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SCI. TECHNOL. Vol. 47, No. 5, pp. 645~651 (2015)

http://dx.doi.org/10.9721/KJFST.2015.47.5.645

645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소비톨 첨가 시폰 케이크의 품질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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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Sorbitol on the Physicochemical and
Microbial Characteristics of Chiffon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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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crose in chiffon cakes was replaced with different levels of sorbitol (0, 30, 50, 70, and 100%), and the
effects on the physical properties and storage stability of the cakes were measured. The specific gravity and viscosity of
the batter, as well as the volume and moisture content of the cakes, decreased with increasing sorbitol content. The
hardness of the cakes slightly decreased as the amount of sorbitol increased, whereas the lowest cohesiveness was observed
in the cakes with equal amounts of sucrose and sorbitol. Storage for one day slightly increased the hardness of the cakes
and decreased their cohesiveness. Although the amount of mold and total microbial count increased with increasing storage
days at room temperature, the replacement of sucrose with 70 or 100% sorbitol was effective in suppressing microbial
growth. In sensory tests, the formulation with 70% sorbitol substitution in the chiffon cakes was the most 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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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케이크는 전세계적으로 매년 1.5%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중

요한 빵 류의 하나로(1), 재료의 조합과 만드는 방법에 따라 배

터(batter), 거품(form), 그리고 시폰(chiffon)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chiffon은 batter와 foam의 혼합반죽 방식으로(2), 밀

가루, 베이킹파우더, 설탕과 계란을 기본으로 하고, 유지류로 버

터나 쇼트닝 대신 액체기름을 사용하여 포화 지방산의 함량을 낮

춘 제품이다(3). 그러나, 많은 양의 설탕사용은 여전히 열량과다

와 함께 지방질합성(lipogenesis)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4), 체 내 빠른 흡수로 인해 혈당을 급속히 상승시켜 당뇨를 유

발한 수도 있기 때문에, 설탕 첨가량을 줄이면서도 품질의 변화

가 적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5).

설탕은 제빵류에서 부피와 텍스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료

이기 때문에 설탕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6), 제품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감미 대체제와 그 대

체비율을 찾는 것은 건강지향적 케이크 제조에 중요한 일이다.

소비톨(sorbitol)은 녹말이나 전화당으로부터 얻은 포도당 분자

내의 카보닐기(C=O)를 알코올기로 환원시킨, 안정성과 친수성을

갖는 당알코올 하나로(7), 제과나 식품뿐만 아니라 공업, 치약, 의

료,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당 대체 감미료, 안정제, 보습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8). 설탕에 비해 약 60-70%의 당도를

가지고 있으며(9), 녹말의 노화현상을 지연시키거나 단백질 변성

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설탕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소비톨로 대체하여 제조하고 그 특

성을 연구한 식품으로는 강정(10), 껌(8), 포도젤리(11), 인절미(12),

스펀지 케이크(13), 머핀(14) 등이 있으며, 시폰 케이크와 관련된

연구로는 Kim과 Shin(15)이 입자크기가 다른 쌀가루와 소비톨을

포함한 여러 당알코올을 첨가하여 케이크의 물리적 특성과 조직

감 및 관능적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 설탕을 완전히 소비톨로

대체하였을 때 관능적 특성에서 대조군과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는 보고도 있으나(14), 소비톨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위장관에 불

편함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

화지방함량이 적은 시폰 케이크를 모델로, 설탕을 대체하는 소비

톨 첨가량을 달리하여 케이크를 제조하고 이를 실온과 냉장온도

에서 각각 보관하면서 반죽과 케이크의 이화학적 및 저장 중의

품질 특성을 측정함으로써 소비톨의 적정 설탕대체 비율을 알아

보고, 이를 통해 저열량 케이크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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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의 제조

