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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의 디저트제품, 베이커리 상품은 생활수준 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식품 산업의 기술적인 혁신, 소비자 욕구
의 다양화 등과 함께 신제품 개발이 요구되며 수요로 꾸준

히 증가돼 왔다(Kim, 2017). 현대사회에서 케이크, 디저트를
섭취하는 관점이 단순히 맛과 모양보다는 웰빙이라는 화두

와함께건강에좋은성분 함유 및기능성재료의첨가여부

가소비자입장에서더중요하게자리잡고있다(Lee & Ahn, 
2010). 이처럼 소비자의 디저트에 대한 단순케이크에서 마

카롱, 치즈케이크 등 기호는 다양화, 고급화됨에 따라 새로
운 기능성이 부가된 제품개발이 증가(Lee et al., 2009) 요구
로 새로운 기능성 분말을 첨가한 케이크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케이크는 중요한 베이커리 제품이고, 전 세계 시장에서

현재매년약 1.5%씩성장하고있으며, 케이크시장의과제로
는 비용 절감, 유통 기한 연장, 품질 관리 등이 있다(Cauvain 
& Yoo, 2010). 스펀지케이크는 달걀의 기포성을 이용한 거
품형 케이크 제품으로부드러운맛과 촉촉한느낌을 지니고

있는 편의 식품중 하나이다(Lee & An, 2010). 스펀지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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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moringa powder enrichment 
in sponge cake. The developed product can be a promising inclusion in the functional foods. Moringa 
powder was added to sponge cake batter (in the ratios of 0, 3, 6, 9, 12% of the total flour), called 
MP3, MP6, MP9, and MP12 respectively. The effect of moringa supplementation on physical, chemical 
and sensory quality of cakes were evaluated and analyzed statistically using SPSS program. The pH 
of cake was decreased as the concentration of moringa powder added. The specific volume of cake 
samples decreased with increasing levels of moringa powder in the formulation. Colour measurements 
showed that lightness and yellowness were decreased with an increased level of moringa powder. But 
redness result revealed and increasing in redeness with the increasing morigna powder level, compared 
to the control sample. The results of texture profile analysis showed hardness, springness, cohesiveness 
of the moringa cake that were higher than control sample. In sensory evaluation, MP3 was selected as 
the most acceptable sample. In the conclusion, moringa powder was incorporated in the formulation to 
enrich sponge cakes and was suggested for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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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죽은 밀가루, 계란, 유지 그리고 설탕으로 구성되고 액체
와 고체의 성질을 결합시켜 케이크의 구조적, 변형, 그리고
질감 속성을 규정하며 공립법, 별립법으로 만든다. 믹싱은
케이크 반죽이안정적으로 물과 지방이 안정화되도록 해주

고 비중을 통해 기포의 형성을 좋게 하며 굽는 과정에서 거

품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준다(Conforti, 2006; Wilderjans, Pa-
reyt, Goesaert, Brijs & Delcour, 2008). 스펀지케이크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세발나물 분말(Hong, An & Cho, 2016), 돼지
감자분말(Kim et al., 2014), 아마씨 분말(Lee, Park & Lee, 
2017), 홍삼분말(Jang et al., 2016), 천마 분말(Kang 2007), 구
기자 분말(Shin, 2016a), 쌀겨 분말(Lee & Kwon, 2015)와 같
이 케이크의 품질 향과 더불어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고, 기
능성 성분이 첨가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인도의 동의보감이라 불리어지는 모링가(Moringa oleifera 

Lam)는 전 세계의 기적의 나무로 상징되며, 총 14종으로 알
려져 있는 십자화목(Moringaceae)의 한 종(species)으로 drum 
stick tree 또는 horse radish tree라 불리며, 가장 널리 분포하
고 있는 종(Sena et al., 1998)으로, 높은 영양적 가치로 사람, 
가축사료로 이용(Ham & Hong, 1997)되거나, 고전적인 치료
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모링가의 잎은 단백질, 미
네랄 그리고 소화가 용이한 영양성분이 풍부하다고 밝혀져

