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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감미료 사용이 백설기의 이화학적·관능적 특성 및

저장 중 경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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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s of Sugar Substitutes on the Physicochemical and
Sensory Properties and Hardness of Baksulgi during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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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ksulgi with various sugar substitutes was prepared and characterized for physicochemical and sensory
qualities. The 10% sugar in a control baksulgi was replaced with 16.1% glucose, 13.3% erythritol, 10.2% xylitol, 0.2%
stevioside (enzymatically modified stevia 100%), 0.05% aspartame, or 1.2% sucralose. Instrumental and sensory analyses
indicated that the baksulgi with glucos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color from the others, which was attributed to high
susceptibility to browning reaction of the glucose. Baksulgi with aspartame showed significantly lower pH than that of
control baksulgi, suggesting that the aspartame might have been hydrolyzed into its constituent amino acids under elevated
steaming temperature. A sensory evaluation revealed that baksulgi with sucralose or xylitol was comparable to the control
baksulgi in all sensory characteristics. However, the baksulgi with sucralose showed appreciably increased hardness with
increased storage time at 4oC, partially due to the anhygroscopic property of sucra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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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경제 발전과 이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고열량 식

품의 과잉 섭취와 연관된 비만,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이 증가

하고 있다(1). 이에 따라 ‘저칼로리 식품소재’나 ‘건강 기능성’ 등

이 식품산업의 새로운 제품 개발 키워드(keywords)로 등장하고

있다(2,3). 특히 열량 감소를 위한 노력은 고감미도, 저(무)칼로

리, 기능성의 요소를 갖춘 대체감미료의 개발과 이를 한국인의

다소비 제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연결되고 있다(4-7).

자연 소재 감미료인 설탕과 포도당을 대체하여 가공 식품 제

조에 적용되고 있는 감미 소재들은 (i) 상대당도가 현저히 높아

칼로리 저하에 기여할 수 있는 고감미 소재(예: 스테비오사이드,

아스파탐 등), (ii) 난소화성의 무칼로리 감미 소재(예: 수크랄로

스 등), (iii) 생활습관병의 위해 요소(risk factors) 조절을 타게팅

하여, 건강지향적인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개발된 기능성

감미 소재(예: 자일리톨과 같은 당 알코올류, 올리고당류 등)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8). 설탕 과다 섭취가 비만, 당뇨병 등의 생

활습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는, 이러한 대체 감미소재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가시켜 관련 시장을 확대 및 성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3). 또한 생활습관병 예방을 그 내용으

로 하는 웰빙식, 건강식에 대한 강한 소비자 요구는, 설탕 첨가

비율이 높은 식품류에서 대체감미료의 적용을 시도하는 움직임

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자일리톨을 첨가한

머핀과 식빵(6,9), 기능성 당 알코올 및 올리고당을 첨가한 젤리

(5), 자일리톨과 에리스리톨을 첨가한 유자차(10), 당뇨병 환자들

을 위한 대체감미료 첨가 케이크(11), 트레할로스를 첨가한 떡

(12), 고감미 저칼로리 대체감미료를 적용한 음료(4) 등, 설탕 대

체감미료를 제과, 제빵, 떡, 음료의 제조 공정에 적용하고자 한

다수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가공식품에서 설탕은 단맛을 제공하는 감미료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최종 제품에 바람직한 물성을 제공하는 이화학적 특성을

지닌 기능소재로서의 역할로 다양한 식품에 적용되고 있다. 즉,

설탕은 단맛 이외에도 (i) 히드록실기(hydroxyl)에서 기인한 탁월

한 흡습성으로 제품에 보습효과를 줄 수 있고, (ii) 전분 호화 및

노화 억제제로서, 가공 중 사용량 과 사용시점에 따라 전분 함유

식품의 물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iii) 아미노기 함유성분과의 메

일라드(Maillard) 반응과 열처리에 의한 카라멜(Caramelization) 반

응으로 색소 및 향미 성분을 생성하여 제품에 물성 및 관능적 특

성을 부여할 수 있다(13). 따라서, 가공식품에서의 대체감미료 적

용은 상대당도를 고려한 단순한 양적 대체가 아닌, 최종 제품에

서의 이화학적 변화 및 관능적 특성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대체감미료들을 동일한 단맛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제품에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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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최종 제품의 물성 및 관능적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개별 대

체감미료들이 식품의 품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비교·검토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적용대상 식품으로 (i)

최근 우리의 전통식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웰빙식, 자연식, 건강식

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과, (ii)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의 경우, 설

탕 첨가량이 다소 높은 식품으로 분류되는 점, (iii) 레시피가 쌀

가루, 설탕, 소금, 물로 비교적 간단하여(14,15) 대체 감미료 첨가

후 수반되는 변화들의 기전을 예측하기 수월하다는 점 등을 고

려하여 백설기로 선정하였다. 한편, 설탕을 대체하여 첨가할 감

미료들로는, 자연소재 감미료인 포도당(glucose), 상대당도가 높은

고감미료인 스테비오사이드(stevioside)와 아스파탐(aspartame), 난

소화성의 무칼로리 감미료인 수크랄로스(sucralose), 기능성 감미

료인 자일리톨(xylitol)과 에리스리톨(erythritol) 등 최근 그 사용량

이 증가하고 있는 감미 소재들로 선정하였다. 백설기에서 설탕을

대체하여 이들 감미 소재들을 첨가한 후 이화학적, 관능적, 그리

고 저장 중 변화를 탐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저(무)칼로리, 기

능성 등을 표방하는 대체감미료들이 실제 식품에서 품질의 유의

적 저하 없이 효과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쌀가루는 경북 봉화산 멥쌀을 10시간 침지