소비톨 첨가 케이크 제조를 위한 재료 배합비는 Table 1과 같

다. 소비톨 대체량은 대조군의 설탕함량을 기준으로 0, 30, 50,

70, 100%가 되도록 하였다. 먼저, 난황과 콩기름을 반죽기

(KMC550, Kenwood, Warford, UK)에 넣어 6단에서 1분간 섞은

후 총 설탕량의 절반만 첨가하여 2분간 섞어주고 나머지 양의 설

탕을 넣고 다시 2분간 섞은 뒤 물을 넣고 2분 30초동안 혼합하

였다. 이 후, 난백과 타타르산 크림을 혼합기에 넣고 6단에서 1

분간 거품을 낸 뒤 분량의 설탕을 절반을 넣고 25초간 혼합 후,

나머지 설탕을 넣고 25초간 혼합하여 머랭을 완성하였다. 제조한

머랭의 절반을 난황 반죽에 넣어 고무주걱으로 균일하게 8회 섞

어주고, 체에 친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를 가볍게 15회 섞어준

후, 나머지 머랭도 고무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8회 혼합하여

반죽을 완성하였다. 케이크틀에 동일한 양(130 g)의 반죽을 넣은

후 180oC로 예열된 오븐(H4IS, Hanbit Co., Seoul, Korea)에서 20

분간 구워내고, 실온에서 40분간 식힌 뒤 실험에 사용하였다.

반죽의 비중과 점도

비중은 반죽이 완성되었을 때의 반죽 무게를 측정하여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비중=
 케이크 반죽을 담은 용기의 무게(g)−빈 용기의 무게(g)

          물을 담은 용기의 무게(g)−빈 용기의 무게(g)

점도는 회전식 점도계(RVDV-II+P, Brookfield, MA, USA)를 이

용하여 250 mL 비이커에 케이크 반죽 100 g을 담은 후 spindle

은 LV5, 속도는 30 rpm의 조건으로 25oC에서 측정하였다.

케이크의 품질특성

완성된 반죽 무게와 케이크의 중량을 측정하고 아래의 식을 이

용하여 굽기손실률을 계산하였다.

굽기 손실율(%)=
 (반죽의 중량(g)−완제품의 중량(g)) ×100

                        반죽의 중량(g)

케이크의 부피

구운 케이크를 실온에서 40분간 식힌 뒤, 종자치환법을 이용하

여 케이크의 부피를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케이크의 수분함량

케이크의 중심부를 15×15×15 (mm)로 절단하여 무게를 잰 뒤,

125oC로 가열된 건조오븐(Drying oven, C-DO, Chang Shin Scien-

tific Co., Gyeonggi, Korea)에서 완전히 건조 후 무게의 차이로 계

산하였다.

케이크의 기계적 텍스처

시료를 일정한 크기(15×15×15 mm)로 자른 후 Texture Analyzer

(TA-XT2, Stable Micro Systems, England UK)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20 mm cylinder probe를 사용하여, compression mode로

측정하였으며, 측정조건은 pre/test/post speed는 각각 1.0. 1.0, 1.0

mm/s, distance는 70%였다.

케이크의 단면 관찰(E-SEM)

시폰 케이크를 2×7 cm씩 절단하여 동결건조 한 후 탄소 코팅

된 copper grids 상에 얇게 펴고, 백금코팅을 한 후, Environmental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E-SEM, XL-30 FEG, FEI Co.,

Eindhoven, Netherlands)를 이용하여 15 kV의 가속전압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케이크의 외관 관찰

케이크 제조 당일과 실온(25oC) 저장 5, 7일째, 그리고 냉장

(8oC)저장 7일째의 시료를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였다.

총균수

케이크를 25oC에서 저장하면서 저장일별로 10 g씩을 살균팩

(ND051001, 3M, Seoul, Korea)에 무균 상태로 담은 뒤, 멸균 생

리식염수 90 mL를 넣고 스토마커(Stomacher, Pro-media SH-2M,

ELVEX Corp., Tokyo, Japan)로 1분간 혼합하였다. 무균 상태로

1 mL을 취하여 생리식염수로 단계 희석하고 표준한천배지에 36.5oC

에서 24시간 배양 후 발생한 세균 집락수를 계수한 표준평판배

양법을 사용하였다.

