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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use of sugar alcohols as alternative sweeteners for replacing sucrose in sponge

cake. The sponge cakes were prepared with only sucrose or a 50% replacement of sucrose with various sugar alcohols

(erythritol, sorbitol, and xylitol). The specific gravity of cake batter containing only sucrose was significantly higher and the

viscosity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containing sugar alcohol (p<0.001). Among sugar alcohols, xylitol was the most

similar to sucrose. The thermal characteristics, as assessed by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showed that sucrose delayed

gelatinization of cake batter more than sugar alcohol, as the onset temperature and the peak temperature of cake batter

containing only sucrose were higher than those containing sugar alcohol. The moisture content of cake containing sorbitol

was the highest and that containing only sucrose was the lowest among cakes. The specific volume of cakes containing only

sucrose and xylitol were higher and the baking loss rate of those were lower than other sugar alcohols. The volume and

symmetry index of cake containing only sucrose were the highest among cakes (p<0.001), and xylitol was similar to sucrose

for the above indices. The redness (a) and yellowness (b) values of crust containing only sucros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containing sugar alcohols (p<0.001). The a and b values of crumb containing erythritol were the lowest among

cakes, showing a pale yellowish color. The microstructure, as assess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howed that the

cake containing only sucrose had more uniformly and finely distributed pores and a smoother cross section than that

containing sugar alcohols. Cake containing xylitol was similar to cake containing only sucrose. Hardness, chewiness, and

gumminess of cake containing only sucrose were higher than those containing sugar alcohols, whereas the adhesiveness of

cakes containing sugar alcohols were higher than those containing only sucrose (p<0.01). Among sugar alcohols, xylitol was

the most similar to sucrose in textural properties. In a sensory quality test, the tenderness and moistness of cakes containing

sorbitol and erythritol were higher than those containing only sucrose and xylitol. The overall acceptance of cakes containing

xylitol and only sucrose were higher than those containing sorbitol and erythritol (p<0.001). Thus, xylitol is more

appropriate as a 50% replacement for sucrose than erythritol and sorbitol when preparing sponge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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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스폰지 케이크는 밀가루, 설탕, 계란의 기본재료로 구성

되며 계란에 의해 팽창되는 거품형(foam cake) 케이크의

대표적인 제품으로서 전란을 사용하는 공립법과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별립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Woo

등 2006). 스폰지 케이크가 최적의 조직감과 외형을 갖는

최종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반죽과정 중에 혼입된 공기가 굽

기 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Benninon &

Bamford 1997), 당의 역할도 중요한데 당의 종류와 사용

량에 따라 케이크의 품질특성이 달라진다. 케이크에서 설탕

은 단맛을 줄 뿐 아니라 교반시 거품의 안정성을 증가시키

고 굽기 과정에서 전분의 호화를 지연시키므로 부피변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설탕은 Maillard 반응으로 보기 좋

은 색을 내며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이 물을 흡수하기 전

에 경쟁적으로 수분과 결합하여 글루텐의 형성을 줄여주어

제품을 부드럽게 하는 기능을 하지만(Kim 등 2006), 흡수

가 빠른 열량원으로 과잉 섭취할 경우 당뇨병, 비만, 고콜

레스테롤증이나 심혈관 질환 및 충치 등을 유발한다. 그러

나 설탕의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하여 설탕을 다른 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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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하게 되면, 당의 종류에 따라 케이크 제품의 부피, 조

직감, 향미, 갈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설탕 대체 감미료로서 당알코올에 대한 관심과 수요

가 늘고 있는데(Kim & Chun 2000; Lee 등 2001; Yoon

& Kim 2003; Moon & Jang 2004; Song 등 2004), 당

알코올은 인체의 소장에서는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 이르러

발효되기 때문에 저칼로리 감미료이며 섭취시 인슐린의 양

을 증가시키지 않아 당뇨병 환자 대상의 식품으로도 이용성

이 높다(Shin 등 1999). 당알코올 중에서 감미곡선이 설탕

과 비슷한 에리스리톨은 포도당을 원료로 하여 효모의 발효

로 생산되며, 감미의 정도는 설탕의 70-80%정도이고 용해

시 흡열량이 높아 청량감을 느끼게 해준다. 솔비톨은 포도

당을 환원시켜 제조하는 당알코올로 깨끗하고 상쾌한 단맛

이 있으며 감미의 정도는 설탕의 60%이다. 자일리톨은

xylose를 환원시켜 생산하는데, 부드러운 감미를 가지고 감

미의 정도는 설탕과 비슷하며 충치억제 효과가 매우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자일리톨의 흡습성은 솔비톨보다 낮으나