식이 단백질 보충에 중요한 역할(Van & Van, 1997), 꽃 그리
고 씨앗이 모두 음식으로 사용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Makkar & Becker ,997). 모링가 잎의 성분은 약 260 g/kg 정
도의 조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87%가 진짜 단백질
(Makkar & Becker, 1996), 필수 아미노산은 메티오닌, 시스테
인, 트립토판 및 리신이 들어있다(Makkar & Becker, 1996). 
생 모링가 잎의 아미노산과 콩의 아미노산 구성과 거의 유

사(Foidl et al., 2001)하며, β-카로틴, 단백질, 비타민 C, 칼슘
등이 풍부해 항산화제로 이용(Sid & Becker, 2003), 콜레스테
롤 제거 및 간 손상 방지와 염증, 심장병 등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hasi & Ofili, 2000). 이 모링가는
필수아미노산, 항산화강화, 영양보충을 위한모링가 분말을
제과제빵 제품으로 활용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모링가의 연구는 모링가잎분말을이용한 국수

(Chung & Kim, 2017), 모링가잎 열수추출물을 첨가한설기
떡(Kim & Choi, 2015), 모링가 잎 분말을 첨가한 머핀(Jung, 
2016)이 있으나, 아직까지 모링가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녹차와 비슷한 향, 맛, 모양을 가지고
있어 아이스크림, 샐러드 드레싱 쉐이크, 요거트 등에 첨가
되어 이용되어 있는 추세인 모링가 분말을 스펀지케이크에

첨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모링가 분말을 첨가함으로
써 영양가와 함께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그리고 다양한
페놀의 좋은 공급원으로심장병 치료등 치료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기능성이 우수한 모링가 분말을 각각 3, 6, 9, 

12% 씩을 첨가하여 스펀지케이크를 제조하였다. 그 후 일반
성분, 비중과 pH, 무게와 부피, 굽기 손실율, 색도, 조직감, 
관능검사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모링가 분말
을 첨가한 스펀지케이크의 최적 배합비를 결정하여 스펀지

케이크의 제품을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실험재료 

본케이크 실험에 사용된 재료로는밀가루인 박력분(대한
제분)을 3회 체질하여 사용하였으며, 달걀(풀무원), 설탕(정
백당, 삼양사), 버터(롯데푸드), 소금(한주소금, 국내산), 물
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모링가는 충청북도 진천
에 있는 매홍에서 가공한 인도네시아산 모링가(Moringa)분
말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Table 1의 스펀지케이크의 배합
은 스펀지케이크(Lee & Lee, 2013)의배합을 참고로 하여 변
형하여 사용하였다. 

2.1.1. 실험배합비

본 실험에 사용한 스펀지케이크의 재료 배합비는 Lee & 
Lee(2013) 등의 스펀지케이크의 배합을 변형하여 Table 1과
같이 모링가 분말은 각각 밀가루의 3, 6, 9, 12% 수준으로
첨가하였다. 모링가 분말과 밀가루의 비율은 여러 번의 예
비실험을 거쳐 설정하였으며, 모링가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것을대조구로하고, 모링가분말은 3, 6, 9, 12% 첨가한군을

Table 1. Standard formula for sponge cakes with moringa 
powder (Baker′s %)

Ingredients Control1) MP32) MP63) MP94) MP125)

Flour 200 194 182 173 164

Egg 200 200 200 200 200

Sugar 200 200 200 200 200

Water  20  20  20  20  20

Salt   2   2   2   2   2

Butter   5   5   5   5   5

Moringa powder   0   6  18  27  36

1) Control: Soft flour. 
2) MP 3%: Moringa powder 3% added.
3) MP 6%: Moringa powder 6% added.
4) MP 9%: Moringa powder 9% added.
5) MP 12%: Moringa powder 12%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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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구로 하였으며, 밀가루와 모링가 분말을 제외한 다른
재료의 비율은 대조구와 동일하게 하였다.