관능검사

51명의 패널들을 대상으로 5점 척도법(5, 매우좋다; 1, 매우 싫

다)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케이크를 구운 후 1시간 식힌 뒤 동

Table 1. Formulation of chiffon cakes with sorbitol (unit: g)

Ingredients (g)
Sorbitol (%)

0 30 50 70 100

Flour
Wheat flour 100 100 100 100 100

Baking powder 2.5 2.5 2.5 2.5 2.5

Emulsion

Egg yolk 50 50 50 50 50

Soybean oil 40 40 40 40 40

Sugar 45 31.5 22.5 13.5 0

Sorbitol 0 13.5 22.5 31.5 45

Water 30 30 30 30 30

Foam

Egg white 100 100 100 100 100

L-Tartric acid 0.5 0.5 0.5 0.5 0.5

Sugar 45 31.5 22.5 13.5 0

Sorbitol 0 13.5 22.5 31.5 45



소비톨 첨가 시폰 케이크의 품질 특성 연구 647

일한 크기로 자른 5가지 시료를 패널들에게 제공하고 전반적인

기호도, 외관(기공모양과 분포), 맛(당도), 부드러움, 촉촉함의 총

5가지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통계처리

관능검사를 비롯한 모든 실험결과는 SPSS 프로그램(SPSS 12.0

for windows, SPSS Inc.)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NA)을 실시하

였고, 각 측정 평균값간의 유의성은 p<0.05 수준으로 Duncan의

다중범위 시험법으로 처리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반죽의 비중과 점도

소비톨 첨가량을 달리한 시폰 반죽의 물리적 특성은 Table 2

와 같다. 설탕 100%로 제조된 대조군 반죽의 비중은 0.44로 소

비톨 30% 대체군과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소비톨 대체량이

50% 이상인 반죽의 비중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

다. 반죽의 비중은 공기를 보유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17),

비중이 낮다는 것은 반죽하는 동안 더 많은 공기를 더 많이 함

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18). Martnez-Cervera 등(14)은 설탕을 당

알콜류로 대체하여 만든 머핀반죽 중 소비톨 첨가반죽이 가장 낮

은 비중을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Chung과 Lee(19)의 당알콜

첨가 스폰지 케이크에서도 소비톨의 설탕대체량이 10에서 40%

로 증가할수록 비중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

구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대조군 반죽의 점도는 10137.8 cP로, 소비톨의 설탕대체비율이

증가할수록 점도는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케이크

의 반죽은 충분한 점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포집한 공기가 빠져

나가거나, 굽는 초반에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20). 본 연구

에서 대조군 반죽의 점도가 가장 높았고, 이는 반죽을 구운 후

대조군의 부피가 가장 크고 굽기손실률이 낮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시폰 케이크 품질 특성

소비톨 첨가 시폰 케이크의 품질 특성은 Table 2와 같다. 굽기

손실률에서 대조군과 소비톨 30% 또는 50% 대체군간에는 유의

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70% 이상 대체군에서는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다(p<0.05). 설탕은 반죽의 안정성을 증가시켜 조직을 안정시

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21) 수분손실이 덜 일어난 반면 소비톨

은 설탕보다 구조형성능력이 작기 때문에 설탕을 대체하여 첨가

하는 소비톨의 양이 많아질 수록 케이크 내부로부터 수분 증발

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굽기손실률이 높아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

으며, 이는 소비톨을 첨가한 스펀지 케이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인 바 있다(13).

케이크 반죽 내 설탕은 호화를 지연시켜 케이크의 모양이 완

성되기 전에 이산화탄소와 물에 의해 공기방울이 확장되면서 부

피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20) 반죽의 비중이 낮고, 점도

가 높을수록 부피는 커지게 된다(22). 본 연구에서 대조군 케이

크의 부피가 가장 컸으며(378.7 mL), 소비톨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부피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실험에서 소비톨 100%

대체군의 경우, 비중은 가장 낮아 공기 포집은 강했으나 점도가

대조군의 1/2 수준으로 감소해 반죽 내 형성된 기포가 표면으로

쉽게 이동하면서 기포안정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대조군에 비

해 약 16% 부피의 감소를 보였다. Ronda 등(23) 의 연구에서도

자일리톨, 소비톨 등의 당알코올 첨가 케이크는 설탕을 첨가한

대조군보다 부피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고, Baeva 등(24)

은 설탕과 소비톨의 열전도율의 차이로 인해 열과 수분의 교환

공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탕이 소비톨로 대체될 경우 스펀지 케

이크(sponge cake)의 부피와 내부의 기공성이 감소하였다고 설명

한 바 있다.

