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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백분말 제조 조건에 따른 엔젤 푸드 케이크의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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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optimum manufacturing conditions of egg white with
high foaming property for the production of angel food cakes. The egg whites were desugarized and powdered at pre-
determined pHs and drying temperatures.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produced cakes were measured and sensory
evaluations were conducted on a 9-point scale. The volume and textural properties of cakes produced from spray-dried egg
whites did not differ from those of the cakes prepared from the control egg whites. The pH of batter and the specific gravity
of foam and batter with egg white powder at pH 6.74/66.5oC did not differ from those of the control, whereas the one
prepared with commercial powder lost the characteristics of cake to a significant degree. The overall acceptance scores of egg
white powder of pH 6.74/66.5oC and commercial powder were 6.25 and 2.33 as compared to the control (6.42).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gg white powder that was desugarized, pH-adjusted to 6.74, and dried at 66.5oC might be utilized to prepare
angel food cakes with the desirable physicochemical and sensory 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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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난백(액상의 흰자)은 거품형성이나 겔형성 또는 결착능력 등의

향상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단백질 소재로서 제과, 제빵 및

육류제품 등의 가공식품에 원·부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

히 거품형성능력은 제품에 부피감을 부여하고 부드러움을 제공

하며 향미 성분의 분산에 도움을 준다(1-3). 단백질 거품은 머랭,

누가, 엔젤 푸드 케이크(angel food cake)와 같은 여러 식품 제조

과정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4). 단백질 거품은 제조 과정에서 제

품의 특성에 맞는 단계까지 거품을 형성할 수 있는 거품력이 있

어야 하며, 그 거품은 재료를 혼합하여 열을 가하는 등의 여러

공정을 처리할 때 안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Foegeding 등(5)은 거품력과 안정성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단백질

거품의 특성을 필요로 하는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

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난백을 교반했을 때 거품이 일어나는

것은 난백 안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의 기포성 때문이며 이 기

포성은 머랭이나 스펀지케이크 제조의 기본이 된다. 

케이크의 품질은 원료의 품질과 그의 배합비율, 반죽의 정도

및 굽기의 방법 등에 따라서 좌우되며, 특히 계란(전란)의 양과

품질은 케이크의 품질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6). 계란의 기포력은 난백의 경우 교반 전 부피의 약

7배가 되고(7) 계란 단백질은 열적 변성에 의해 케이크 조직 형

성에 기여하는 주요 인자라는 것도 밝혀져 있다(8). 케이크의 품

질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계란의 경우 난백의 pH, 열처리, 희

석농도, 당의 첨가량 등에 의하여 난백단백질의 가역적 변성을

유도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9,10). 난백단백질의 변화는 난백

의 거품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11,12)와 건

조 과정 중 일어나는 단백질의 변화가 계란분말의 기능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13)도 알려져 있다. 또한 가열건조로 살

균 효과와 더불어 난백 단백질의 기능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결

과(14) 등도 나와 있다. 그러나 계란을 열풍 분무 건조하여 분말

로 만들어 저장성을 높인 계란분말은 기포성능의 저하 등 계란

에 비해 품질의 저하가 일어나기 쉬워 아이스크림, 냉과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난백의 기포성은 계란의 신선도, pH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건조 전 난백의 pH 조정에 따라 거품력과 겔의

강도 등 난백의 기능 특성이 효과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

과(15)가 최근 보고되었다.

따라서 난백의 pH 조정 및 분무건조온도를 달리한 난백분말을

사용하여 비교적 난백을 많이 함유한 가공식품인 엔젤 푸드 케

이크를 만들어 난백을 대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과 대체 효과

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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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재료

박력분 1급(수분 13.5%, 단백질 7.75%, 회분 0.39%(Daehan

Flour Mills Co., Seoul, Korea), 설탕(Samyang Co., Ulsan, Korea),

분당(백설탕 85%, 전분15%(Sunglim, Busan, Korea)), 주석산(L-

tartaric acid), 소금(순도 98% 이상, Anju. Co., Ulsam, Korea),

pH와 분무 건조 온도를 달리하여 제조(15)된 난백분말(pH 6.34/

건조 72.5oC, pH 6.74/건조 66.5oC, pH 7.72/건조 76oC)과 상업용

난백분말(Ovonor, Annezin-Les-Bethune, France)을 사용하였다.