2.1.2. 스펀지케이크의 제조 

모링가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케이크의 제조는 생산 현장

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공립법(hot sponge method)
으로 제조방법(Shin GM, 2016)을 활용하여 제조하였다. 먼
저 스테인레스 볼에 계란, 설탕, 소금을 넣어 45℃로 중탕하
여 캔우드 믹서기(Kenwood Co, London, United Kingdom)로
다이얼 1에서 30초, 다이얼 4에서 5분, 다이얼 10에서 5분간
순으로 믹싱하였다. 잠시 멈추고 믹싱 볼 주변에 붙은 반죽
을 고무주걱으로 긁어주었다. 다시 다이얼 1에서 30초간 믹
싱한후에물을넣고믹싱 볼바닥까지잘섞어반죽을만든

다. 이 반죽을 지름 15 cm(3호팬)에 각각 350 g씩 패닝하였
다. 오븐은 30분 정도사전에예열하여온도를 180℃로 설정
해 두었다. 굽기 온도는 윗불 180℃, 아랫불 180℃의 전기데
크오븐(Dae Yung Bakery, Machinery Co, Seoul)에서 25분간
구웠다. 이것을 오븐에서 꺼낸 후 상온에서 60분간 냉각하
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2.1.3. 반죽의 비중과 pH 측정

반죽의 비중(specific gravity)은 AACC(2000)에 따라 다음

Weighing. ingredients 

↓

Sugar, egg, salt 

↓

Mixing(30 sec at 1, 5 min at 4 and 5 min at 10)

↓

Adding flour, Moringa powder

↓

Adding water 

↓

Prepare cake paper on the pan

↓

Panning(350 g)

↓

Oven baking for 180℃, 25 min

Fig. 1. Diagram for making sponge cake containing 
moringa powder.

의 식에 의해 계산 산출하였다.

비중(specific batter)=

케이크 반죽을 담은 컵 무게-컵 무게
× 100

물을 담은 컵의 무게-빈 컵의 무게

반죽의 pH는 Choi 등(2000)의 방법으로 케이크의 시료를
10 g을취해서증류수 20 mL를가해 균질화 시킨후 pH me-
ter(Colorimeter JC 801, color Techno Co. Ltd., Japan)를 이용
하여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2.1.4. 케이크의 높이, 무게, 반죽수율, 굽기 손실율 측정

스펀지케이크의 높이 측정은 AACC 10-15(1986)의 방법
에 따라 스펀지케이크의 단면을 자른 후 template를 이용하
여 높이(cm)를 5곳을 측정하였고, 무게는 저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반죽수율, 굽기손실율은 다음 식으로 계산하
여 산출하였다.

반죽수율(%) =
굽기 전 반죽의 무게

× 100
구운 후 스펀지케이크의 무게

굽기 손실율

(%)
=
반죽무게-스펀지케이크의 무게

× 100
반죽무게

2.1.5. 케이크의 부피와 비용적 측정

모링가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한 스펀지케이크의 부피는

종자치환법에 따라 측정하였고, 비용적은 다음 식으로 계산
하여 산출하였다.

비용적(mL/g) = 스펀지케이크의 부피 × 100
스펀지케이크의 무게

2.1.6. 색도 측정

스펀지케이크의 색도 측정을 위하여 시료의 crumb를 각
각으로 가로, 세로, 높이를 20 mm, 20 mm, 20 mm로 준비한
다음 Color meter(Colorimeter JC 801, color Techno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표준 백색판(Calibration palate CR-A43, 
L=93.77, a=-0.74, b=1.04) 위에올려놓고, Hunter 명도(L, light-
ness), 적색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로나타내었다. 

2.1.7. 조직감 측정

스펀지케이크의 조직감은 시료의 crumb를 가로, 세로 40 
mm, 높이는 30 mm로 자른 다음 Texture analyzer(TA-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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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Stable Micro Systems, U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사용한 cylinder probe는 직경 20 mm이었고, Test 속도
는 1.7 mm/s, distance 6.3 mm, trigger 5 g으로 하였다. 

