가장 높았으

며 3% 대체군 6.16, 6% 대체군 5.81, 9% 대체군 5.02 및 

12% 대체군 4.73으로 9% 대체군까지는 보통 이상의 점수

를 나타내었다.

요   약

머루 분말 3%, 6%, 9% 및 12% 대체량을 달리한 쌀 시폰 

케이크를 제조하고 이의 품질 특성, 항산화 특성 및 관능검

사를 실시하였다. 대조군의 비중은 0.48 g/mL로 가장 높았

으며 머루 분말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낮아졌으

며(P<0.05), 점도는 대조군이 11,606 cp로 유의적으로 가

장 높았고(P<0.05) 머루 분말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지

는 경향을 보였다. 반죽과 케이크의 pH는 대조군이 각각 

5.77, 5.87로 가장 높았으며 머루 분말 대체량이 증가할수

록 유의적으로 낮아졌으며(P<0.05), 총산도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수분함량은 머루 분말 대체량이 증가

할수록 유의적으로 높아졌고(P<0.05), 수분활성도는 0.905 

~0.908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색도

에서 명도와 황색도는 머루 분말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유의

적으로 낮아졌고(P<0.05), 적색도는 유의적으로 높아졌다

(P<0.05). 조직감은 경도, 부서짐성, 검성 및 씹힘성은 머루 

분말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높아졌고(P<0.05) 

부착성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응집성과 복원

성은 6% 대체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 폴리페놀 함량, 

DPPH,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머루 분말 대체량이 증가

할수록 유의적으로 높아졌다(P<0.05). 관능검사에서 색, 향

미, 부드러운 정도 및 전체적인 기호도는 대조군이 가장 높

았으며 머루 분말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따라서 시폰 케이크의 품질 특성, 관능검사 및 항

산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머루 분말 6% 대체한 쌀 시폰 

케이크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머루를 이용

한 다양한 가공식품의 확대를 위해 머루로 대체한 쌀 시폰 

케이크의 저장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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