후 1시간 동안 물을 빼고 제분한 것으로, 백설기 제조 전 20 mesh

체에 2회 내려 사용하였다. 백설기 제조에 사용된 설탕 및 대체

감미료는 각각 설탕(Cheil Jedang Corp, Incheon, Korea), 포도당

(옥수수전분 100%, Samyang Genex Co, Ulsan, Korea), 에리스리

톨(에리스리톨 100%, Cargill Polyols LLC, Blair, NE, USA), 자

일리톨(자일리톨 100%, Danisco BV, Seoul, Korea), 스테비오사이

드(효소처리스테비아100%, PureCircle, Negeri Sembilan, Malaysia),

아스파탐(아스파탐 100%, Sinosweet Co, Jiangsu, China), 수크랄

로스(No Calorie Sweetener, Kirkland, Cumberland Packing Corp.,

Brooklyn, NY, USA)로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제조사에

따르면, 본 실험에 사용된 효소처리스테비아(Enzymatically modified

Stevia, glucosyl stevia)는, 스테비아 추출물에 α-글루코실전이효소

등을 이용하여 포도당을 부가시켜 얻은 것으로 그 성분은 α-글

루코실스테비오사이드 이었다. 한편, 수크랄로스(sucralose)를 함

유한 감미료는, 덱스트로스(dextrose), 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

수크랄로스를 주성분으로 하였으며, 제조사가 제공한 설탕과의

교환단위(conversion chart)에 따르면, 본 제품 24 g은 설탕 1 cup

과 동일한 단맛을 제공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그 외 소금

(YoungJin Green Food Co., Hanam, Korea)과 생수(Coca-Cola,

Pyeongchang, Korea)를 시중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대체감미료 첨가를 위한 상대당도 결정 실험

설탕을 대체하여 사용한 6종 대체감미료의 첨가농도를 결정하

기 위해, (i) 10% 설탕용액을 제조하고 (ii) 통상적으로 알려진 각

대체감미료의 상대당도(설탕 100을 기준으로 할 때, 포도당 70,

에리스리톨 75, 자일리톨 75, 아스파탐 20,000, 스테비오사이드

30,000)를 출발점으로 하여 개별 대체감미료 용액을 다양한 농도

로 조제하고, (iii) 10% 설탕용액과 대체감미료 용액들의 단맛을

3차에 걸친 관능검사를 통해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개별 대체감미료들의 상대당도를 결정하였다. 백설기 제조에 있

어 설탕과 동일한 단맛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된 개별 대체감

미료들의 상대당도는, 설탕 100을 기준으로 할 때, 포도당 62, 에

리스리톨 75, 자일리톨 98, 스테비오사이드 5000, 아스파탐 20,000

이었다. 한편, 수크랄로스의 경우는 제조사가 제공해 준 conversion

chart의 정보에 따라, 1 cup 설탕 기준으로 24 g의 해당 감미료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백설기 제조

설탕 및 대체감미료가 첨가된 백설기를 제조하기 위한 재료의

배합비는 Table 1과 같다. 배합비 결정은 Kim(16)과 Han과

Kim(17)의 선행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i) 1회 제조 분량을

쌀가루 기준 1 kg으로 scale-up하였고, (ii) 예비실험을 통해 대조

군으로 사용할 설탕 첨가 백설기를 제조·평가함으로써, 백설기

의 물성과 관련된 관능적 인자(촉촉한 정도 및 부드러운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첨가될 물의 양을 쌀가루 대비 5%로 조

정하였으며, (iii) 대체감미료 첨가량은, 개별 감미료의 상대당도

를 결정한 위 실험 결과를 반영하여 쌀가루 대비 10% 설탕(100

g)과 동일한 단맛을 제공하는 양으로 첨가하였다. 이로써, 첨가된

감미료의 수준은 쌀가루 대비 설탕 10%, 포도당 16.13%, 에리스

리톨 13.33%, 자일리톨 10.20%, 스테비오사이드 0.20%, 아스파탐

0.05%, 스크랄로스 1.20% 이었다(Table 1).

백설기 제조는, 최종 제품에서 감미료가 균질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2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재료를 혼합하였다.

(i) 전체 배합비 중 감미료 첨가량이 설탕보다 높은 경우는 기존

백설기와 동일한 순서로 재료를 배합하였다. 즉, 준비된 쌀가루

1 kg에 분량의 설탕(10%, 혹은 포도당, 에리스리톨, 자일리톨)과

소금(1%)을 넣고, 쌀가루+설탕(대체감미료)+소금 혼합물을 잔여

가루 없이 모두 체로 1회 내려주었다. 여기에 쌀가루 대비 5%

물(50 g)을 첨가하고 내용물이 균일하게 혼합될 수 있도록 가볍

게 비벼준 후 1회 더 체로 내려주었다. 한편, (ii) 전체 배합비 중

감미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스테비오사이드, 아스파탐, 수크

랄로스는 쌀가루와의 균일한 혼합을 위해, 해당 감미료를 먼저

물에 분산시켜 잘 용해되도록 한 후 쌀가루+소금의 혼합물과 섞

어 체로 내려 주었다. 재료의 혼합이 끝난 후, 면보를 깔아놓은

Table 1. Formula for the various baksulgi prepared with sugar or sugar substitutes

Ingredients Sugar Glucose Erythritol Xylitol Stevioside Aspartame Sucralose

Rice flour1) (g)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Water2) (mL) 50 50 50 50 50 50 50

Salt2) (g) 10 10 10 10 10 10 10

Sweetener (g) 100 161.3 133.33 102.0 2.0 0.5 12

Sweetener3) (%) 10 16.13 13.33 10.20 0.20 0.05 1.20

1)Values in the formula were presented according to actual cooking size.
2)Water and salt were added at 5% and 1% of the rice flour content, respectively.
3)The content of sweetener was calculated as the percentage to the rice flour content (1,0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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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틀(직경 21.3 cm, 높이 5.5 cm)에 준비된 혼합물을 담고, 증기가

오르기 시작한 찜통에서 중불로 45분간 쪘다. 이 후, 찜틀을 꺼

내어 면보를 덮은 상태로 실온(온도 19.5oC, 습도 26.2% RH)에

서 20분간 뜸을 들인 후, 면보를 제거하고 30×30×30 mm의 크기

로 썰어 시료로 사용하였다.

