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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yellow layer cake added with
Sparassis crispa powder that were abundant in dietary fiber, and also to determine the most suitable amount of added
S. crispa powder. Dried powder of S. crispa containing 61.8 g/100 g insoluble dietary fiber was added to the cake
batter in Baker’s percentage of 1%, 2%, 4%, and 8%. Cake batter containing 1% and 2% S. crispa powder showed
similar pH, specific gravity, and viscosity values to the batter without S. crispa powder (control). As the amount
of added S. crispa power increased, the volume, specific volume, baking loss, and brightness (for both crust and
crumb) of the cake containing the powder tended to decrease. A greater amount of added S. crispa powder resulted
in a decrease in hardness, gumminess, and chewiness of the cake containing the powder and also reduced the changes
in hardness of the cake during 8 days of storage. The sensory analysis showed that cake containing 2% S. crispa
had several desirable kinds of sensory attributes, such as color, flavor, taste, and texture compared to the control;
whereas an addition of more than 2% S. crispa deteriorated the sensory quality of the cak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ost suitable amount of added S. crispa powder for preparing yellow layer cake was 2% in Baker’s percentage.
Key words: Sparassis crispa, yellow layer cake, texture profile analysis, sensory evaluation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와 간편화로 인해서 채소와 과일 등

꽃송이버섯(Sparassis crispa)은 민주름버섯목(Aphyllophorales), 꽃송이버섯과(Sparassidaceae), 꽃송이버섯
속(Sparassis)에 속하는 식용버섯으로 자실체가 10~25cm

의 섭취량은 감소하고 빵, 과자 등 정제 탄수화물 함량이

크기의 꽃양배추 모양을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담황색 또

높은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잘못된 식습관과 영양의 불

는 흰색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일어로는 하나비라타케(ハナビ

균형으로 비만, 당뇨 등의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건

ラタケ), 영어로는 cauliflower mushroom이라고 부른다

강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면서 단순히 밀가루만을 이용하

(7). 꽃송이버섯은 은은하고 송이버섯과 유사한 향과 담백한

여 제조한 제과제빵 제품보다는 천연 건강기능성 원료를 첨

맛을 나타내며 씹는 질감이 우수하다. 꽃송이버섯은 포도당

가하여 영양적, 생리적 가치를 높인 제품에 대한 선호도와

이 베타-1,3-결합으로 연결된 주쇄에 베타-1,6-결합의 측

서

론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연잎과 연근 분말(1),

쇄를 가진 베타 글루칸(β-glucan)의 함량이 식용 가능한 버

오디 분말(2), 구기자 분말(3), 생강 분말(4), 청경채 분말

섯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항종양(8), 항전이(9), 항염증

(5), 새송이버섯 분말(6) 같은 다양한 천연물을 부재료로 첨

(10), 항당뇨(11)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낸다고 알려

가한 케이크의 물성이나 기호도 등 품질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져 있다. 또한 꽃송이버섯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버섯으

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로 건조한 꽃송이버섯의 총 식이섬유 함량은 약 64%이며
이 중 96%가 불용성 식이섬유로 구성되어 있다(12). 불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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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섬유는 수분 보유능력이 커서 장의 정장작용을 도와 변
비와 비만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3).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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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근 꽃송이버섯은 건강기능식품 소재와 가공식품 원료

첨가하였다. 미리 체질한 밀가루를 포함한 모든 건조재료와

로서의 이용가치가 매우 높은 버섯으로 주목받고 있다.

쇼트닝을 제과용 믹서(D-300, Hobart, Troy, OH, USA)에

현재 국내에서는 꽃송이버섯의 분말 또는 추출물을 이용

넣고 혼합한 후 전체 물의 양의 60%를 넣고 저속으로 30초

하여 제조한 환, 액상 및 과립 형태의 건강기능식품과 꽃송

간 혼합하고 용기에 붙은 반죽을 긁어서 잘 섞은 후에 중속

이버섯 추출물을 첨가한 홍삼제품과 발효유 등이 개발되어

으로 4분간 혼합하였다. 중간 반죽에 전체 물의 양의 20%와

시판되고 있으며 꽃송이버섯 분말을 첨가한 생면, 청국장,

계란을 넣고 저속으로 30초간 혼합하고 용기에 붙은 반죽을

식빵 등의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14)가 보고된 바 있다. 그

긁어서 잘 섞은 후에 중속으로 2분간 혼합하였다. 마지막으

러나 이러한 예들을 제외하고 국내의 꽃송이버섯 이용기술

로 전체 물의 양의 20%를 첨가하고 저속으로 30초간 혼합

의 개발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하고 용기에 붙은 반죽을 긁어서 잘 섞은 다음 중속으로 2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꽃송이버섯의 가공식품 원료로의