엔젤 푸드 케이크의 제조

재료의 배합은 Baker’s percentage 방법(16)을 이용하였으며

AACC method 10-15(17)에 준하여 각 재료의 배합률은 Table 1

과 같이 정하였으며 케이크 반죽은 제과용 mixer(Kitchen aid,

Kitchenaid Euroopa Inc., Brussels, Belgium)를 사용하였다.

1) 난백을 이용한 엔젤 푸드 케이크의 제조

난백을 이용한 대조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계란을 24oC에서 3

시간 방치한 다음 난백만을 분리하여, 혼합조(mixing bowl)에 난

백, 설탕, 소금 및 주석산 등을 Table 1과 같이 넣고 거품기를 혼

합조의 바닥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2단으로 2분간

저어 주었다. 혼합액의 온도는 24oC를 유지하였다. Bowl의 옆면

을 긁어준 후 6단으로 4분 30초간 혼합한 후 체에 친 박력분과

분당을 넣고 주걱을 사용하여 60회 저어 가루를 분산시켜 반죽

을 마무리하였다. 반죽온도는 23-24oC로 조정하였다. 반죽은 평

균지름 17.5 cm, 깊이 8.5 cm의 엔젤 팬에 386 g을 담았다. 막대

봉을 사용하여 20회 저어 팬 고르기를 한 다음 팬을 바닥에 3회

내리쳐서 충격을 주어 큰 기포를 제거한 후 예열시킨 전기 데크

오븐(Woo-Jung Co., Buchon, Korea)을 사용하여 윗불 170oC, 아

랫불 160oC에서 30분간 굽기를 하였다. 구운 후 실온에서 30분

간 냉각시켜 시료로 사용하였다. 

2) 난백분말을 이용한 엔젤 푸드 케이크의 제조

난백분말과 상업용 난백분말을 각각 증류수와 잘 혼합되도록

stirrer를 사용하여 10분간 저어 난액(egg white fluid)을 만들었다.

혼합조에 난액, 설탕, 소금 및 주석산을 넣고 혼합액을 만든 후

거품기를 혼합조의 바닥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2

단으로 2분간 저어 주었다. 이때 혼합액의 온도는 24oC로 유지

하였으며, 나머지는 대조구의 제조방법과 동일하게 하였다.

엔젤 푸드 케이크의 pH 측정

액상, 거품 및 반죽의 pH를 pH meter(Jeio Tech.,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엔젤 푸드 케이크의 비중 및 부피 측정

거품 및 반죽의 비중(specific gravity)은 AACC methods 10-

15(17)에 따라 물의 무게에 대한 거품 및 반죽의 무게 비로 나타

냈다. 굽기를 마친 cake를 상온에서 30분간 냉각시킨 다음 팬에

서 분리하여 AACC methods 72-10(17)의 종자치환법을 이용하여

부피를 측정하였다.

엔젤 푸드 케이크의 Texture 및 색도 측정

제조한 케이크를 25oC의 온도에서 24시간 방치한 다음 케이크

의 아래 부분 2 cm를 제거한 후 식빵 slicer(BDL 380-12, Mac

tain, Berlin, Germany)를 사용하여 4.0×4.0×3.0 cm3로 절단하여

texture analyzer(Stable Microsystems, Surrey, UK)를 이용하여 tex-

ture profile analysis(TPA) mode로 측정하였다. 이 때 측정조건은

Table 2와 같다. 동일한 조건에서 보관한 케이크의 껍질을 제외

한 내상의 가운데 부분을 6.0×6.0×2.0 cm3로 절단하여 Hunter

colorimeter(Hunter Laboratories Inc., Campbell, CA, USA)를 사

용하여,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값을 측정하였다. 

관능 평가

각각 제조된 케이크에 대한 관능평가를 하기 위하여 케이크를

밀봉하여 실온에서 6시간 방치한 뒤 케이크를 5×5×2.5 cm3의 크

기로 잘라, 각 처리 시료 당 2개씩을 용기에 담아 폴리비닐 랩

을 씌워 미리 훈련 받은 12명의 관능검사원에게 제시하였다. 평

가 특성은 케이크 단면의 기공 크기와 기공의 균일성, 케이크의

색깔, 맛, 이취, 조직감 및 종합적 기호도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평가의 척도는 9점 척도로 1점에서 9점으로 하였으며 난백으로

제조한 엔젤 푸드 케이크의 특성을 5점으로 설정하여 비교토록

하였다.