설탕보다는 더 크며 용해열이 커서 입안에서 느끼는 청량감

이 크다(Kim 등 1996). 이와 같이 에리스리톨, 솔비톨, 자

일리톨 등의 당알코올은 건강 기능성과 더불어 설탕과는 다

른 특성을 가지나 케이크에 설탕 대신 첨가되었을 때 케이

크의 품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조사한 연구는 그

다지 발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폰지 케이크 제조시 첨가 재료 중

설탕의 50%를 에리스리톨, 솔비톨, 자일리톨로 대체하여 만

든 반죽 및 케이크의 품질 특성을 조사하여 당알코올의 설

탕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II.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박력분(곰표 박력분밀가루, (주)

대한제분), 계란(덕성농장, 경기 파주), 설탕(CJ제일제당

(주)), 에리스리톨(분말상, Mitsubishi Kagaku Foods

Corporation, Japan), 솔비톨(분말상, LG생활건강), 자일

리톨(분말상, Sigma, USA), 우유(서울우유), 버터(무염버

터, 매일유업)를 사용하였다.

2. 실험방법

1) 당알코올 첨가 스폰지 케이크의 제조

스폰지 케이크의 재료 배합비율은 <Table 1>과 같으며,

설탕 단독 케이크는 설탕 100%, 당알코올 첨가 케이크는 설

탕 50%, 당알코올 50%를 첨가하여, 공립법으로 제조하였

다(Kim & Ahn 2007; Oh 등 2007). 당알코올 농도 50%

는 예비실험 결과 케이크가 양호한 상태로 구워지는 최고 설

탕 대체 농도였다. 계란의 기포성을 향상시키고 설탕 및 당

알코올 등 당류의 용해성을 증가시키며 제품의 부피를 크게

하기 위하여 53oC의 물로 중탕하면서 mixing bowl을 40oC

로 유지시키는 hot mixing method를 사용하였다(Lee 등

2007; Park & Chang 2007; Park 등 2008). 계란에 당

류를 넣어 제과용 믹서(K5SS, Kitchen Aid, USA)를 사용

하여 4단에서 2분, 6단에서 2분, 8단에서 3분, 9단에서 2

분(저속에서 4분, 고속에서 5분) 교반하여 거품을 만들었

다. 거품에 미리 2회 체친 밀가루를 넣고 고무주걱으로 골

고루 혼합한 후, 중탕시켜 녹인 버터와 우유를 넣고 가볍게

섞어서 반죽(batter)을 완성하였다. 케이크 반죽을 지름 18

cm팬에 300 g씩 팬닝하여 175oC로 미리 예열된 오븐

(M101N, LG, Korea)에서 25분간 구운 다음 실온에서 2시

간 식힌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2) 케이크 반죽의 특성

(1) 반죽의 비중, 점도, pH

반죽의 비중(specific gravity)은 케이크 제조 과정 중 밀

가루와 우유, 버터를 투입한 후의 반죽 무게를 측정하여 아

래 식으로 계산하였다(AACC 2000).

비중=같은 부피의 반죽 무게/같은 부피의 물 무게

반죽의 점도는 line spread test(Mcwilliams 1993)로 측

정하였으며, 지름 5 cm, 높이 3 cm의 metal cylinder에 반

죽을 채워 넣고, 즉시 metal cylinder를 들어 올려서 2분

<Table 1> Formulas for sponge cakes with sugar and various sugar alcohols

Ingredient (g) Sucrose Erythritol Sorbitol Xylitol
Flour 2)152(100%)2) 152(100%) 152(100%) 152(100%)
Whole egg 304(200%) 304(200%) 304(200%) 304(200%)
Sugar 152(100%) 76(50%) 76(50%) 76(50%)
Erythritol - 76(50%) - -
Sorbitol - - 76(50%) -
Xylitol - - - 76(50%)
Butter 20(13.33%) 20(13.33%) 20(13.33%) 20(13.33%)
Milk 20(13.33%) 20(13.33%) 20(13.33%) 20(13.33%)

1)Sucrose: sucrose 100%
Sugar alcohol: 50% replacement of sucrose with sugar alcohol
2)Flour weight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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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반죽의 퍼짐을 각각 90o에 해당하는 4곳의 값을 측정한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반죽의 pH는 mixing이 끝난

반죽 5 g에 증류수 45 mL를 넣고 충분히 교반한 후 pH측

정기(Lab850, Schott, Germany)로 측정하였다(AACC

2000).