케이크의 수분함량은 소비톨 50% 첨가군까지는 유의적 변화

가 없었으나, 70% 첨가군부터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고, 이는 굽

기 손실률과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

기계적 조직감

소비톨 첨가량을 달리하여 시폰 케이크를 제조하고 각각 상온

(25oC)과 냉장온도(8oC)에서 3일간 보관하면서 측정한 경도 결과

는 Fig 1의 (A)와 같다. 제조 당일(0일째), 대조군(SB 0)과 소비

톨 30% 대체군(SB 30)은 경도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50%

이상 대체된 경우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경도가 낮아졌고,

100% 대체군은 대조군에 비해 30% 정도 경도의 감소를 보였다

(2.49 vs 1.71 N). Martnez-Cervera 등(14)도 머핀 제조 시 설탕을

모두 소비톨로 대체한 시료는 대조군에 비해 경도, 씹힘성, 탄력

성 등의 조직감 특성이 모두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Kamel과

Rasper(25)에 의하면, 흡습성이 높은 소비톨은 케이크를 견고하게

만드는 과정(firming process)을 방해하고 관능적 품질특성을 안정

화시키는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설탕은 소비톨

에 비해 굽기 과정 중 기공이 팽창한 형태를 유지하는 힘이 강

하고 내부 조직구조를 균일하고 탄탄하게 지탱하기 때문에 대조

군 케이크가 더 높은 경도를 갖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저장기간

에 따른 경도의 차이를 보면 대조군과 30% 대체군은 상온에서

3일 저장까지 경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소비톨 50% 이상 대

체군은 저장 1째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저장기

간이 길어질수록 시료간 경도의 차이는 점차 감소하였다.

소비톨 첨가 시폰 케이크의 응집성(cohesiveness)은 Fig. 1(B)와

같다. 시료의 응집성은 대조군이나 소비톨로만 제조한 케이크에

Table 2. Effect of sugar replacement with sorbitol on the properties of chiffon cake and batter

Sorbitol (%)

0 30 50 70 100

Batter
Specific gravity 0.44a 0.43a 0.40b 0.40b 0.39b

Viscosity (cP) 10137.8a 7666.7b 7066.7c 5635.6d 5311.1d

Cake

Baking Loss (%) 17.2b 17.0b 17.8b 19.8a 18.1ab

Volume (mL) 378.7a 368.7ab 357.3b 316.0c 319.6c

Moisture contents (%) 36.4ab 37.2a 36.5ab 35.2c 35.7bc

All values are means±SD (n=3).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a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648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47권 제 5호 (2015)

서보다 두 감미료를 혼합 사용한 경우 더 낮게 측정되었다. 특히

소비톨과 설탕을 동량 사용한 경우(SB 50) 유의적으로 가장 낮

게 측정되었다. 상온저장한 시료들은 저장 기간에 따른 응집성의

큰 차이가 없었으나, 냉장 저장 1일째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고, 이후 3일째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케이크의 응집성은 분

자량이나 흡습성의 차이가 있는 설탕과 소비톨이 잘 섞이지 않

고 반죽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두 감미료가 혼합 사

용된 케이크에서 더 낮은 값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케이크의 내부 단면

소비톨 대체량이 다른 케이크의 내부 단면을 관찰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대조군 케이크의 내부 단면은 기공이 크고 기공

사이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워 보이는 반면, 소비톨 첨가량이 많

아질수록 케이크의 내부 단면은 기공크기가 작고, 내부의 균일도

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단면특성이 조직감 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저장 기간에 따른 케이크의 외관