통계 처리

각 항목에 대하여 5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에 대해서

는 SAS program(18)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법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

다(p<0.05).

결과 및 고찰

엔젤 푸드 케이크의 pH 및 거품안정성

대조구와 난백분말, 상업용 난백분말의 액상(fluid) 상태, 설탕

과 소금 및 주석산 등을 혼합하여 혼합액을 만든 후 휘저었을 때

만들어진 거품상태(foam), 밀가루를 넣어 반죽한 엔젤 푸드 케이

크 반죽상태(batter)에서의 pH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난백분말로 만든 난액에 설탕과 소금 및 주석산 등을 혼합하여

휘저었을 때 만들어진 거품의 상태는 안정적인 반면, 상업용 난

백분말을 사용하여 형성된 거품은 불안정하고 약하게 보였으며

Table 1.  Formula of angel food cake

Ingredients Weight (g) FB* (%)

Flour 140.0 100.0

Sugar
Sugar 266.0 190.0

Powdered sugar 133.0 95.0

Egg white powder 50.96 36.4

Water 375.2 268.0

Acid salt 1.96 1.4

NaCl 3.78 2.7

* FB: flour basis

Table 2. Testing condition for texture profile analysis 

Parameters Conditions

Probe type A/TBL

Pre test speed 2.0 mm/sec

Test speed 2.0 mm/sec

Post test speed 2.0 mm/sec

Distance 75%

Force 100 g

Time 5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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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꺼지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난백의 기포성과 안정성은 계란

의 신선도, 교반 시의 온도, 단백질의 종류, 난백분말 상태의 pH

및 교반속도 등에 의해 다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21) 또한 난백은 알칼리성 상태(pH 9)에서는 거품의 형성능

력은 크나 안정성이 저하되며, 거품의 안정성은 등전점에서 가장

크다고 하였다. 또한 난백의 기포력은 난백 중의 globulin, conal-

bumin의 기여가 크고 거품의 안정성은 ovomucin의 점성 영향이

크다. 그러나 기포력이 작은 ovalbumin도 pH를 바꾸거나 열변성

을 받거나 하면 기포력은 높아진다(22). 이는 상업용 난백분말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거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단백질의 변화가 발

생하여 난백의 거품성보다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계란분말

은 160oC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제조가 되어져 구성성분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되며 기능적 특징의 변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나타

낸다(23). 

사용된 난백분말의 종류에 따라 액상, 거품 및 반죽 상태의 pH

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액상의 pH는 난백분말의 경우 9.78-10.65

의 범위로 대조구의 9.51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하여

상업용 난백분말은 6.42로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거품의 pH는

pH 7.72, 76oC인 난백분말의 5.88과 대조구 6.02는 유의적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젤 푸드 케이크의 반죽 상태에서의

pH는 상업용 난백분말을 소재로 한 반죽의 경우 pH는 4.36으로

대조구의 pH 5.85에 비해 크게 벗어났으며 난백분말을 소재로

한 반죽의 경우 pH는 각각 4.61-5.89의 범위를 보였다. 이중 pH

7.72, 76oC인 난백분말을 소재로 한 반죽의 경우 pH가 5.89로 대

조구의 pH 5.85와 비슷하였다.

케이크의 반죽이 고유의 pH 범위를 벗어나 산성 쪽으로 치우

치게 되면, 케이크는 미세한 기공, 옅은 표피의 색깔, 약한 향, 톡

쏘는 맛 및 작은 부피 등을 나타내며, 반면 알칼리성 쪽으로 치

우치게 되면 케이크는 거친 기공, 강한 표피의 색상 및 강한 향

과 소다 맛이 난다고 하였다(9). 또한 엔젤 푸드 케이크 반죽의

pH는 5.2-6.0으로 약산성이어야만 케이크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 주어진 3가지 조건으로 제조된 난백