(2) 반죽의 열적특성

반죽의 열적 특성은 시차주사열량기(Netzsch DSC

200PC, Germany)로 측정하였다. 10 mg의 반죽을 알루미

늄 팬에 넣고 밀봉한 후 25oC부터 125oC까지 2.5oC/min의

속도로 가열하여 흡열곡선을 얻었고, 이로부터 초기온도

(onset temperature, TO), 피크온도(peak temperature,

TP), 종결온도(end temperature, TE), 엔탈피(enthalpy,

∆H)를 구하였다. Reference로는 empty aluminium pan

을 사용하였고, 기기의 보정은 용융온도를 알고 있는 인듐

(In)을 사용하였다.

3) 케이크의 이화학적 특성

(1) 케이크의 수분함량, 비용적 및 굽기 손실률

실온에서 2시간 방냉한 스폰지 케이크에서 시료를 채취하

여 상압가열 건조법으로 수분 함량을 측정하였다. 케이크

crumb의 중간부분에서 2 g을 취하여 105oC의 건조기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킨 후 수분함량을 측정하였다. 케

이크의 비용적(specific volume)은 케이크의 무게를 재고,

종자치환법으로 부피를 측정하여 부피에 대한 무게의 비로

산출하였고, 굽기손실률은 굽기전 반죽의 무게와 구운 뒤 2

시간 후의 케이크의 무게 차이를 반죽의 무게값으로 나누었

다(Kim & Ahn 2007).

(2) 케이크의 외관 및 주사전자 현미경(SEM) 관찰

케이크의 부피 지표(volume index), 대칭성 지표

(symmetry index), 균일성 지표(uniformity index)는 케

이크의 중앙부분을 절단한 후 <Figure 1>과 같이 산출하였

다(AACC 2000, Suh 등 2001). 즉, 케이크의 중심부를 수

직으로 절단한 후 보이는 크럼 부위의 양끝단에 A와 E선

을, 중심에 C선을, A와 C 사이에 B선을, C와 E 사이에 D

선을 표시하여 높이를 측정한 후 <Figure 1>의 공식대로 부

피, 대칭성, 균일성 지표를 계산하였다.

케이크의 크러스트(crust)와 크럼(crumb)의 색도는 색차

계(ZE-2000, Nippon Deshoku Industries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Hunter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 값을 구하였다.

케이크의 미세구조는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Hitachi, S-4800, Japan)를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케이크를 -80oC의 deep freezer(UB5-25, SO-LOW,

Ohio, USA)에서 하루동안 냉동시킨 후 동결 건조기(XL’s

auto cascade multi refrigerant, Virtis, Germany)에 넣

어 -45oC에서 72시간 동안 동결 건조시켰다. 동결 건조시

킨 각 시료를 10×10×5 mm의 크기로 잘라 알루미늄 표본

지지대 위에 얹고 Ion Sputter(E-1045, Hitachi)를 이용

하여 약 150초 동안 Pt coating한 후 SEM을 이용하여 가

속전압 5 kv에서 50배율로 관찰하였다.

(3) 케이크의 조직감 측정

케이크의 조직감은 Texture Analyzer(Model TX XT2,

Stable Micro System, England)를 이용하여 시료를 2회

연속적으로 압착시켰을 때 얻어지는 force-time curve로

부터 경도(hardness), 부서짐성(fracturability), 부착성

(ad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

씹힘성(chewiness), 검성(gumminess)을 측정하였다. 측

정 조건은 <Table 2>와 같다.