설탕 및 대체감미료를 첨가한 백설기의 수분함량과 pH 및 색

도 측정, 물성평가(Texture Profile Analysis, TPA), 관능검사는 제

조 당일 실시하였다. 한편, 백설기의 저장 중 경도변화 측정을 위

해, 30×30×30 mm의 크기로 잘라진 각 군의 백설기를 폴리비닐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로 포

장하고, 이를 냉장(4oC)온도에서 보관하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백설기의 수분과 pH

수분 함량은 AOAC 방법에 준하여 105oC 건조기(OF-12, Jeio

Tech, Kimpo, Korea)를 이용한 상압가열건조법으로 분석하였다

(18). 백설기의 pH를 측정하기 위해, 시료 1 g에 증류수 19 mL를

첨가한 후 균질기(Wise Mix HG-15, Daihan Scientific, Seoul,

Korea)를 사용하여 회전속도 12,500×g(교반봉: 내경 21 mm, 외경

25 mm)으로 40 sec동안 백설기가 충분하게 갈려 균질화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 후, 균질화 된 시료는 pH meter(725P, Istek,

Seoul, Korea)를 이용해 pH를 측정하였고, 증류수에 의한 희석배

수는 측정된 pH 값에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다.

백설기의 색도 측정

완성된 백설기의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황색도

(b, yellowness)는 색차계(CR400, Konica Minolta Sensing, Osaka,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표준 백색판을 이용하여 calibration

한 후, L 값은 0(검정색)에서 100(흰색)까지, a값(적색도)은 −80

(녹색)에서 100(적색)까지, b값(황색도)은 −70(청색)에서 70(황색)

까지의 범위에서 백설기의 색도를 측정하였다.

백설기의 물성 측정

백설기의 물성은 Texture Analyzer(Instron 5542, Instron, Nor-

wood, MA, USA)를 사용하여 2회 반복 압착실험(two-bite com-

pression test)으로 측정하였다. 직경 11 mm의 원형 probe를 사용

하여 test speed 3.3 mm/sec로 1 cycle 에서는 23 mm 깊이까지,

그리고 2 cycle에서는 25 mm 깊이까지 시료를 압착하는 조건으

로 측정하였다. 측정 후 얻어진 force-time curve로부터 시료의 경

도(hardness), 탄력성(sprimginess), 복원력(cohesion force resil-

ience), 응집성(cohesiveness), 점착성(gumminess), 저작성(chewiness)

이 산출되었다. 한편, 압착 이후 백설기의 부서진 상태는 디지털

카메라(Coolpix P300, Nikon, Tokyo, Japan)로 촬영하였다.

관능검사

감미료의 종류를 달리하여 제조된 백설기에 대한 관능평가는

강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재학생 중 관능검사 경험이 있는 20명

을 패널로 선정하여 실험목적과 백설기의 품질특성에 대하여 사

전 교육을 실시한 후 5점 평점법(5-point scaling)으로 실시하였

다. 사전 교육은 관능검사지에 기재된 각 관능적 특성에 해당하

는 용어의 정의와 한국인들이 인지하는 기호도가 높은 백설기의

일반적 품질특성(백설기 표면 및 내부의 입자가 미세하고, 촉촉

하고 부드러운 정도가 높으며, 가루처럼 부드럽게 부서져 씹을

때 비교적 힘이 적게 들어가는 백설기)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백설기 제조 30분 후, 각 군별로 백설기(가로 3 cm×

세로 3 cm) 1개씩을 생수와 함께 제시하였으며, 평가항목은 (i)

백설기의 관능적 평가영역과 (ii) 그 특성에 대한 개인적 기호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품질평가를 위한 관능적 특성들

은 백설기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선정하였으며(14,15),

개별 관능적 특성에 대한 용어 정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

전’에 근거하였다(19). 평가된 관능적 특성으로는, 색(color, 밝은

흰색이다~황색이다), 조직의 거친 정도(coarseness; 백설기 표면 및

내부의 입자가 거칠고 미세한 정도, 매우 미세하다~매우 거칠다),

촉촉한 정도(moistness; 백설기의 외관 및 시식 시 수분을 함유하

고 있는 정도, 매우 마른 듯 건조하다~매우 촉촉하다), 부드러운

정도(softness; 백설기를 앞니로 씹었을 때 단단하고 부드러운 정

도, 매우 단단하다~매우 부드럽다), 씹히는 정도(chewiness; 백설

기 조직의 조밀한 정도, 매우 부드럽게 부서진다~매우 질겨 잘

씹히지 않는다), 부착성(adhesiveness; 백설기 시식 시 입천장이나

혀에 들러붙는 정도, 전혀 들러붙지 않는다~매우 잘 들러붙는다),

단맛(sweetness, 전혀 달지 않다~매우 달다), 쓴맛(bitterness; 백설

기를 먹었을 때 뒷맛으로 쓴맛이 느껴지는 정도, 전혀 쓰지 않다

~매우 쓰다)이었으며, ‘각 특성이 약한 경우’를 1점으로 하고 ‘그

특성이 강한 경우’를 5점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각 특성에 대한

기호도와 종합적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는 ‘매우 나쁘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좋다’를 5점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백설기 저장 중 경도변화

설탕 및 대체감미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백설기의 시간 경과에

따른 경도 변화의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냉장(4oC)온도에서 보

관 중인 백설기 시료를 저장 1, 3, 6일째에 추가로 수분함량 및

물성(TPA)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방법은 위와 동

일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

설탕 및 대체감미료 첨가 백설기들의 품질 특성은, 각 시료 당

백설기의 서로 다른 부위를 총 3회 반복 실험하여 평가되었다.

이 후, 통계처리 프로그램 SAS(version 9.1 for windows, Cary,

NC, USA)를 이용하여 결과를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

며,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각각의 특성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백설기의 수분함량

당류는 물 분자와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히드록실기를 많

이 가지고 있어(Fig. 1) 친수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류가 첨가된 제품의 흡습률은 당의 종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8). 본 실험에서는 설탕을 대체하여 첨가된 6종의 감

미료가 백설기의 수분함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

다. 그 결과, 백설기의 수분함량은 52.57-56.62%의 분포를 보였

으며, 감미료의 종류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2). 이는, (i) 에리스리톨이 극히 흡습하기 어려운 물성을 갖고 있

고, (ii) 수크랄로스 또한 흡습성이 없어(non-hygroscopic) 제품을

건조하게 만드는 특성을 보이며, (iii) 자일리톨이 설탕보다 비교

적 흡습성이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면(8,20), 선행 보고들과 다소

상반된 결과이다. 완성된 백설기의 수분함량에는, (i) 쌀을 불리

는 과정 중 쌀 전분입자 내부로 흡수된 물, (ii) 반죽 시 외부에

서 첨가해 준 물, (iii) 찌는 공정 중 끓는 물에 의해 생성된 증

기가 백설기 내부로 침투하여 자리잡은 물 등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v) 부재료 중 흡습성이 큰 당류 등은 추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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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흡착·보유함으로써 완성된 제품의 수분 함량을 다소 증가

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본 실험 결과, 설탕을 대체하여

첨가된 흡습성이 다른 감미료들은 완성된 백설기의 수분함량에

유의적 차이를 유발하지 않았다. 이는 Table 1에서 제시된 첨가

수준에서는, 감미료의 종류가 제조 직후의 백설기 수분함량에 유

의적 변화를 유발하는 임계적(critical) 차이 요인이 아님을 시사

하고 있다.