케이크의 저장기간에 따른 외관의 모습은 Fig. 3과 같다. 제조

후, 2일 까지는 실온과 냉장 저장한 모든 시료에서 곰팡이가 발

견되지 않았으나, 3일째에는 실온 저장한 대조군에서만 곰팡이가

생겼고, 실온저장 5일째는 대조군과 소비톨 30% 대체군 케이크

에서는 다수의 곰팡이가, 그리고 50%와 70% 대체군에서는 소수

의 곰팡이가 발견되었다. 저장 7일째에는 실온 저장한 모든 시료

들에서 곰팡이가 나타났으나, 육안으로도 곰팡이에 뒤덮여 있는

대조군 케이크에 비해 소비톨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곰팡이의 수

는 현저하게 줄어 소비톨 100% 대체군에서는 매우 적은 수의 곰

팡이만 관찰되었다. 냉장 저장한 시폰 케이크에서는 저장 7일째

까지도 곰팡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15일째까지 추가 저장

을 해보았으나, 곰팡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실험에서 소비톨

대체량이 높아질 수록 곰팡이의 생성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났

으며, 이는 특히 상온저장 시 저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장기간에 따른 케이크의 총균수

케이크의 저장기간에 따른 총균수 생장 결과는 Fig 4와 같다.

시폰 케이크를 냉장온도(8oC)에서 보관하는 경우, 7일까지는 보

관한 모든 시료에서는 균수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대조군과

소비톨 대체군 모두 신선도와 보존성이 오래 지속됨을 확인하였

다. 실온(25oC)에서는 0일부터 2일째까지는 모든 시료에서 무의

미한 집락수가 계수되었고, 실온 저장 3일째부터 0.13-0.47×105

CFU/g의 균수가 검출되었으나, 시료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실온저장 4일 째, 대조군이 1.98×105의 균수를 나타냈으며, 30과

50% 대체군에서는 1.39-1.55×105의 수를 보였으나 두 시료간 유

의적 차이는 없었다. 70% 대체군에서는 0.9×105의 수를 보였으

며, 100% 대체군에서는 0.37×105로 모든 시료 중, 가장 낮은 균

수를 보였다. 저장 5일째 시료간 총균수의 차이는 매우 컸다. 즉,

대조군의 균수는 3.48×105로 계수되었고, 30과 50% 첨가군은 각

Fig. 1. Hardness (A) and cohesiveness (B) of chiffon cakes with different amounts of sorbitol during storage at room temperature (25oC)

and in refrigerator (8oC). SB-0, SB-30, SB-50, SB-70 and SB-100 mean the cake containing 0, 30, 50, 70 and 100% sorbitol as sugar
replacemen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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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4.52와 4.6×105으로 가장 많은 균수를 보였으며, 70% 대체군

은 2.52×105, 100% 대체군은 0.9×105의 수로 측정되어, 저장일수

가 길어질수록 측정되는 균수는 증가하였고, 소비톨 대체량이

70% 이상일 때 항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ig. 3의

저장일수에 따른 케이크 외관의 곰팡이의 양과 유사한 경향을 보

였다. 식품공전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는 빵류에 대해서는

일반세균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유통기한 설정실

Fig. 2. SEM microstructure of chiffon cakes with different

amounts of sorbitol. SB-0, SB-30, SB-50, SB-70 and SB-100 mean
the cake containing 0, 30, 50, 70 and 100% sorbitol as sugar
replacement, respectively.

Fig. 3. Visual appearance of chiffon cakes during storage: A-0 day; B-5 day at room temperature (25oC); C-7 day at room temperature

(25oC); and D-7 day in refrigerator (8oC). SB-0, SB-30, SB-50, SB-70 and SB-100 mean the cake containing 0, 30, 50, 70 and 100% sorbitol
as sugar replacement, respectively.

Fig. 4. Changes in the microbial growth of chiffon cakes during
storage at 25oC. SB-0, SB-30, SB-50, SB-70 and SB-100 mean the
cake containing 0, 30, 50, 70 and 100% sorbitol as sugar
replacemen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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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해설서(26)에 따르면 빵류 유통기한 설정 실험 시 참고규격으