4) 케이크의 관능적 특성

(1) 특성차이 검사

케이크의 관능적 품질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식품영양학

과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냄새, 향미, 조직감, 외관 등의 특

성차이를 검사하였다. 검사 전 패널에게 특성의 개념과 정

의를 확립시키고 검사 방법에 관한 예비교육을 실시한 후 임

<Figure 1> Measurement of volume, symmetry and uniformity

index of sponge cake

*Volume index=B+C+D
*Symmetry index=2C-B-D
*Uniformity index=B-D

<Table 2> Condition of texture analyzer for sponge cakes

Items Operation condition
Mode Measure force in compression
Option TPA
Sample size 5×5×2.5 cm
Load cell 5 kg
Pre-test speed 2.0 mm/s
Test speed 2.0 mm/s
Post-test speed 2.0 mm/s
Deformation ratio 60%
Time 3 s
Trigger type Auto-5 g
Data acquisition rate 200 pps
Plunger type 2.5 cm diameter cylinder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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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세 자리 숫자가 적힌 흰색 접시에 시료를 담아 제공하

였다. 각 시료의 평가 사이에 생수가 제공되었고 조사는 7

점 척도로 나타내도록 하였으며 1점에 가까울수록 강도가 약

함을, 7점에 가까울수록 강도가 강함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2) 기호도 조사

케이크의 기호도 조사를 위해 일반학생 50명(남: 20명,

여: 30명)을 대상으로 외관, 향, 맛, 조직감, 전반적인 기호

도 등의 기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료는 임의의 세 자리

숫자가 적힌 흰색 접시에 담아 제공하였으며, 모든 시료들

의 평가 사이에 입가심을 위한 생수를 제공하였다. 조사는

7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1점으로 갈수록 싫음을, 7점으로

갈수록 좋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5)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들

은 SAS(SAS 9.1, Cary, North Carolina, USA)를 이용하

여 분산분석(ANOVA)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차를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케이크 반죽의 특성

1) 반죽의 비중, 점도, pH

반죽의 비중, 점도, pH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반죽

의 비중은 혼입되는 공기의 양이 많을수록 가벼워져 비중이

작아지는데 본 연구에서 반죽의 비중은 0.30-0.34의 범위

로 일반적인 스폰지 케이크의 비중값인 0.45-0.5의 범위

(Pyler 1988; Mizukoshi 1991)보다 작았는데 이는 본 연

구의 스폰지 케이크의 배합비율이 가벼운 스폰지로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죽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설탕단독 반

죽의 비중이 0.34로 가장 커서 반죽이 묵직하고 당알코올

중에서는 에리스리톨 첨가 반죽의 비중이 가장 작아 가장 가

벼운 반죽인 것을 나타내었으며 자일리톨 첨가 반죽의 비중

은 0.33으로 설탕 단독 반죽의 비중과 비슷한 값을 나타내

었다. Hwang 등(1999)의 연구에서 반죽의 비중이 0.35일

때 케이크가 가장 부피가 크고 경도가 낮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탕 단독 케이크의 비중이 0.34로 Hwang 등

(1999)의 연구에서의 최적 비중인 0.35와 가장 가까운 값을

나타내었다. Park 등(2008)은 반죽의 비중은 제품의 가공

적성에 영향을 주어 비중이 크면 부피가 줄고 조밀한 기공

으로 인해 씹힘성이 떨어지며, 비중이 작으면 매우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크럼이 제조된다고 보고하였다. Yang 등

(2003)도 같은 무게의 반죽을 구울 때 비중이 크면 부피가

작아지고 비중이 작으면 부피가 커지므로 일정한 비중을 맞

추는 것이 중요하며, 비중은 내부조직에도 영향을 미쳐 비

중이 크면 무겁고 조밀한 케이크가 만들어지고 비중이 작으

면 고르지 못하고 거친 케이크가 만들어진다고 하여 반죽의

비중이 케이크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였다.

Line spread test에 의한 반죽의 점도는 수치가 작을수

록 점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반죽의 점도는 4.22-4.81

의 범위였다. 설탕 단독 반죽의 점도는 4.81로 가장 낮았

고, 당알코올 중에서는 에리스리톨 첨가 반죽의 점도가 4.22

로 가장 높았다. 케이크 반죽의 점도가 높으면 표면으로 기

포의 이동이 어려워 기포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반죽

의 점도는 기포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

다. Kim & Walker(1992)는 반죽의 점도가 높을수록 반죽

에 더 많은 공기가 혼입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

에서도 반죽의 점도가 가장 낮은 설탕 단독 반죽이 비중이

높아서 기포가 덜 포함된 것을 나타내었다.