백설기의 pH

설탕 및 대체감미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백설기의 pH는 6.17-

6.45의 분포를 보였다(Table 2). 특히, 아스파탐을 첨가한 백설기

는 설탕 첨가군(pH 6.33)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pH(6.17)를 나

타내었다(p<0.001). 이는, (i) 아스파탐 자체의 pKa 값이 4.5-6.0이

고, (ii) dipeptide의 일종인 아스파탐이 백설기를 찌는 과정 중 열

처리에 의해 분해될 경우, 그 때 생성되는 유리 아미노산인 aspartic

acid와 phenylalanine의 pKa값이 1.83-3.65라는 사실과 관련될 수

있다(21). 즉, 백설기 제조 과정 중, 분해되지 않고 존재하는 아

스파탐과 혹은 분해되어 생성된 aspartic acid와 phenylalanine으로

부터 수소이온이 해리됨으로써 백설기의 pH를 유의적으로 낮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백설기의 색도

백설기에 사용된 7종의 감미료 중, 당류는 백설기 제조 과정

중 갈변 반응을 일으켜(8,13) 당 알코올류, 스테비오사이드, 아스

파탐, 수크랄로스 첨가 백설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백설기의 명도

는 낮추고 황색도는 높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백설기의

색 특성을 색차계로 측정한 결과, 백설기의 명도(L, lightness) 는

80.80(포도당 군)-84.56(스테비오사이드 군)의 분포를 보였으며, 통

계적으로 군들 간에 유의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3). 당

의 carbonyl기가 alcohol로 치환된 구조인 당 알코올류와 열처리

에 안정한 수크랄로스는, amino기와 carbonyl기 사이의 화학반응

인 갈변 반응에 참여할 작용기(functional group)가 없어 유의적

색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비환원

당의 일종인 설탕이 갈변 반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포도당과 과

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거쳐 carbonyl기가 회복되어야 하므로,

carbonyl기를 직접 가지고 있는 환원성 단당류인 포도당에 비해

갈변 반응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

라, 7종 감미료들 중 포도당 첨가군에서 색의 변화가 예상되었으

며, 실제로 유의적이지는 않았으나 가장 낮은 명도를 보였다. 이

결과는, 백설기 제조 과정 중 환원당에 의한 갈변반응이 진행되

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백설기의 물성

설탕과 이를 대체한 6종의 감미료로 제조된 백설기는 제조 직

후 수분 함량에 있어 유의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아(Table 2), 경

도(hardness) 및 경도와 관련된 texture 지수인 점착성(gumminess=

hardness×cohesiveness)과 저작성(chewiness=hardness×cohesiveness

×springiness)도 유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기계적으로 물성을 평

가한 결과(Table 4), 스테비오사이드와 수크랄로스 첨가 백설기에

서 다른 군들에 비해 다소 높은 경도, 점착성, 저작성이 나타났

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그 외, 백설기의 탄력성(spring-

iness), 복원성(cohesion force resilience), 응집성(cohesiveness)에서

도 대체 감미료 사용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제

조 직후 백설기의 물성은, 백설기의 수분 보유력 이외에 전분의

호화 및 팽윤에 의한 결과이므로, 본 실험 결과는 7종 감미료로

제조된 백설기 모두 찌기(steaming) 공정을 통해 쌀 전분 분자의

충분한 호화가 진행되었음을 시사하였다. 일반적으로, 흡습성이

강한 당류 및 감미료들은 호화의 절대적 요구조건인 수분에 대

해 쌀 전분과 경쟁적 관계에 놓여있다(13). 다시 말해, 강한 흡착

력을 지닌 성분들은 수분과 결합함으로써, 쌀 전분의 호화에 이

용될 수 있는 가용 수분을 감소시킴으로써, 전분의 호화를 방해

할 수 있다. 그러나, 흡습성의 차이가 큰 감미료를 첨가하여 제

조한 다양한 백설기는 전분의 호화 및 팽윤 상태를 반영하는 물

성 지수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4). 이 결과는,

(i) 쌀을 불리는 과정에 흡수된 물과, (ii) 찌기 공정에 의해 제공

되는 증기로 인해 쌀 전분의 호화를 위한 충분한 수분이 제공되

어, 감미료의 수분 흡착력에 의한 호화 방해 작용을 상쇄한 것으

로 일부 해석할 수 있다.

대체감미료 사용이 백설기의 관능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감미료를 달리하여 제조한 백설기의 관능적 특성과 각 특성에

대한 기호도 및 종합적 기호도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5-6과 같

Fig. 1. Structures of sugar and various sugar substitute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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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색(color, 1.7-4.4)의 경우, 포도당 군은 옅은 황색을 나타내어

설탕 군보다 어두웠으며, 반면 스테비오사이드 군은 설탕 군보다

밝은 흰색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색차계로 측정한 명도

(L) 결과와 비교적 일치하였다(Table 3). 평가자들은 밝은 흰색에

가까운 스테비오사이드 첨가군에 가장 높은 기호도를, 옅은 황색

을 나타낸 포도당 첨가군에 가장 낮은 기호도를 나타냄으로써,

밝은 흰색에 가까운 백설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p<0.001). 포도당 첨가 백설기에서 관찰된 옅은 황색은, (i) 쌀

가루에 내재하고 있는 아미노기 함유 성분들과 부재료로 첨가된

카르보닐기 함유 성분인 포도당 사이에서 일어난 갈변반응과, (ii)