간 혼합하였다. 케이크 반죽은 지름 12 cm, 높이 4.5 cm의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케이크 및 디저트의 베이스

원형 팬에 250 g씩 분할하여 넣고 윗불 170°C, 아랫불 150

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에 꽃송이

°C로 예열한 전기오븐(FDO-7102, Daeyung Bakery

버섯 분말을 첨가하여 케이크를 제조하고 꽃송이버섯 분말

Machinery, Seoul, Korea)에서 20분간 구웠다. 오븐에서

의 첨가가 케이크의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꺼낸 케이크를 팬에서 분리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식힌
후에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재료 및 방법
반죽의 pH, 비중과 점도
실험재료

반죽의 pH, 비중 및 점도는 반죽 과정이 완료된 직후 측정

꽃송이버섯 분말은 (주)하나바이오텍(Yeoncheon, Korea)

하였다. 반죽의 pH AACC 방법 2-52(15)에 따라 반죽 15

에서 2011년 생산한 것으로 열풍 건조된 자실체 상태로 제공

g에 증류수 100 mL를 넣고 30분간 혼합하여 현탁액을 만든

받아 분쇄기로 세절한 후 200 mesh의 체를 통과시켜 제조

후 실온에서 10분간 방치한 뒤 pH meter(Beckmann,

하였다. 꽃송이버섯 분말의 총 식이섬유 함량은 64.4 g/100

Munich,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반죽의 비중은

g(수용성 2.6 g/100 g, 불용성 61.8 g/100 g)이었다(12).

AACC 방법 10-15(15)에 따라 측정하였다. 반죽 점도의 측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 제조에 사용한 박력분(단백질 7.9%,

정에는 digital viscometer(Model LV, Brookfield Eng.

회분 0.4%, 수분 13.7%)은 (주)대한제분(Seoul, Korea), 쇼

Labs., Middleboro, MN, USA)를 이용하였다. 반죽 100 g

트닝과 유화제는 (주)롯데삼강(Cheonan, Korea), 베이킹파

을 100-mL 비커에 평평하게 담고 항온수조(TC-500,

우더는 (주)제니코식품(Seoul, Korea), 탈지분유는 서울우

Brookfield Eng. Labs.)에서 22°C를 유지하면서 3 rpm에

유협동조합(Seoul, Korea), 설탕은 (주)삼양사(Seoul, Korea),

서 #4 spindle을 이용하여 점도를 측정하였다.

소금은 (주)한주(Ulsan, Korea)의 제품으로 2013년 4월에
시중에서 구입하여 실온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계란은 케이

케이크의 무게, 부피, 비용적과 굽기 손실률
케이크의 무게는 케이크를 구운 후 팬에서 분리하여 실온

크 제조 당일에 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에서 1시간 동안 냉각시킨 후 측정하였다. 케이크의 부피는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의 제조

좁쌀을 이용해서 종자치환법(16)으로 측정하였다. 비용적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는 AACC method 10-90(15)에 따

은 케이크의 부피를 케이크의 무게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라 제조하였으며 배합비율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꽃송이

굽기 손실률은 반죽 무게에 대한 반죽 무게와 케이크 무게의

버섯 분말은 밀가루 중량에 대해서 1, 2, 4, 8% 수준으로

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Table 1. Formula for yellow layer cake containing Sparassis crispa powder
Ingredients
Cake flour
Sparassis crispa powder
Sugar
Whole egg
Nonfat dry milk
Shortening
Baking powder
Salt
Emulsifier
Water

Ratio (%)

Control

100
Variable
110
55
8
50
2
2
3
72

100
0
110
55
8
50
2
2
3
72

Amount of added Sparassis crispa powder (%)
1
2
4
8
99
1
110
55
8
50
2
2
3
72

98
2
110
55
8
50
2
2
3
72

96
4
110
55
8
50
2
2
3
72

92
8
110
55
8
50
2
2
3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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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모든 측정값은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측정

케이크의 색도
케이크의 색도는 껍질과 내부로 나누어 색차계(CM-3500

값의 평균 간의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d, Minolta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 적색도

ANOVA)과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a), 황색도(b) 값을 측정하였다. 이때 사용한 표준 백색 판

이용하여 5% 유의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의 L값은 95.90, a값은 -0.09, b값은 -0.37이었다.