반죽의 pH는 설탕 단독 반죽이 8.10으로 가장 낮았는데,

반죽의 pH는 케이크의 부피, 조직감과 관계가 있고(Ash &

Colmey 1973; Choi & Kim 1990) 케이크의 착색정도에 영

향을 미친다고(Lee 등 2002) 보고되어 있다.

2) 반죽의 열적특성

설탕은 감미 외에 전분의 호화를 지연시켜 케이크가 원활

하게 팽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설탕 외의 당으로 대

체할 때 대체당의 호화거동을 조사할 필요가 있게 된다.

<Tabel 4>에 DSC에 의한 케이크 반죽의 열적 특성을 나타

내었다. 반죽의 호화가 시작되는 시점의 온도인 onset

temperature(TO)는 설탕단독 반죽과 당알코올 첨가 반죽사

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01) 설탕 단독 반

죽의 호화개시가 당알코올 첨가 반죽보다 지연되었는데, 당

<Table 3> Specific gravity, viscosity and pH of sponge cake batters with sugar and various sugar alcohols1)

Sucrose Erythritol Sorbitol Xylitol F-value
Specific gravity c)0.34±0.01a2) 0.30±0.01d 0.31±0.00c 0.33±0.01b 3)55.11***3)

Viscosity 4.81±0.11a 4.22±0.14c c4.39±0.12bc 4.44±0.14b 19.51***
pH 8.10±0.00c 8.19±0.04b 8.35±0.04a 8.29±0.02a 26.52***

1)Sucrose: sucrose 100%
Sugar alcohol: 50% replacement of sucrose with sugar alcohol
2)Mean±SD
Means in each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significant at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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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첨가군 사이에서는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Peak

temperature(TP) 역시 설탕단독 반죽과 당알코올 첨가 반

죽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05) 설탕단독

반죽의 피크온도가 더 높았는데, 당알코올 첨가군 사이에는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호화 종결온도인 end temperature

(TE)는 설탕 단독 반죽과 당알코올 첨가 반죽 사이에 유의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초기피크와 종결피크 사이의 면적을

통해 반죽의 호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피크의 면적

(enthalpy, ∆H)은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설탕 단독

반죽이 가장 컸다. 이상으로 설탕 단독 반죽의 경우 당알코

올 첨가 반죽보다 호화가 지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Ikawa(1998)와 Yukitomo & Ikawa(2000)는 당알코올이

전분의 호화온도를 낮게 하고 이것이 원인으로 케이크의 부

피가 작아졌다고 보고 하였다.

2. 케이크의 이화학적 특성

1) 케이크의 수분함량, 비용적 및 굽기 손실률

케이크의 수분함량, 비용적 및 굽기 손실률을 <Table 5>

에 나타내었다. 수분함량은 설탕 단독 케이크가 당알코올 첨

가 케이크에 비해 유의적으로 적었다(p<0.05). 당알코올 첨

가 케이크 중에서는 솔비톨 첨가 케이크가 수분함량이

39.59%로 가장 높았는데, 이것은 솔비톨의 흡습성이 가장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Ahn 등(1999)은 수분 함량은 케

이크 조직감의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Yang

등(2003)은 케이크의 수분함량으로 케이크의 촉촉한 정도

를 알 수 있고 높은 수분함량을 갖는 케이크는 촉촉한 질감

과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설탕 단독 케이크는 솔비톨 첨가를 제외한 당알코올 첨가

케이크와 무게는 유의차가 없었으나, 부피는 당알코올 첨가

케이크보다 유의적으로 더 컸다(p<0.001). 이는 설탕은 글

루텐이 과다하게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며 굽는 동안에 글루

텐 골격이 형성되는 시간을 가장 많이 지연시켜 부피를 유

지시키기 때문이며(Kim 1998), 본 연구에서도 반죽의 열적

특성 측정 결과 설탕이 당알코올보다 호화를 더 지연시켜 골

격의 형성을 늦추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Ronda 등(2005)

의 연구에서도 설탕 첨가 케이크의 부피가 자일리톨, 솔비

톨 등의 당알코올 첨가 케이크의 부피보다 커서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비용적은 설탕 단독 케이크가 당알코올 첨가 케