포도당이 열처리에 의해 자리옮김반응(Lobry de Bryun-Alberda

van Eckenstein rearrangement)을 일으켜 과당으로 전환된 후 일어

난 갈변반응의 결과로 일부 해석할 수 있다(13). 한편, 수분 함량

에 있어 유의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던 7종의 백설기들은(Table

2), 촉촉한 정도(moistness, 2.0-3.1)의 관능적 특성에서는 아스파탐

첨가군이 설탕 첨가군에 비해 다소 낮게 평가되었으나, 기호도에

유의적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었다. 대체 감미료로 제조된 백

설기들은 부드러운 정도(softness, 2.6-3.3) 및 그 관능적 특성에

대한 기호도 모두에서 설탕 첨가 백설기와 유의적 차이는 관찰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계적 물성 측정치인 경도와 일치

하였다(Table 4). TPA 결과 중, 백설기를 삼키기 적당한 정도까

지 저작하는데 들어가는 힘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물

성치인 점착성과 저작성은 대체 감미료 첨가군과 설탕 첨가군 사

이에서 유의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4). 그러나, 관능검

사에서는, 포도당 첨가 백설기가 상대적으로 잘 씹히지 않아 설

탕 첨가군에 비해 저작 시 힘이 더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상대

적으로 낮은 기호도를 나타내었다(Table 5-6). 백설기를 시식할 때

입천장이나 혀에 들러붙는 정도를 평가한 부착성(adhesiveness,

2.3-3.2)은 평가자들의 개인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친떡과 달리 백설기는

부착성이 낮을수록 선호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실험에서는 관능검사를 통해 개별 감미료의 상대당도를 결

정한 후, 설탕과 동일 강도의 단맛을 제공할 수 있는 양 만큼의

감미료를 사용하여 백설기를 제조하였으나, 완성된 후 그 단맛

(sweetness, 1.8-3.0)은 포도당, 에리스리톨, 아스파탐 첨가군이 설

탕 군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5). 이는 감미료의 물리적 특성 및 백설기 제조 과정 중 일어난

화학적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i) 에리스리톨

의 단맛은 후미가 급격히 사라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8). 에리

스리톨의 낮은 단맛지속성은 관능평가 시 평가자들로 하여금 에

리스리톨 첨가 백설기가 설탕 첨가 백설기에 비해 단맛이 상대

적으로 약하다고 평가하게 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

다. (ii) 아스파탐의 경우는 열에 약한 성질로 인해(8), 백설기를

가열하여 찌는 과정 중 개별 아미노산인 aspartic acid와 phenyla-

lanine으로 가수분해되어 고유의 감미가 감소된 것으로 해석되었

다(15). 한편, (iii) 포도당 첨가 백설기의 옅은 황색은 감미 성분

인 포도당이 일부 갈변반응에 참여하였음을 시사하였고, 이는 포

도당이 다른 성분과 화학반응을 함으로써 단맛에 기여할 수 있

는 유효 포도당이 감소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백설기의

경우 단맛이 가장 높게 평가된 설탕군과 수크랄로스 첨가군이 그

관능적 특성에 대한 기호도 역시 높게 평가되었다(Table 6). 7종

감미료로 제조된 백설기의 쓴맛(bitterness)은 1.2-2.1의 분포로 쓴

Table 4. Textural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baksulgi prepared with sugar or sugar substitutes1)

Sweetener Hardness (N) Springiness (mm)
Cohesion force

resilience
Cohesiveness Gumminess (N) Chewiness (N · mm)

Sugar 16.60±3.54b 21.30±4.30 1.09±0.08ab 0.63±0.03 10.55±2.77b 263.87±69.21b

Glucose 21.04±3.02ab 20.58±2.19 1.14±0.09ab 0.73±0.11 15.44±4.40ab 386.23±110.07ab

Erythritol 21.10±1.89ab 21.50±0.95 1.04±0.02b 0.69±0.02 14.67±1.87ab 366.88±46.77ab

Xylitol 19.50±0.52ab 19.69±0.88 1.19±0.10a 0.65±0.07 12.60±1.28ab 315.08±31.99ab

Stevioside 22.90±2.58a 22.30±1.06 1.08±0.02ab 0.75±0.05 17.14±2.98a 428.63±74.59a

Aspartame 20.41±2.93ab 21.32±1.93 1.09±0.04ab 0.71±0.06 14.63±3.10ab 365.86±77.53ab

Sucralose 22.19±0.46a 21.00±1.14 1.17±0.08ab 0.75±0.07 16.49±1.21a 412.38±30.32a

p value NS NS NS NS NS NS

1)The value was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s. a-b: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NS means not significant.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various baksulgi prepared

with sugar or sugar substitutes1)

Sweetener Moisture (%) pH

Sugar 53.56±1.76 6.33±0.06b

Glucose 56.50±2.14 b6.40±0.02ab

Erythritol 56.62±2.05 6.33±0.06b

Xylitol 54.06±4.28 b6.41±0.04ab

Stevioside 52.57±0.59 6.36±0.04b

Aspartame 53.64±1.55 6.17±0.05c

Sucralose 53.72±0.95 6.45±0.03a

p value NS <0.001

1)The value was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s. a-c: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NS means not significant.

Table 3. Color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baksulgi prepared
with sugar or sugar substitutes1)

Sweetener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Sugar 83.38±2.71 -5.84±0.19b 13.57±0.77

Glucose 80.80±2.88 -5.55±0.24a 13.55±1.67

Erythritol 82.96±4.72 -6.00±0.19b 14.09±0.47

Xylitol 81.59±1.04 -5.82±0.10b 13.96±1.56

Stevioside 84.56±2.49 -5.86±0.11b 13.94±1.08

Aspartame 83.16±1.74 -6.08±0.04b 13.30±1.56

Sucralose 80.28±4.38 -5.93±0.09b 13.69±1.10

p value NS <0.05 NS

1)The value was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s. a-b: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NS mea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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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정도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스테

비오사이드는 단맛과 함께 불쾌한 후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8,11),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단점이 개선된 α-글루코실 스

테비오사이드를 백설기 제조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쓴맛에 대한

관능평가 결과, 스테비오사이드 첨가 백설기가 설탕 첨가군에 비

해 쓴맛이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되어 낮은 기호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100% 효소처리 스테비오사이드의 경우라도 당전

이 효소에 의해 당이 전이·결합되는 위치에 따라 스테비오사이

드의 후미 및 고미의 개선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

되었다(22).