로 일반 세균수를 1.0×105 CFU/g (미생물학적 초기 부패 시점) 이

하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설탕을 100% 소비톨로

대체한 경우는 실온에서 5일까지, 70% 대체군은 저장 4일 까지

는 섭취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미생물의 증식은 제품의 수분

함량보다는 수분 활성도에 영향을 받는다. 소비톨은 다른 당알코

올과 설탕에 비해 수분활성 저하 능력이 우수한 당알코올로 알

려져 있기 때문에(27), 소비톨의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미생물 저

해효과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실험에서도 소비

톨 첨가량이 많을수록 세균 및 곰팡이가 증식하기 어려운 환경

이 조성되면서 저장기간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관능검사

소비톨 첨가 시폰 케이크에 대한 관능평가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대조군과 소비톨 30%, 70% 대체군 케

이크는 4.61-4.90로 높게 나타난 반면, 50% 대체군(4.33)과 소비

톨 100% 대체군(4.04)은 유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단면의 외

관은 소비톨과 설탕을 함께 사용한 케이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고, 설탕만 사용한 대조군(4.10)과 소비톨만 사용한

군(SB100, 3.94)은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맛(당도)는 대조군 케

이크가 4.96였으며, 소비톨 70% 첨가까지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

나, 소비톨 100% 대체군 케이크는 3.57로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소비톨은 설탕에 비해 60-70% 정도에 미치는 당도

를 가지고 있는데 설탕과 혼합한 경우 이러한 당도차이가 잘 느

껴지지 않으나, 100% 대체된 경우는 감지가 되는 것으로 보인

다. 부드러운 정도와 촉촉한 정도는 시료간 유의적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기계적 조직감 측정결과에서는 소비톨 첨가량이 많아

질수록 경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조군과 소비

톨 100% 대체군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관능검사에

서는 나타나지 않는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요 약

본 연구는 설탕을 소비톨로 대체하여 저장성을 높인 저열량 시

폰 케이크를 만들고자, 전체 설탕 함량 중 소비톨을 0, 30, 50,

70, 100%로 대체하여 시폰 케이크를 제조하고, 가장 적합한 소

비톨 대체량을 제시하였다. 케익 반죽에 소비톨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비중은 낮아지고, 점도는 감소하였다. 이는 굽기 손실률과

구운 후의 케이크 부피에 영향을 미쳐, 대조군의 굽기 손실률이

낮고, 부피는 큰 것으로 측정되었고, 소비톨 함량이 증가할수록

굽기 손실률은 증가하고 부피는 감소하였다. 시폰 케이크를 실온

(25oC)과 냉장(8oC) 온도에서 3일간 보관하면서 조직감을 측정한

결과 제조당일의 경도는 대조군에서 가장 높았고, 소비톨 대체량

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였다. 저장시간이 길어질수록 시료간

경도의 차이는 감소하였으며, 저장일수의 증가에 따른 경도의 변

화는 적었다. 응집성의 경우, 제조당일 시료간에는 차이가 없었

고, 저장 1일부터 3일까지 50% 대체군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시폰 케이크의 내부 단면을 관찰한 결과 대조군은 내부의 기공

이 크고 부드러운 내면을 보였으나, 소비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기공이 작고 조밀한 결과를 보였다. 저장 중 시폰 케이크의 외부

를 관찰한 결과, 냉장보관 케이크에서는 저장 15일까지 곰팡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실온저장 5일차에는 100% 소비톨 대체군을

제외한 모두 시료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으며, 저장 7일차에는

모든 시료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다. 곰팡이의 양은 대조군에서

가장 많았고, 소비톨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현저히 줄었다. 저장

기간에 따른 생균수 집락수 결과, 냉장온도에서는 저장 7일까지

모든 시료에서 균수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실온에서 보관 시에도

2일까지는 무의미한 생균수 집락수가 계수되었다. 저장 3일째부

터 총균수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저장 4일째는 소비톨 70%

와 100% 대체군, 저장 5일째는 100% 대체군만 안전한 계수 수

준을 보였다. 관능검사 결과 대조군과 소비톨 30, 70% 대체군은

전반적 기호도 뿐 아니라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

다. 이상의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소비톨 70%를 첨가

하여 제조한 시폰 케이크는 열량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품질 특

성 및 관능적 특성에서도 높은 선호도를 얻었고, 저장성 향상 효

과도 크게 나타나 시폰 케이크 제조 시 가장 적합한 설탕 대체

량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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