이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컸다(p<0.001). 당알코올 첨가

케이크 중에서는 자일리톨 첨가 케이크가 설탕과 가장 비슷

한 비용적을 나타내었다. Kim(2005)은 케이크의 부피는 공

기의 혼입, 구울 때 케이크의 골격을 형성시켜 주는 글루텐

의 양, 밀가루 내의 전분에 의한 반죽 점성 유지 및 굽는 동

안 전분의 호화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케이크의 품질

특성에서 중요한 최적의 부피를 갖기 위해서는 굽기 과정에

서의 케이크의 팽화와 더불어 구운 후에 팽창된 구조의 안

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케이크의 굽기 손실률은 솔비톨 첨가 케이크가 13.43으로

가장 컸고 설탕 단독 케이크가 12.54로 가장 작았다

(p<0.001). 케이크는 굽기 과정에서 반죽에 열이 가해지면

<Table 4> DSC properties of cake batters with sugar and various sugar alcohols1)

Sucrose Erythritol Sorbitol Xylitol F-value
TO (oC)2) 076.80±1.56a3) 069.57±1.56b 068.40±0.00b 066.25±3.04b 0012.69**4)

TP (oC) 099.85±1.06a 095.97±1.08b 094.80±0.71b 096.45±1.63b 07.28*
TE (oC) 113.10±0.71 113.03±1.65 110.15±3.04 112.95±0.92 1.34
∆H (J/g) 763.25±44.48 629.77±32.09 619.30±99.56 609.85±86.20 2.49

1)Sucrose: sucrose 100%
Sugar alcohol: 50% replacement of sucrose with sugar alcohol
2)TO: Onset temperature, TP: Peak temperature, Tc: Conclusion temperature, ∆H: enthalpy
3)Mean±SD
Means in each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 significant at p<0.05, p<0.01, respectively.

<Table 5> Moisture contents, weight, volume, specific volume and baking loss of sponge cakes with sugar and various sugar alcohols1)

Sucrose Erythritol Sorbitol Xylitol F-value
Moisture contents (%) 0037.81±0.11c2) 038.90±0.15ab 039.59±0.87a 038.59±0.63bc 05.89*3)

Weight (g) 0266.15±0.83a 265.46±0.71ab 264.78±0.69b 265.88±0.71a 05.64**
Volume (mL) 1040.83±35.27a 944.00±19.49c 968.18±22.61bc 995.83±19.60b 16.74***
Specific volume (mL/g) 0003.91±0.12a 003.56±0.07c 003.66±0.08b 003.75±0.08b 16.29***
Baking Loss (%) 0012.54±0.30c 013.10±0.21b 013.43±0.24a 012.96±0.18b 20.23***

1)Sucrose: sucrose100%
Sugar alcohol: 50% replacement of sucrose with sugar alcohol
2)Mean±SD
Means in each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 *** significant at p<0.05, p<0.01, p<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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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이 팽창하면서 수증기로 변하여 반죽에 형성된 기포로

빠져나가므로 굽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설

탕 단독 케이크의 굽기 손실률이 작은 것은 설탕이 반죽의

안정성을 증가시켜 바디감을 부여하므로(Ikawa 1998) 조직

이 안정되어 크럼과 크러스트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이

에 따라 크러스트에서 수분 손실이 덜 일어난 것으로 생각

된다. 반면 솔비톨 첨가 케이크는 굽기 손실률이 컸는데, 이

는 솔비톨 반죽은 기포 유지 능력이 적고 케이크 구조를 형

성하는 힘이 약하여 팽창 후 수축하여 부피가 작아지고 크

럼과 크러스트의 분리가 일어나서 크러스트의 수분 증발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Lee 등(2007)도 매생이 분

말이 첨가되면서 스폰지 케이크의 반죽이 불안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생긴 크고 불균일한 기공들 때문에 굽기 중 손실

량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여 케이크 반죽의 안정성이 굽기

손실률에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2) 케이크의 외관 및 주사전자 현미경(SEM) 관찰

케이크의 부피지표(volume index), 대칭성지표(symmetry

index), 균일성 지표(uniformity index), 색도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Volume index는 설탕 단독 케이크가 가

장 크고 자일리톨, 솔비톨, 에리스리톨 첨가 케이크의 순이

었다. Symmetry index는 케이크 모양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로 설탕 단독 케이크는 1.12로 케이크의 가운데 높이가

가장 높았고 자일리톨 첨가 케이크는 -1.74로 당알코올 첨

가 케이크 중에서는 가장 높아 설탕 단독 케이크와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었다. 에리스리톨과 솔비톨 첨가 케이크는 각

각 -4.99와 -6.46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케이크의 가

운데 부분이 함몰되어 있음을 나타내었다. Uniformity

index는 스폰지 케이크 좌우의 대칭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탕 단독 케이크와 당알코올 첨가 케이크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Park 등(2008)의 연구에서 스

폰지 케이크 제조시 콩섬유를 첨가한 경우도 uniformity

index에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부피, 대칭성, 균일성 결과를 종합해 보

면 당알코올 첨가 케이크보다 설탕단독 케이크가 부피가 더

크면서 모양도 균형 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설탕

에 가장 근접한 당알코올은 자일리톨인 것을 알 수 있다.