2.1.8. 관능검사

모링가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케이크의 관능검사는 제과

점 종업원 20명을 선정하여 실험의 목적을 취지를 설명하
여 훈련 후 일정한 크기(3×3×1 cm)를 접시에 담아 제공하였
다. 한 개의 시료를 평가 후 반드시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측정 항목은 색(color), 외관
(appearance), 향(flavor), 맛(taste), 조직감(texture) 및 종합적
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 대하여 5점 척도를 이용하
여 5점은 ‘매우 좋다’, 1점은 ‘매우 싫다’로 표시하도록 하였
다.

2.1.9. 통계분석

모든 실험결과는 SPSS 프로그램(SPSS 23.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
을 실시하고, 각 측정 평균값 간의 유의성은 p<0.05 수준으
로 Duncan의 다중범위 시험법을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스펀지케이크의 반죽 비중과 pH 측정 결과

모링가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스펀지케이크의 반죽 비

중과 pH는 Table 2와 같다. 반죽의 비중은 밀가루의 종류, 
온도와 시간, 믹싱 조건, 화학 팽창제의 사용 유무와 종류, 
믹싱 속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 반죽의 비중이 높으면 부피
가 작고 조밀한 기공이 형성되며, 비중이 높을수록 반죽 기
포의함유량이적어져구운후부피가감소된다(Lee & Kwon, 
2015)는 내용과 같게 나타났다.
반죽의 비중은 대조군이 0.51로 나타났으며, 모링가 분말

3～12% 첨가군은 0.54～0.62로 나타났으며, 모링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스펀지케이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냈다. 바나나 분말(Chun et al., 2010), 나문재 분말
(Hong et al., 2016), 검정콩 분말(Yoo & Jeong, 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모링가 분말 첨가 스펀지케이크
의 pH는 Table 2와 같다. 대조군의 pH는 7.81로 가장 높았으
며, 모링가 분말을 3～12% 첨가 시 pH는 6.70～7.32 범위로
나타났으며, 모링가 분말 첨가 수준이 증가할수록 케이크의
pH는유의적으로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모링
가 분말이 증가할수록 pH는 낮아지는 계피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케이크(Lee JH & Lee SB 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게 나타났다.

Table 2. Specific gravity and pH added with moringa 
powder 

Samples Specific batter pH

Control  0.51±0.00e1) 7.81±0.01e

MP 3% 0.54±0.01d 7.32±0.04d

MP 6% 0.57±0.01c 6.97±0.02c

MP 9% 0.60±0.00b 6.88±0.02b

MP 12% 0.62±0.01a 6.70±0.01a

F-value 53.12*** 97.33***

1) All values are means±S.D. 
2) a～d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3) * p<0.05, ** p<0.01, *** p<0.001.

3.2. 스펀지케이크의 무게, 반죽수율, 굽기 손실율 측정 결과

모링가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스펀지케이크

의 굽기 전 반죽의무게와 구운 후의 케이크무게, 반죽수율
및 굽기 손실율은 Table 3과 같다. 
반죽의무게는모든시료간의큰차이를나타내지않았다. 

그러나 구운 후의 스펀지케이크의 무게는 대조군이 302.18 
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3～12% 첨가군이 303.14～
304.62 g으로 나타났다. 모링가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스펀지케이크의 무게는 유의적(p<0.001)로 증가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오미자를 첨가한 스펀지케이크(Shin, 2016)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죽수율은대조군이 115.82%로나타났으며, 3～12% 첨가

군이 각각 114.89～115.46% 범위를 나타내어 모링가 분말

Table 3. Cake weight, dough yield and baking loss 
added with moringa powder

Samples Cake 
weight (g)

Dough yield 
rate (%)

Baking loss 
rate (%)