분말을 소재로 하여 만든 반죽의 경우 pH가 4.61-5.89까지로 다

소 차이는 있지만 pH 6.34, 72.5oC인 난백분말을 소재로 한 경우

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pH가 5.2-6.0 범위에 속하므로

케이크로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특성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엔젤 푸드 케이크의 비중 및 부피

정확한 비중을 측정하기 위하여 거품낼 때와 반죽할 때의 온

도를 24oC로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비중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각각 주어진 3가지 조건(pH 6.34, 72.5oC/pH

6.74, 66.5oC/pH 7.72, 76oC)에서 제조된 난백분말로 만든 거품의

비중은 0.20-0.22로 대조구의 비중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상업

용 난백분말로 만들어진 거품의 비중은 0.31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죽의 비중 또한 난백분말로 만든 반죽의 경우 0.32-

0.33으로 대조구의 비중과 유의차가 없으나 상업용 난백분말로

만든 반죽은 0.42로 큰 차이가 관찰되었다. 케이크 반죽의 비중

은 반죽 내 기포형성 정도를 나타내고 적당한 기포형성은 바람

직한 품질의 케이크 제조에 매우 중요하다(24). 난백분말로 만들

어진 거품과 반죽의 비중이 대조구와 유의차가 없게 나타난 것

은 대조구의 경우와 같은 정도의 기포형성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거품형 케이크의 구조 및 부피 형성은 계란의 공기포집력과 안

정된 기포형성에 크게 좌우되는데(24) 엔젤 푸드 케이크의 부피

를 측정한 결과 주어진 난백분말로 만든 케이크의 부피는 1718.33-

1773.67 cc로 대조구의 부피와 유사한 반면 상업용 난백분말로

만든 케이크의 부피는 1345.42 cc로 대조구의 부피에 비해 아주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불안정하고 약했던 거품이 반죽과

정에서 쉽게 꺼지거나 소멸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엔젤 푸드 케이크의 Texture

케이크의 경도, 검성 및 씹힘성 등은 입안에서의 촉감과 상관

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5). 따라서 엔젤 푸드 케이

Table 3. pH of egg white fluid, foam and angel food cake batter

pH of samples

Con1)
Egg white powder

pH 6.34/72.5oC pH 6.74/66.5oC pH 7.72/76oC Commercial

Fluid2) 9.51d 9.78c 10.30b 10.65a 6.42e

Foam3) 6.02a 4.47c 5.48b 5.88a 4.29d

Batter4) 5.85a 4.61c 5.34b 5.89a 4.36d

1) Con : fresh egg white
2) Fresh egg white/egg white powder + DW
3) Fresh egg white + sugar + NaCl + L-tartaric acid/egg white powder + DW + sugar + NaCl + L-tartaric acid
4) Fresh egg white + sugar + NaCl + L-tartaric acid + powdered sugar + flour/egg white powder + DW + sugar + NaCl + L-tartaric acid
   + powdered sugar + flour
   Values within a row not sharing a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4. Specific gravity and volume of angel food cakes

Con
Egg white powder

pH 6.34/72.5oC pH 6.74/66.5oC pH 7.72/76oC Commercial

Specific  gravity
Foam 0.22b 0.20b 0.22b 0.22b 0.31a

Batter 0.33b 0.33b 0.33b 0.32b 0.42a

Volume (cc) 1716.2b 1718.3b 1731.0ab 1773.7a 1345.4c

Values within a row not sharing a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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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의 물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입안의 촉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경도(hardness), 검성(gumminess) 및 씹힘성(chewiness) 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참고적으로 그 외 파쇄성(fracturability), 부착

성(ad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및 원상회복성(resilience) 등

의 물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Table 5). 경도는 난백분말로 만든

엔젤 푸드 케이크의 경우 대조구의 경도 1710.22를 기준으로 유

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난백의 pH가 상승함에 따라 경도

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상업용 난백분말로 만든 엔젤 푸

드 케이크의 경우 경도가 매우 높았으며 경도는 17122.79로 대

조구 경도의 10배에 이르고 있다. 케이크의 경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수분함량, 기공의 크기, 부피이며 기공이 잘 발달된 케

이크 일수록 부피가 크고 경도가 낮다는 보고가 있다(26). 