백설기에 대한 종합적 기호도에서는 수크랄로스와 자일리톨 첨

가군이 설탕 첨가군과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가장 높은 기

호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이 두 감미료로 제조된 백

설기는 평가된 모든 관능적 특성들에서 설탕 첨가군과 유의적 차

이가 없어 백설기 제조에 있어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Table 5). 반면, 포도당 첨가 백설기는 가장 낮은 기호도를

보였으며, 이는 백설기 제조 과정 중 진행된 갈변반응에 의한 색

변화와 이에 수반한 단맛 감소가 주요한 요인으로 해석되었다.

대체감미료 사용이 백설기의 저장 중 경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백설기의 경도

완성된 백설기를 4oC 냉장온도에서 6일까지 보관하면서 시간

의 경과에 따른 경도변화를 측정한 결과, 모든 백설기에서 경도

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Fig. 2 & 3A). 이는, 전분의 호

화 과정 중 용출된 전분분자들이 교질상으로 존재하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시 가까워져 수소결합을 통해 결정성 구조를 형

성하였기 때문이다(13). 시간의 증가에 따른 백설기 경도 증가 폭

은 대체감미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관찰되었다. 에리스리톨과

수크랄로스 첨가군들은 경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당류(설

탕, 포도당) 및 자일리톨 첨가군은 경도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크

지 않아 노화가 지연되었음을 시사하였다 (Fig. 3A). 이러한 노

화 지연 효과는, (i) 높은 흡습성을 지닌 당류 및 자일리톨이 수

분을 흡착함으로써 용출된 전분분자의 이동에 필요한 유효수분

의 양을 감소시켰거나(13), (ii) 당 구조 내부에 자리잡은 -OH기

들이 amylose와 amylopectin 전분분자와 직접 수소결합을 함으로

써 전분분자 상호간의 수소결합을 방해하여 결정성 구조 형성을

감소시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12). 에리스리톨과 수크랄로스

첨가군의 급격한 경도증가는 이들 두 감미료의 흡습이 어려운 물

성(non-hygroscopic)의 결과로 볼 수 있다(20).

저장기간과 함께 백설기의 경도가 증가함에 따라 백설기를 ‘삼

키기에 적당한 정도까지 저작하는데 소요되는 힘’인 저작성

(chewiness)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저장 중 저

작성은 감미료의 종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설탕, 포

도당, 아스파탐 첨가군들은 저장 6일까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작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크랄로스, 에리스리톨, 자일

리톨, 스테비오사이드 첨가군들은 저장 초기 증가하다가 이후 감

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Fig. 3B). 이러한 결과는, 저장에 따른

백설기의 응집성(cohesiveness)과 탄력성(springiness)의 변화로 일

부 설명될 수 있다(Table 7). 저작성은 경도·응집성·탄력성의

결과로, (i) 백설기가 단단할수록 (ii) 백설기 내부의 결합이 강하

Table 5. Sensory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baksulgi prepared with sugar or sugar substitutes1)

Sweetener Color Coarseness Moistness Softness Chewiness Adhesiveness Sweetness Bitterness

Sugar 2.7±0.8b 3.1±0.8ab 3.1±0.9a 3.1±0.6ab 2.9±0.8bc 2.4±0.8b 2.8±0.6a 1.2±0.4b

Glucose 4.4±0.7a 2.7±1.1b 3.0±1.3a 2.6±1.2b 3.7±0.9a 2.9±1.4ab 1.9±1.0c 1.9±1.0a

Erythritol 2.6±0.9b 3.1±1.1ab 2.7±1.0ab 2.8±1.1ab 3.2±0.8bc 3.2±1.2a 1.8±0.9c 2.0±0.8a

Xylitol 2.5±0.6b 3.2±0.8ab 3.0±0.8a 3.1±0.8ab 3.0±0.7bc 2.6±1.1ab 2.3±0.8abc 1.5± 0.7ab

Stevioside 1.7±1.0c 3.2±1.0ab 2.6±1.2ab 3.3±0.9a 2.7±0.8c 2.4±1.1b 2.6±1.4ab 2.1±1.0a

Aspartame 2.6±0.8b 3.7± 1.0a 2.0±0.9b 2.6±1.1b 3.3±0.7ab 2.3±0.9b 2.0±1.0bc 1.8±1.0ab

Sucralose 2.7±0.7b 3.0±1.2ab 2.5±1.2ab 3.0±1.1ab 3.1±0.9bc 2.7±1.0ab 3.0±1.1a 1.6±1.0ab

p value <0.001 NS <0.05 NS <0.01 NS <0.001 <0.05

1)The value was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NS means not significant. Sensory characteristics of the baksulgi were assessed using the scoring difference test of 5-point numerical scale, i.e.,
ranging from 1 (when the characteristic was weak) to 5 (when it was strong). The definitions for the sensory characteristics were referred to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publish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19).

Table 6. Preference responses to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baksulgi prepared with sugar or sugar substitutes1)

Sweetener Color Coarseness Moistness Softness Chewiness Adhesiveness Sweetness Bitterness
Overall 

acceptability

Sugar 3.4±0.7a 2.9±0.7 3.2±0.8a 3.2±0.6ab 3.2±0.7a 3.4±0.6a 3.4±0.7ab 3.5±0.6ab 3.5±0.9a

Glucose 2.5±0.9b 2.9±0.8 2.6±0.9ab 2.7±0.9b 2.6±0.9b 2.8±0.9b 2.5±0.7c 2.9±0.9bc 2.4±0.9c

Erythritol 3.4±0.7a 3.0±0.8 2.7±0.7ab 3.0±0.9ab 3.1±1.0ab 2.7±0.9b 2.8±0.8c 2.9±1.0bc 2.7±0.9bc

Xylitol 3.2±0.6a 2.9±0.6 3.2±0.6a 3.2±0.8ab 3.2±0.8a 3.0±0.8ab 2.9±1.0bc 3.3±0.7abc 3.2±1.0ab