Control  302.18±0.02d1) 115.82±0.01a 13.66±0.00a

MP 3% 303.14±0.02c 115.46±0.00b 13.39±0.00b

MP 6% 303.92±0.41b 115.16±0.15c 13.16±0.12c

MP 9% 304.11±0.01b 115.09±0.00c 13.11±0.00c

MP 12% 304.62±0.44a 114.89±0.16d 12.97±0.12d

F-value 38.30*** 25.91*** 12.43***

1) All values are means±S.D. 
2) a～d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3)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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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량이 증가될수록 반죽수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굽기손실율은대조군이 13.66%, 3～12% 첨가군이 12.97～

13.39% 범위로 나타났으며, 모링가 분말 첨가량이 증가될수
록 굽기 손실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감잎
분말(Kim, Choi & Bae, 2007), 구기자 분말(Shin, 2015)을 첨
가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3.3. 모링가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케이크의 높이, 부피, 

비용적 측정 결과 

스펀지케이크 높이 측정은 AACC(2000)10-15의 방법에

따라스펀지의단면을자른후 template를이용하여높이(cm)
를 5곳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스펀지케이크의 높이는 대조군이 4.80 cm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모링가 분말 3～12% 첨가군이 3.6～4.33 cm로 나
타났다. 모링가분말첨가량이증가함에따라서케이크의높
이가감소하는경향을나타났다. 시료간의유의적인(p<0.001)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꾸지뽕잎(Lee & Son, 
201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링가 분말
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스펀지케이크의 부피와 비용

적을 종자치환법으로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조군
의 부피는 492.33 cm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링가 분말
3～12% 첨가군은 295.28～429.33 cm3 범위로 나타났으며, 
모링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부피는 유의적으로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경채 분말(Kim & 
Chung, 200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비용적의경우는 대조군이 2.24 cm3/g으로가장 높게나타

났다. 모링가 분말을 3～12% 첨가군은 0.84～1.38 cm3/g 범
위로 나타났으며, 모링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p<0.001)로 감소하였다. 이는 부피와 동일한 결과를

Table 4. Cake hight, volume and specific volume added 
with moringa powder

Samples Cake hight
(cm)

Volume
(cm3)

Specific volume 
(cm3/g)

Control 4.80±0.17a1) 492.33±0.75a 2.24±0.01a

MP 3%2) 4.33±0.21b 484.43±1.12b 1.38±0.00b

MP 6% 4.13±0.21bc 414.23±0.87c 1.18±0.01c

MP 9% 3.93±0.06cd 378.32±0.94d 1.09±0.01d

MP 12% 3.60±0.2d 295.28±1.28e 0.84±0.84e

F-value 24.40*** 41.06*** 31.35***

1) All values are means±S.D. 
2) a～d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3) * p<0.05, ** p<0.01, *** p<0.001.

나타내었으며, 이는 모링가 분말 첨가에 따라 스펀지케이크
중의 밀가루 함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흑마늘
분말(Jeong et al., 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3.4. 모링가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케이크의 색도 측정 결과 

모링가분말첨가비율을 달리한 스펀지케이크의 색도 변

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L(명도)값은 대조군이 87.39로 나타났으며, 모링가 분말

3～12% 첨가시 55.86～68.93으로나타났다. 모링가분말첨가
비율이 증가할수록 L(명도)값은 유의적(p<0.001)로 감소하
였다. 이는 흑마늘 분말(Jeong, Lee, Seong, Teong, Yoon & 
Lee, 2009)의첨가비율이증가할수록 L값이낮아지는결과와
일치하였다. 적색도(a)는 대조군이 5.16으로 나타났으며, 모
링가 분말을 3～12% 첨가 시 -9.73～-11.48로 나타났으며, 
모링가 분말 첨가군들이 유의적(p<0.001)로 낮게 나타났다. 
황색도(b)는 대조군이 31.5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모