케이크의 색도에서 크러스트의 명도는 솔비톨 첨가, 설탕

단독, 에리스리톨 첨가, 자일리톨 첨가 케이크 순으로 어두

워졌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과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설탕 단독 케이크가 당알코올 첨가 케이크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p<0.001). Lee 등(2002)은 반죽의 pH가 케이크

의 착색정도에 영향을 주어 pH가 높을수록 당의 캬라멜화

와 아미노카보닐 반응에 의한 착색이 용이하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당알코올 첨가 반죽의 pH가 설탕 단독 반죽의

pH보다 높고 갈변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pH값 범위를 나타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탕 단독 케이크 크러스트의 적색도

와 황색도가 더 높았다. 이것은 크러스트의 색이 열분해에

의해 생성 증가된 환원당과 아미노화합물간의 Maillard반

응에 의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당알코올은

aldehyde기 또는 ketone기가 없으므로 Maillard 반응이 나

타나지 않고 캬라멜화 반응에서도 당알코올은 높은 열 안정

성이 있어서 착색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Lee 등 1991).

Lin 등(2003), Ronda 등(2005)의 연구에서도 당알코올 첨

가시 케이크 색상이 연해지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크럼의

명도는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으며 a값, b값은 모두 에리스

리톨 첨가 케이크가 유의적으로가장 낮아서(p<0.001), 에리

스리톨 첨가에 의해 케이크의 황색도가 연해지는 것을 나타

내었다. 전반적으로 크럼의 색상 차이는 크러스트의 색상차

만큼 크지 않았다.

케이크 내부의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위하여 단면을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설탕

<Table 6> Volume, symmetry, uniformity index and color value of sponge cakes with sugar and various sugar alcohols1)

Sucrose Erythritol Sorbitol Xylitol F-value
Volume  index 139.54±3.46a2) 118.77±2.68d 124.99±1.75c 128.58±2.03b 063.68***3)

Symmetry index 001.12±2.15a 0.-4.99±1.45b 0.-6.46±2.92b 0.-1.74±2.33a 012.58***
Uniformity index 002.08±1.63 000.57±0.36 000.98±0.85 000.96±0.85 002.11

Crust color
0L4) 038.96±1.88a 037.49±1.10b 039.11±1.36a 034.62±1.68c 018.34***

a 016.16±0.49a 013.56±0.70b 013.56±0.86b 014.02±0.38b 043.96***
b 017.81±0.93a 016.11±0.82b 016.33±0.85b 016.21±0.69b 010.20***

Crumb color
L 075.30±0.71 075.02±0.49 075.26±0.64 075.69±0.74 001.28
a 0.-2.05±0.09a 0.-2.61±0.18c 0.-2.35±0.12b 0.-2.36±0.11b 019.49***
b 025.09±0.20b 024.34±0.29c 026.57±0.24a 026.40±0.22a 129.54***

1)Sucrose: sucrose100%
Sugar alcohol: 50% replacement of sucrose with sugar alcohol
2)Mean±SD
Means in each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significant at p<0.001.
4)L: degree of lightness (Black 0↔100 White), a: degree of redness (Green - ↔ + Red), b: degree of yellowness (Blue - ↔ +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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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케이크는 기공의 크기가 작고 균일하며 많은 공기세포