검성 면에서도 시제품 난백분말로 만든 엔젤 푸드 케이크의 경

우 대조구와 비교하여 유의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pH에

비례하여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업용 난백분말로 만든 엔젤

푸드 케이크의 경우 대조구의 검성 수치에 비해 약 9.8배 정도

크게 나타나 검성에도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씹힘성도

난백분말로 만든 엔젤 푸드 케이크는 대조구의 씹힘성에 비해 유

의차는 없으나 상업용 난백분으로 만든 엔젤 푸드 케이크의 경

우 대조구의 씹힘성에 7배 정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 씹힘성 면

에서도 크게 낮음을 알 수 있다.

파쇄성과 탄력성 면에서도 난백분말로 만든 엔젤 푸드 케이크

의 경우 파쇄성은 대조구의 파쇄성에 비해 유의차는 없으나, 다

만 상업용 난백분말로 만든 엔젤 푸드 케이크의 경우 탄력성은

대조구의 탄력성 비해 현저히 낮아 유의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착성 역시 난백분말로 만든 엔젤 푸드 케이크는 대조구의 부

착성에 비해 유의차는 없으나 상업용 난백분말로 만든 엔젤 푸

드 케이크의 경우는 대조구의 부착성에 비해 7배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상회복성 면에서는 어느 경우나 모두

대조구의 원상회복성과 유사하게 나타나 유의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난백분말로 만든 엔젤 푸드 케

이크의 조직감 특성은 난백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시판되

고 있는 난백분말과 비교하여 훨씬 더 난백의 기능특성에 근접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엔젤 푸드 케이크의 색도

엔젤 푸드 케이크 내부의 색도를 Hunter 색차계의 L, a, b 값

으로 표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Crumb의 L값은 대조구를

기준으로 볼 때 pH 6.34, 72.5oC의 난백분말을 이용하여 제조한

엔젤 푸드 케이크의 경우만 대조구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나

머지의 경우 대조구와 비교하여 명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적색도(a)는 모든 처리구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황

색도(b)는 난백분말 중 pH 6.34, 72.5oC/pH 6.74, 66.5oC가 대조구

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값은 분말의 pH에 영향을 받아 분말

의 pH가 낮을수록 높게 나왔다. 상업용 난백분말의 경우 작은 기

공으로 인하여 그림자의 효과에 대한 영항을 덜 받기 때문에 밝

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난백분말의 pH는 착색 정도에도

영향을 주어 pH가 높을수록 엔젤 푸드 케이크의 명도는 감소하

고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적색도와 황색도가 높아져,

갈색화 반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케이크는 당의 캐러멜

화와 아미노카르보닐 반응에 의해 착색된다는 보고(27), 반죽의

pH는 케이크의 착색정도에 영향을 주어 pH가 높을수록 당의 캐

러멜화와 아미노카르보닐 반응에 의한 착색이 용이하다는 보고

(28,29)가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제조된 엔젤 푸드 케이크의

crumb 색깔은 난백의 pH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어진다.

엔젤 푸드 케이크의 관능 평가

엔젤 푸드 케이크의 관능적 특성을 9점 척도법을 이용하여 평

가하였다(Table 7). 외관의 특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케이크 단

면의 기공 크기는 대조구의 기준치 5보다 크게 나타나 기공의 크

기가 대조구에 비해 크다고 나타났다. 기공의 균일성 면에서는

시제품 난백분말을 소재로 하여 만든 엔젤 푸드 케이크의 경우

가 모두 대조구의 기준치 5보다 작게 나타나 대조구에 비해 고

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케이크 내부의

색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맛은

pH 6.34, 72.5oC의 난백분말과 상업용 난백분말을 소재로 하여 만

든 엔젤 푸드 케이크의 경우 대조구에 비해 유의차를 보이고 있

Table 5. Textural attributes of angel food cakes

Con
Egg white powder

pH 6.34/72.5oC pH 6.74/66.5oC pH 7.72/76oC Commercial

Hardness(g/cm3) 1710.2b 1195.6b 1528.7b 2308.3b 17122.8a

Gumminess(g) 1210.0b 1089.7b 1109.1b 1587.4b 11882.4a

Chewiness(%) 1074.3bc 1011.4cb 1035.2bc 1449.9b 7551.9a

Fracturability(g) 17.50b 17.76b 18.22a 17.65b 17.05b

Springiness(%) 0.90a 0.93a 0.92a 0.91a 0.58b

Adhesiveness(%) −23.73a
−33.23a

−23.32a
−28.69a

−168.97b

Resilience(%) 0.27a 0.30a 0.29a 0.28a 0.35a

Values within a row not sharing a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6. Crumb color values of angel food cakes 