링가 분말 3～12% 첨가 시 35.33～31.51로 12% 첨가 시 가
장 낮게 나타났다. 모링가 분말의 첨가비율이 높을수록 유

Table 5. Hunter’s color value of sponge cake added 
with moringa powder

Samples L a b

Control 87.39±0.10a1)  -5.16±0.11a 31.51±0.45a

MP 3%2) 68.93±0.05b  -9.73±0.03b 35.42±0.10a

MP 6% 61.14±0.03c -10.75±0.03d 35.32±0.07a

MP 9% 55.86±0.14d -10.39±0.22c 34.05±0.10b

MP 12% 56.01±0.02d -11.48±0.10e 33.33±0.15c

F-value 23.22*** 26.43*** 155.16***

1) All values are means±S.D. 
2) a～d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3) * p<0.05, ** p<0.01, *** p<0.001.

Fig. 2. The appearance of the sponge cake added with 
different ratio of moringa powder.

Con: Soft flour 100%.
3%: Sponge cake added with moringa powder 3%.
6%: Sponge cake added with moringa powder 6%.
9%: Sponge cake added with moringa powder 9%.
12%: Sponge cake added with moringa powde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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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p<0.05)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홍삼 분
말을 첨가한 스펀지케이크(Jeong, Seo & Ko, 2015)의 결과와
일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L, a, b값 모두
대조군과 유의차를 나타낸 것은 모링가 분말 자체가 지니는

색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백년초의 분말 첨가(Kim 
& Cho, 2013)의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L값은 감소하고, b값
이 감소하는 것과 일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L값은
스펀지케이크의 전반적인 색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3.5. 모링가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케이크의 texture 측정 

결과 

모링가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스펀지케이크

의 texture 측정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경도(hardness)는 대
조군이 152.44(g/cm2)으로 나타났으며, 모링가 분말 3～12% 
첨가 시 314.25～484.70 범위로 나타났다. 모링가 분말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경도 값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게 나타났다. 

Table 6. Texture properties of sponge cake added with 
moringa powder

Samples Hardness(g/cm2) Springiness(%) Cohesiveness(%)

Control 152.44±5.44d1) 0.98±0.01c 0.52±0.05c

MP 3% 314.25±20.73c 1.02±0.04bc 0.54±0.54c

MP 6% 346.63±3.01b 1.29±0.27ab 0.65±0.65b

MP 9% 353.75±8.58b 1.28±0.18ab 0.81±0.81a

MP 12% 484.70±17.58a 1.52±0.09a 0.86±0.86a

F-value 249.05*** 132.82*** 74.52***

1) All values are means±S.D. 
2) a～d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3) * p<0.05, ** p<0.01, *** p<0.001.

Table 7. Sensory test of sponge cake added with moringa powder

Samples Appearance Flavor Texture Taste Overall acceptability

Control 4.56±0.51a1) 4.03±0.64c 4.56±0.68a 3.93±0.68a 4.31±0.50a

MP 3% 4.31±0.70a 4.12±0.74c 4.12±0.76a 4.06±0.57a 4.56±0.51a

MP 6% 3.68±0.47b 4.21±0.57ab 3.97±0.74b 3.89±0.63a 3.53±0.51b

MP 9% 3.26±0.59bc 4.33±0.74ab 3.75±0.85b 3.66±0.74a 3.40±0.63b

MP 12% 3.20±0.67c 4.42±0.78a 3.51±0.74b 3.00±0.61b 2.92±0.43c

1) All values are means±S.D. 
2) a～d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3) * p<0.05, ** p<0.01, *** p<0.001.

케이크의 경도는 케이크의수분함량, 기공의 발달정도, 부피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내부조직이 단단해져 경도가
증가된 것으로 사료되며, 녹차 분말을 함유한 쌀 스펀지케
이크(Hwang & Lee, 2016), 꾸지뽕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케
이크(Lee & Son, 2011)의 실험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
다. 탄력성(springiness)은 대조군이 0.98로 가장 낮게 나타났
으며, 모링가 분말을 3～12% 첨가는 1.02～1.52로 나타났으
며 모링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게