결과 및 고찰
케이크의 물성
케이크의 TPA(texture profile analysis)는 다음과 같이
3

반죽의 품질특성

실시하였다. 케이크의 중심부를 2×2×2 cm 의 크기로 자른

꽃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에 따른 케이크 반죽의 pH, 비

다음 texture analyzer(TA-XT Express, Stable Micro

중과 점도를 분석하여 서로 비교하였다(Table 2). 반죽의

Systems, Surrey, UK)를 사용하여 경도, 탄력성, 응집성,

pH는 대조군에서 7.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꽃송이버섯

검성, 씹힘성을 측정하였다. 경도의 경우 케이크를 폴리에틸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반죽의 pH는

렌 백에 넣고 실온에서 4일간 보관하면서 24시간 간격으로

케이크의 색상, 조직감, 부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측정하였다. 이때 사용한 cylinder probe의 지름은 16 mm,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의 경우 반죽의 적정 pH는 7.2~7.6으

pre-test speed는 2.0 mm/s, test speed 및 post-test

로 알려져 있다(17). 꽃송이버섯 분말을 각각 1%와 2% 첨가

speed는 5.0 mm/s로 하였다.

한 반죽의 pH는 4% 및 8% 첨가한 반죽과 달리 이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반죽의 비중은 꽃송이버섯 분말의

관능검사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그

관능검사는 서울 여의도 63베이커리 직원 20명을 패널로

차이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반죽의 점도는 꽃송이버섯 분말

선정하여 실험목적과 설문지에 표시된 평가항목을 인지하

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도록 훈련시킨 후 실시하였다. 검사에는 오븐에서 구운 후

꽃송이버섯 분말을 1%와 2% 첨가한 반죽의 점도는 대조군

실온에서 24시간 저장한 케이크를 사용하였다. 케이크를

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Jeong과 Shim(6)은 새

3
2×2×2 cm 의 크기로 자른 후에 무작위로 조합된 3자리

송이버섯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케이크를 제조하였는데 새

숫자가 적힌 일회용 접시에 담아 제공하였다. 각 시료를 평

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반죽의 점도가 증

가한 후에 입 안을 헹굴 수 있도록 물을 함께 제공하였다.

가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평가항목은 껍질색상, 내부색상, 풍미, 맛, 조직감 및 전체적
기호도의 6가지였으며 9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케이크의 품질특성
꽃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옐로우 레

통계처리

이어 케이크의 무게, 부피, 비용적과 굽기 손실률은 Table

통계분석은 Minitab statistical software(version 16.1.0,

3에 나타내었다. 꽃송이버섯 분말을 첨가한 케이크의 무게

Minitab Inc., State College, PA, USA)를 사용하여 실시하

는 대조군보다 증가하였으나 꽃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과

Table 2. pH, specific gravity, and viscosity of yellow layer cake batter containing different amount of Sparassis crispa powder
Amount of added Sparassis crispa powder (%)
Parameter
Control
1
2
4
8
a1)
pH
7.32±0.03a
7.23±0.04ab
7.16±0.07b
7.14±0.04b
7.36±0.05
Specific gravity (g/cm3)
0.78±0.02a
0.80±0.02a
0.80±0.03a
0.82±0.01a
0.82±0.01a
Viscosity (cP)
2,262±151c
2,487±207c
2,577±320c
3,088±127b
4,393±277a
1)

Mean±standard deviation (n=5).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c)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Weight, volume, specific volume, and baking loss of yellow layer cake containing different amount of
powder
Substitution level of Sparassis crispa powder
Parameter
Control
1
2
4
c1)
227.8±1.6ab
226.8±1.5b
228.0±1.6a
224.4±0.6
Weight (g)
3
494.0±57.3a
484.0±22.0a
478.0±8.4a
474.0±15.2a
Volume (cm )
Specific volume (cm3/g)
2.20±0.25a
2.12±0.10a
2.10±0.04a
2.07±0.06a
a
b
ab
10.2±0.2
8.9±0.7
9.3±0.6
8.8±0.6b
Baking loss (%)
1)

Mean±standard deviation (n=5).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c)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Sparassis crispa
(%)
8
227.0±1.7ab
464.0±16.7a
2.04±0.08a
9.2±0.7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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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unter′s color data of crust and crumb of yellow layer cake containing different amount of Sparassis crispa powder
Control
1)