Color Con
Egg white powder

pH 6.34/72.5oC pH 6.74/66.5oC pH 7.72/76oC Commercial

L 93.21a 92.44ab 91.80b 91.46b 91.84b

a -1.18a
−1.11a

−1.10a
−1.04a

−1.02a

b 10.44b 10.85b 10.80b 11.43a 11.31a

∆E 95.35a 94.43ab 94.38ab 94.25b 94.47ab

Values within a row not sharing a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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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취는 상업용 난백분말에서 유의차를 보이고 있다. 조직

감에서도 상업용 난백분말을 소재로 만든 엔젤 푸드 케이크의 경

우가 대조구의 조직감에 비해 유의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육안

으로도 다소 조직감이 거 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라 사료된다.

Fig. 1은 시료로 사용된 엔젤 푸드 케이크의 단면을 촬영한 사진

으로서 상업용 난백분말의 경우 육안으로도 기공의 크기가 균일

하지 않음을 식별할 수 있었다.

종합적인 기호도에서는 pH 6.74, 66.5oC와 pH 7.7, 76oC 상태

의 난백분말을 소재로 만든 엔젤 푸드 케이크의 경우만 대조구

의 경우와 같게 평가되고 나머지는 대조구의 경우에 비하여 떨

어지며, 특히 상업용 난백분말을 소재로 만든 엔젤 푸드 케이크

의 경우 크게 떨어져 전반적인 기호 평가 면에서 아주 낮게 평

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H 6.74, 66.5oC 상태의 난백분말

을 소재로 하여 제조된 엔젤 푸드 케이크의 경우는 관능적 품질

평가의 모든 면에서 대조구의 평가 수준과 같게 나타난 점과 여

타의 시료에 대한 전반적인 관능적 품질 평가 면에서도 유의차

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난백을 pH와 온도를 다소 달리한

난백분말로 대체하여 엔젤 푸드 케이크를 제조하여도 전반적인

관능적 품질 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요 약

거품성능과 겔형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난백분말(pH

6.34, 72.5oC; pH 6.74, 66.5oC; pH 7.72, 76oC)과 상업용 난백분

말로 각각 엔젤 푸드 케이크를 제조하여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하

였다. pH 6.74, 66.5oC와 pH 7.72, 76oC의 조건으로 제조된 난백

분말로 만든 엔젤 푸드 케이크의 거품과 반죽의 비중, 케이크의

부피 및 물성 등을 측정한 결과는 난백을 사용하여 만든 대조구

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상업용 난백분말로 제

조한 케이크는 모든 면에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

Table 7. Sensory characteristics of angel food cakes 

Con
Egg white powder

pH 6.34/72.5oC pH 6.74/66.5oC pH 7.72/76oC Commercial

Cell size 5b 5.55ab 6.67a 6.0ab 6.91a

Cell uniformity 5a 4.36ab 4.50a 4.91a 4.17a

Color 5a 5.81ab 5.83a 5.67a 5.67a

Taste 5a 4.27ab 5.25a 5.25a 3.42b

Off-odor 5b 6.27bb 5.25b 5.08b 7.83a

Texture 5b 4.18bb 4.08b 4.67b 7.75a

Overall acceptance 6.42a 4.54bb 6.25a 5.08ab 2.33c

Values within a row not sharing a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ig. 1. Cross sectional view of angel food cakes prepared using egg whit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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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기호도 면에서는 처리 조건 pH 6.74, 66.5oC의 난백분말로

만든 엔젤 푸드 케이크만이 대조구와 유사하게 평가되고 나머지

는 다소 낮았으며, 상업용 난백분말로 만든 엔젤 푸드 케이크는

아주 낮았다. 따라서 난백의 pH를 6.74로 조정한 후 건조온도

66.5oC에서 제조한 난백분말은 엔젤 푸드 케이크를 만드는데 적

합한 조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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