Stevioside 3.7±1.1a 3.2±1.0 2.9±1.1ab 3.4±0.8a 3.2±0.8a 3.2±0.9ab 2.9±1.1bc 2.8±1.1c 2.9±1.0bc

Aspartame 3.4±0.6a 2.7±0.9 2.5±0.9b 3.0±0.9ab 3.0±0.7ab 3.4±0.6a 2.9±0.9bc 3.2±0.8abc 3.0±0.7abc

Sucralose 3.2±0.6a 3.0±1.1 2.8±1.0ab 3.2±0.8ab 3.1± 0.9ab 3.3±0.8ab 3.6±0.8a 3.5±1.0a 3.6±1.2a

p value <0.001 NS NS NS NS <0.05 <0.01 <0.05 <0.001

1)The value was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s.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references to the baksulgi and its characteristics were assessed using the scoring difference test of 5-point numerical scale, i.e., ranging from 1
(dislike extremely) to 5 (like extremely). NS mea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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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응집력이 높을수록 (iii) 탄력성이 커 원래 상태로 잘 회복될

수록 그 값은 커지게 된다. 대부분의 백설기에서 저장 후 6일이

경과하면 백설기의 응집성과 탄력성이 제조 직후 수준에 비해 감

소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저작성 감소가 두드러졌던 군들에서

더욱 뚜렷하였다(Table 7). TPA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이들 백설기는 (i) 단단해졌고 (ii) 내부의 응집력은

감소하였으며 (iii) 저작 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정도가 낮아져,

작은 힘에도 쉽게 부스러지게 되므로, 씹는데 더 적은 힘이 들었

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저장 6일째 시료에 TPA 탐침으로 동

일한 힘을 주었을 때, 경도가 더 높았던 수크랄로스 첨가군이 설

탕 첨가군에 비해 더 쉽게 부스러져 형체가 더 많이 변형되는 결

과를 보였다(Fig. 4).

백설기의 수분함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백설기의 경도가 증가한 현상이(Fig. 2

& 3A) 저장 중 백설기의 수분함량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

아보고자, TPA 측정 시점과 동일한 시간대에 각 백설기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였다(Table 8). 완성 직후(day 0) 측정된 백설기의

수분함량은 감미료의 종류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Table 2, Table

8),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백설기 내부의 수분함량은 감미료

의 종류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8). 특히, 설탕

첨가군은 저장 1일째부터 수분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에 따

라 수분함량의 변화가 미미한 아스파탐과 수크랄로스 첨가군과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설탕을 제외한 모든 군들에

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비례적·유의적 수준의 수분 변화 현상

을 관찰할 수 없었다. 이 결과는, 저장 중 백설기의 경도 증가에

수분 함량의 변화는 그 기여도가 매우 미약함을 시사하고 있다.

Fig. 2. Changes in the texture profile curves for the baksulgi

prepared with sugar, xylitol or sucralose. (A) at the same day as
they were prepared, (B) after storing for 6 days at 4oC

Fig. 3. Changes in the hardness and chewiness of the baksulgi
prepared with various sweeteners depending on the storage time

at 4oC

Fig. 4. Texture profile analysis (TPA) of baksulgi using two bite
compression test. The photographs showed that a baksulgi with
sucralose tended to be crushed more easily than that with sugar
under the condition where they were stored at 4oC for 6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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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설탕 및 다양한 대체감미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백설기의 품질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대체감미료의 사용이 백설기의 이화학적·

관능적 특성 및 저장 중 경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관능검사를 통해 개별 감미료의 상대당도를 결정한 후, 10% 설

탕과 동일한 단맛을 주는 감미료의 양을 백설기 제조에 사용하

였다. 제조된 백설기들은 완성 직후 수분함량에서는 유의적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설탕 첨가군에 비해 아스파탐 첨가

백설기는 유의적으로 낮은 pH를 나타내었고, 포도당 첨가 백설

기는 옅은 황색을 띄어 낮은 명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차이는

각각 아스파탐 및 그 분해산물의 낮은 pKa값과 포도당에 의한

갈변 반응의 결과로 해석되었다. 제조 직후 실시한 기계적 물성

평가 결과는, 백설기 물성 결정의 주요 요인인 전분의 호화 및

팽윤 정도가 설탕 및 대체감미료로 제조된 7종의 백설기 사이에

서 유의적 차이가 없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저장 시간의 경

과에 따른 백설기의 물성을 평가한 실험에서는, 에리스리톨과 수

크랄로스 첨가 백설기들이 당류 및 자일리톨 첨가군들에 비해 경

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저장 중 백

설기의 수분함량 변화보다는 두 감미료 자체의 흡습이 어려운 물

성의 결과로 해석되었다. 한편, 관능검사 결과, 수크랄로스와 자

일리톨 첨가 백설기는 평가된 모든 관능적 특성들에서 설탕 첨

가군과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가장 높은 기호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저장 기간에 따른 물성 변화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자일리톨 첨가 백설기가 설탕 첨가 백설기와 이화학

적·관능적 특성에서 가장 유사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백설기 제

조에 있어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 헌

1. Malik VS, Hu FB. Sweeteners and risk of obesity and type 2
diabetes: The role of sugar-sweetened beverages. Curr. Diabetes
Rep. 12: 195-203 (2012)

2. Kroger M, Meister K, Kava R. Low-calorie sweeteners and other
sugar substitutes: A review of the safety issues. Compr. Rev.
Food Sci. F. 5: 35-47 (2006)

3. Fry J. Challenges to sugar from sweetener blends in Europe. Int.
Sugar J. 100: 329-333 (1998)

4. Baek SE. Sensory properties of low calorie ssanghwa beverages
containing sweetener(I) - Relative sweetness and sensory proper-
ties of ssanghwa beverages sweetened with glucosyl stevia, ace-
sulfame-K and aspartame. Korean J. Food Nutr. 21: 190-196
(2008)

5. Choi EJ, Lee MH, Oh MS. Quality characteristics of Jeju manda-
rin orange jellies with sugar derivative sweeteners for consump-
tion by the elderly. Korean J. Food Culture 24: 212-218 (2009)