Crust

L
a2)
b3)
L
a
b

Crumb

a4)

56.8±2.8
13.7±2.4b
34.2±0.8a
84.5±0.3a
-4.1±0.1e
20.2±0.3cd

Amount of added Sparassis crispa powder (%)
2
4

1
ab

54.7±3.0
14.7±0.4a
34.1±1.7a
82.6±1.5b
-3.5±0.1d
20.5±0.8cd

b

b

54.1±1.9
14.8±0.6a
32.9±0.4b
81.9±0.7b
-3.2±0.1c
22.0±0.7b

8
50.3±2.1c
15.1±0.7a
31.4±0.7c
77.6±0.8d
-1.1±0.1a
22.7±0.3a

53.9±1.4
15.1±0.7a
32.9±0.8b
79.8±0.9c
-2.2±0.1b
21.1±0.6c

L: Lightness (100=white, 0=black). 2)a: Redness (100=red, -80=green). 3)b: Yellowness (70=yellow, -70=blue).
Mean±standard deviation (n=5).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c)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
4)

케이크의 무게 간에 유의적인 상관관계는 없었다. 케이크의

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b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부피와 비용적은 꽃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

나타내었다. 케이크 내부의 경우에도 꽃송이버섯 분말의 첨

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그 차이는 유의적이지 않

가량이 늘어날수록 L값은 감소하였으며 a값은 증가하는 경

았다. 새송이버섯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케이크의 품질 특성

향을 나타내었다. 다만 b값은 껍질의 경우와 달리 대조군에

연구(6)에서는 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부피가 감

비해 꽃송이버섯 분말을 첨가한 케이크에서 높은 경향을 나

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꽃송이버섯 분말을 첨가

타내었다.

한 케이크의 굽기 손실률은 대조군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나

꽃송이 버섯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케이크의

타내었다. 제빵과정에서 굽기 손실률의 감소는 굽는 동안

물성을 서로 비교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꽃송이

증발하는 수분량의 감소를 의미한다. 케이크가 보유한 수분

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감소하였으며 특

의 양이 충분하면 굽는 동안 수증기의 팽창으로 인해 케이크

히 꽃송이버섯 분말을 2% 이상 첨가한 케이크는 대조군에

의 부피가 증가하고 촉촉한 식감을 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경도를 나타내었다. 검성과 씹힘성의

(18).

경우에도 꽃송이버섯 분말을 첨가한 케이크가 대조군에 비

꽃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에 따른 케이크의 색도를 분석

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하여 서로 비교하였다(Table 4). 케이크 껍질의 색도를 측정

검성과 씹힘성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 결과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대조군이 56.8로 가장 높았

꽃송이버섯 분말의 주요 성분인 불용성 식이섬유가 수분을

으며 꽃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L값이 감

보유하는 역할을 하여 케이크의 조직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소하여 어두운 색을 띠었다. 이러한 결과는 꽃송이버섯 분말

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탄력성과 응집성

제조 시 열풍건조에 의한 갈변화로 꽃송이버섯 분말이 연한

은 대조군과 꽃송이버섯 분말 첨가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갈색을 띠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새송이버섯 분말을

보이지 않았다.

첨가한 스펀지케이크의 제조에서도 열풍건조한 버섯의 분

꽃송이버섯 분말의 첨가가 보관 중 케이크의 물성에 미치

말을 사용하였으며 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케이

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케이크를 실온에서 4일간 저장하

크 껍질의 명도는 감소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면서 경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Fig. 1). 저장시간이 길어짐

일치하였다(6).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대조군에 비해 꽃

에 따라 대조군과 꽃송이버섯 분말을 첨가한 케이크 모두

송이버섯 분말을 첨가한 케이크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경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경

꽃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a값이 증가하는

도의 증가 정도는 대조군보다 꽃송이버섯 분말을 첨가한 케

경향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황색도를

이크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꽃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

나타내는 b값은 대조군이 34.2로 가장 높았으며 꽃송이버

이 늘어날수록 케이크의 경도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Table 5. Textural characteristics of yellow layer cake containing different amount of Sparassis crispa powder
Parameter

Control
2

Hardness (g/cm )
Springiness (%)
Cohesiveness (%)
Gumminess (g)
Chewiness (g)
1)