나타났다. 응집성(cohesiveness)은 대조군이 0.52로 나타났으
며, 모링가 분말 3～12% 첨가 시 0.54～0.86으로 나타났으며
모링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p< 0.001)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감잎 분말(Kim, Choi & Bae, 
200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3.6. 모링가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케이크의 관능검사 결과 

모링가 분말의 첨가량을 파악하고자 밀가루 무게에 대하

여 모링가 분말을 3～12%로 첨가하여 제조한 스펀지케이크
의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스펀지케이크
의외관(appearance)은대조군이 4.56이었고, 모링가분말 3～
12% 첨가군이 3.20～4.36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의
스펀지케이크의 외관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링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게 나타났다. 향(flavor)은
대조군이 4.03으로나타났으며, 3～12% 첨가군은각각 4.12～ 
4.42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모링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향이 높게 나타냈다. 
맛(taste)은 대조군이 3.93으로 나타났으며, 모링가 분말을

3%가 4.06으로 가장 높았으며 분말 첨가량 증가에 따라 감
소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p<0.001)
를 보이고 있다. 질감(texture)은 대조군이 4.56으로 나타났으
며 모링가 분말 3～12% 첨가군은 각각 3.51～4.12로 나타났
다. 모링가 분말이 증가할수록 질감 선호도가 낮아지는 경
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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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서는 대조군이 4.3
이었으며, 모링가 분말 3%가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러므로 맛, 전체적인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스펀지케이크의
제조시 모링가분말을 3%를첨가 사용할경우좋은 품질의
스펀지케이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실
험 결과를종합해보면반죽상태, 케이크의맛, 경도, 향등을
고려 할 때 모링가 분말을 3% 첨가하는 것이 스펀지케이크
의 적절한 배합비로 사료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스펀지케이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능성

소재로 당뇨병, 고혈압, 황산화작용, 해독작용이 있는 것으
로 알려진 모링가 분말을 3, 6, 9, 12%의 비율로 첨가하여
스펀지케이크를 제조하였고, 모링가 분말의 물리적, 관능적
품질특성을 탐색하였다.  
모링가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스펀지케이크의 반죽 비

중은 대조군이 0.52로 나타났으며, 모링가 분말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낮게 나타났다. 구운 후의 스펀지케이크의 무게는
대조군이 302.1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모링가 분말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났다. 반죽수율은 대
조군이 115.82%로 나타났으며,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굽기 손실율은 모링가 분말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다소 감소하였다. 
스펀지케이크의 높이는 대조군이 4.80 cm, 부피는 492.33 

cm3, 비용적은 대조군이 2.24 cm3/g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
링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게 나타났다. 
색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L(명도)과 적색도(a)값은 대조

군이 87.39로 나타났고, 모링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모링가 분말 12% 첨가 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exture 측정결과, 경도(hardness)는대조군이 152.44(g/cm2),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은 모링가 분말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경도 값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게 나타났다.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관(appearance)은 모링가 분말

첨가구가 대조군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향(flavor)은 실
험군들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맛(taste)은 3%를 제외한
나머지실험구들이대조군보다낮게나타났으며, 모링가분말
이증가할수록질감선호도가낮아지는경향이있었다. 전체
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결과, 대조군이 4.31이었으
며, 모링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게 나타났다. 전반
적인 맛과 외관은 모링가의 특유의 향, 맛과 특유의 색으로
인해 분말량이 많을수록 낮게 평가되기도 하였다. 다만 3% 
첨가 시 적합한 기호도와 색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맛, 전체적인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스펀지케이

크의 제조 시 모링가 분말을 3%를 첨가 사용할 경우 좋은
품질의 스펀지케이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상의실험결과를종합해 보면반죽상태, 케이크의맛, 경도, 
향 등을고려할 때모링가분말을 3% 첨가하는 것이스펀지
케이크의 적절한 배합비로 사료되었다. 모링가 분말을 첨가
하면 영양적으로 우수성과 모링가 분말의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 항산화 작용 등이 풍부하여 높은 영양적 가치를 지
닌 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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