6. An HL, Heo SJ, Lee KS. Quality characteristics of muffins with
xylitol. Korean J. Culinary Res. 16: 307-316 (2010)

7. Drewnowski A. Low-calorie sweeteners in the management of
obesity and diabetes. Diabetes Obes. Metab. 12: 33-34 (2010)

8. Oh SH, Choi HS. Sweeteners Handbook. Hyoil Books, Seoul,
Korea. pp. 13-277 (2002)

9. Lee SJ, Paik JE, Han MR. Effect of xylitol on bread properties.

Table 7. Changes in the cohesiveness and springiness of the baksulgi prepared with various sweeteners depending on the storage time at

4oC 1)

Cohesiveness

Storage time
(day)

Sugar Glucose Erythritol Xylitol Stevioside Aspartame Sucralose Significance

0 0.63±0.03aA 0.73±0.11aA 0.69±0.02aA 0.65±0.07aA 0.75±0.05aA 0.71±0.06aA -0.75±0.07aA NS

1 0.54±0.23aA 0.73±0.29aA 0.47±0.14abA 0.65±0.31aA 0.51±0.28aA 0.47±0.16abA -0.30±0.16bA NS

3 0.32±0.28aAB 0.68±0.44aAB 0.27±0.17bB 0.76±0.18aA 0.32±0.15aAB 0.46±0.13abAB -0.76±0.13aA NS

6 0.37±0.10aAB 0.66±0.29aA 0.20±0.26bAB 0.45±0.26aAB 0.25±0.48aAB 0.40±0.20bAB -0.05±0.17cB NS

Significance NS NS <0.05 NS NS NS <0.001

Springiness (mm)

0 21.30±4.30aA 20.58±2.19aA 21.50±0.95aA 19.69±0.88aA 22.30±1.06aA 21.32±1.93aA 21.00±1.14aA NS

1 20.73±5.33aA 23.08±0.36aA 22.28±1.96aA 19.45±6.50aA 18.87±4.21aA 19.28±4.26aA 21.94±4.47aA NS

3 12.39±4.58bB 23.72±1.84aA 23.04±1.33aA 21.83±2.20aA 19.25±4.98aA 20.05±3.68aA 23.12±0.62aA <0.01

6 24.10±0.84aA 22.10±1.37aA 14.70±8.86aAB 15.52±7.93aAB 15.07±7.85aAB 18.86±5.77aAB 8.43±3.62bB NS

Significance <0.05 NS NS NS NS NS <0.001

1)The value was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s.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B: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NS means not significant.

Table 8. Change in the moisture contents of the baksulgi prepared with various sweeteners depending on the storage time at 4oC 1)

Storage time
(day)

Sugar Glucose Erythritol Xylitol Stevioside Aspartame Sucralose Significance

0 53.56±1.76aB 56.50±2.14aB 56.62±2.05aA 54.06±4.28aA 52.57±0.59aB 53.64±1.55aA 53.72±0.95aA NS

1 57.01±0.55abA 56.92±1.11abAB 58.61±0.15aA 56.63±0.99abA 54.92±1.32bcA 52.16±2.56dA 54.02±0.29cdA <0.001

3 56.54±0.31abA 57.71±0.41abAB 58.18±0.10aA 56.14±0.39bA 53.08±0.34cdB 51.55±2.48dA 53.70±0.43cA <0.001

6 55.67±0.41cA 58.98± 0.27aA 57.77±0.36bA 56.86±0.66bA 53.51±0.84dAB 53.23±0.78dA 54.26±0.34dA <0.001

Significance <0.01 NS NS NS <0.05 NS NS

1)The value was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s. a-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B: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NS means not significant.



576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44권 제 5호 (2012)

Korean J. Food Nutr. 21: 56-63 (2008)
10. Yoon J, Kim H. Effect of xylitol and erythritol o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yuza tea. Korean J. Soc. Food Cookery Sci. 19:
737-744 (2003)

11. Choi YJ, Kim KO. Replacement of sucrose with other sweetener
in sponge cakes. Korean J. Soc. Food Sci. 6: 59-65 (1990)

12. Kim HY, Noh KS. Effect of trehalose on the shelf-life of back-
sulgies. Korean J. Food Cookery Sci. 24: 912-918 (2008)

13. BeMiller JN, Huber KC. Carbohydrates. pp. 84-154. In: Food
Chemistry. Damodaran S, Parkin KL, Fennema OR (eds). CRC
Press, Boca Raton, FL, USA (2008)

14. Lee SY, Kim KO. Sensory characteristics of packsulkis (Korean
traditional rice cakes) containing combined sweeteners. Korean J.
Food Sci. Technol. 18: 503-504 (1986)

15. Lee SY, Kim KO. Sensory characteristics of packsulkis (Korean
traditional rice cakes) containing various sweetening agents.
Korean J. Food Sci. Technol. 18: 325-328 (1986)

16. Kim KS. Scientific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the prepara-
tion methods for paeksolgi (I). J. Korean Home Econo. Assoc.

25: 79-87 (1987)
17. Han KS, Kim KS. Scientific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the

preparation methods for paeksolgi (II). Korean J. Food Nutr. 10:
60-64 (1997)

18. AOAC. Official Methods of Analysis of the AOAC. Method
984.13. The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Wash-
ington, DC, USA (1990)

19.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Available from: http://www.korean.go.kr.
Accessed Feb. 14, 2012.

20. Byun SH, Lee CH. Studies on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erythritol, substitude sugar. Korean J. Food Sci. Technol. 29:
1089-1093 (1997)

21. Damodaran S. Amino acids, peptides, and proteins. pp. 217-329.
In: Food Chemistry. Damodaran S, Parkin KL, Fennema OR
(eds). CRC Press, Boca Raton, FL, USA (2008)

22. Park DC, Lee YH. Production, transglycosylation, and application
of stevioside. Food Indus. Nutr. 2: 31-41 (1997)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12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12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FEFF005500730065002000740068006500730065002000730065007400740069006e0067007300200074006f002000630072006500610074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77006900740068002000680069006700680065007200200069006d006100670065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66006f007200200069006d00700072006f0076006500640020007000720069006e00740069006e0067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79002e002000540068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630061006e0020006200650020006f00700065006e006500640020007700690074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6e00640020006c0061007400650072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