2,979.9±345.4a1)
0.4±0.1a
0.5±0.0a
1,407.2±147.5a
510.5±40.3a

1

Amount of added Sparassis crispa powder (%)
2
4

2,853.4±403.6ab
0.4±0.1a
0.5±0.0a
1,340.1±159.1bc
488.5±44.8b

2,756.7±479.0b
0.4±0.1a
0.5±0.0a
1,269.4±210.8bc
462.0±49.9b

2,444.9±431.0bc
0.4±0.1a
0.5±0.0a
1,149.4±187.2c
432.9±40.1c

Mean±standard deviation (n=9).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c)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8
2,362.2±479.6c
0.4±0.1a
0.5±0.0a
1,110.2±196.1c
421.4±55.4c

장우혁 ․ 유영복 ․ 김병희 ․ 배송환

1992

5000

Control
4%

1%
8%

다. 풍미와 맛에서는 꽃송이버섯 분말을 2% 첨가한 케이크

2%

(풍미 6.6, 맛 7.2)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1% 첨가군(풍

2

Hardness (g/cm ) .

4500

미 6.4, 맛 6.6)도 대조군(풍미 6.0, 맛 6.3)보다 높은 점수를

4000

받았으나 꽃송이버섯 분말을 4% 이상 첨가한 케이크는 대

3500

조군보다 맛과 풍미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물성의

3000

경우에는 꽃송이버섯 분말을 8% 첨가한 케이크(6.0)를 제
외하고는 모두 대조군(6.0)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2500

1%와 2% 첨가군이 6.8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체적
2000
0

1

2

3

4

기호도에서 꽃송이버섯 분말을 2% 첨가한 케이크(6.9)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1% 첨가군(6.8) 역시 대조군

Stroage time (day)

Fig. 1. Hardness of yellow layer cake containing different
amount of Sparassis crispa powder as a function of storage time.
The amount of added Sparassis crispa powder ranged from 1
to 8%.

(6.6)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4% 첨가군(6.1)과
8% 첨가군(5.8)은 대조군에 비해 전체적인 기호도가 떨어
졌다. 따라서 꽃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2%일 때 관능적
특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였다. 저장 중 꽃송이버섯 분말을 첨가한 케이크의 경도
변화가 적은 것은 꽃송이버섯 분말 내 불용성 식이섬유가

요

약

수분과 결합하고 이로 인해 수분이 케이크 표면으로 이동하
여 증발하는 현상이 지연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오디

본 연구에서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꽃송이버섯을 옐

분말을 첨가한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의 품질 특성 연구(2)에

로우 레이어 케이크의 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꽃송이버섯

서도 오디 분말의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저장 중 케이크의

분말을 밀가루 중량에 대해서 1~8% 수준으로 첨가하여 케

경도 변화가 적다고 보고하였다.

이크를 제조하고 버섯 분말의 첨가량에 따른 반죽의 품질특
성(pH, 비중, 점도)과 케이크의 품질특성(무게, 부피, 비용

관능검사

적, 굽기 손실률, 색도, 물성) 및 관능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꽃송이버섯 분말을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케이크의

꽃송이버섯 분말을 2% 이하로 첨가한 반죽은 대조군과 유

껍질색상, 내부색상, 풍미, 맛, 조직감과 전체적 기호도에

사한 품질특성을 나타내었다. 꽃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Fig. 2). 껍질색상은 꽃송이버

증가함에 따라 케이크의 부피, 비용적, 굽기 손실률은 감소

섯 분말을 1%와 2% 첨가한 케이크에서 각각 7.0과 7.2로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케이크 껍질과 내부의 색상 모두

나타나 대조군(6.4)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나 4% 첨가군

어두워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꽃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

(5.7)과 8% 첨가군(5.0)은 대조군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늘어날수록 케이크의 물성 중 경도, 검성, 씹힘성은 감소

내부색상의 경우에도 1% 첨가군(6.9)과 2% 첨가군(7.1)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저장 중 경도 변화도 적었다. 관

대조군(6.3)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꽃송이버섯 분말

능검사 결과 꽃송이버섯 분말을 2% 이하로 첨가한 케이크

을 4% 이상 첨가한 케이크는 대조군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

는 꽃송이버섯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케이크보다 관능적 특
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첨가량이 4% 이상에서는
케이크의 기호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Color of crust
8

의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꽃송이버섯 분말 첨가 옐로우

7
Overall acceptability

6

레이어 케이크의 제조 시 꽃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은 2%
Color of crumb

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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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ider diagram of the mean intensity ratings for the sensory attributes of yellow layer cake containing different amount
of Sparassis crispa powder. The sensory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20 panelists. The amount of added Sparassis crispa powder ranged from 1 t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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