를 포함하였고 단면이 매끄러웠다. 에리스리톨 첨가 케이크

는 기공의 크기가 크고 불균일하며 일부는 기공을 유지하는

벽이 무너져 터널을 이루고 있으며 단면이 약하여 매끄럽지

못하였다. 솔비톨 첨가 케이크는 기공의 크기가 에리스리톨

첨가 케이크보다는 작고 균일하였으나 단면이 매끄럽지 못

하고 견고하지 않아서 꺼끌꺼끌해 보였다. 자일리톨 첨가 케

이크는 기공이 설탕 단독 케이크 보다는 크고 불균일하지만

다른 당알코올 첨가 케이크와 비교하면 가장 균일하고 단면

도 매끄러워 견고하였다. 에리스리톨 첨가 케이크의 구조가

가장 불균일한 것은 에리스리톨의 용해성이 낮아 녹지 않고

분산되어 글루텐이 조직구조를 지탱하는 것을 방해하였기 때

문으로 생각되며, 설탕 단독 케이크의 내부구조는 설탕의 안

정화 작용에 의해 가장 균일하고 매끄러운 구조를 나타낸 것

으로 생각된다. Kim & Ahn(2007)도 스폰지 케이크 제조

시 계란 대체물질로서 WPI(whey protein isolate)를 첨가

하였을 때 품질 특성이 높은 대체 비율 케이크의 미세구조

는 기공이 균일하고 단면이 매끄러우나 품질특성이 낮은 케

이크에서는 기공의 발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찌그러져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세구조의 역할을 보고하였다.

3) 케이크의 조직감

케이크 크럼의 조직감은 <Table 7>과 같다. 경도(hardness)

는 설탕 단독 케이크가 당알코올 첨가 케이크보다 유의적으

로 컸다(p<0.001). 당알코올 첨가 케이크 중에서는 자일리

톨 첨가 케이크의 경도가 가장 크고, 솔비톨 첨가 케이크의

경도가 가장 작았다(p<0.001). Chabot(1979)는 케이크의

텍스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케이크의 수분함량, 완성된 제

품의 기공 발달 정도 및 부피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설탕 단독 케이크의 안정된 구조와 수분함량이

경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부서짐성(fracturability)

은 케이크군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부

착성(adhesiveness)은 설탕 단독 케이크가 가장 작았고

(p<0.05), 당알코올 첨가 케이크 사이에는 유의차가 없었

다. 당알코올 첨가 케이크가 설탕 단독 케이크보다 부착성

이 큰 것은 당알코올 첨가 반죽의 점성이 높아 끈적임이 컸

던 것 때문으로 생각된다. Kim & Yoon(2004)은 당알코올

을 이용한 뽕설기의 연구에서 설탕에 비하여 당알코올을 이

용하였을 경우 부착성이 높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검성(gumminess)과 씹힘성

(chewiness)은 경도와 같은 경향으로 설탕 단독 케이크가

가장 크고 그다음 자일리톨 첨가, 에리스리톨 첨가, 솔비톨

첨가 케이크의 순이었다(p<0.001). Kawasome 등(1990)은

케이크의 경도, 검성, 씹힘성은 입안 촉감과 유의적 상관관

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경도, 검성, 씹힘성이

설탕 단독 케이크와 당알코올 첨가 케이크 간 조직감의 가

장 큰 특성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2> Microstructure of sponge cakes with sugar and various

sugar alcohols1) by SEM (Scanning Electron Micro-

scope)
1)Sucrose: sucrose 100%
Sugar alcohol : 50% replacement of sucrose with sugar alcohol 

<Table 7> Textural properties of sponge cakes with sugar and various sugar alcohols1)

Texture Sucrose Erythritol Sorbitol Xylitol F-value
 Hardness (g) 296.35±10.72a2) 239.08±2.55c 224.22±9.10d 254.03±12.73b 80.75***3)

 Fracturability 003.86±1.83 003.39±1.35 002.50±0.91 003.10±1.52 01.55
 Adhesiveness 000.85±0.60b 001.63±0.76a 001.83±0.42a 001.78±0.30a 05.57*
 Springiness 000.94±0.03 000.91±0.02 000.91±0.02 000.92±0.02 02.61
 Cohesiveness 000.79±0.00 000.79±0.01 000.79±0.01 000.79±0.01 02.44
 Gumminess 234.64±7.97a 189.52±2.42c 175.92±6.11d 200.08±9.69b 97.22***
 Chewiness 220.38±11.40a 172.78±3.03c 160.28±5.64d 184.37±12.56b 62.52***

1)Sucrose: sucrose 100%
Sugar alcohol: 50% replacement of sucrose with sugar alcohol
2)Mean±SD
Means in each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 significant at p<0.05, p<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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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케이크의 관능적 특성

1) 특성차이 검사

케이크의 품질에 관한 특성차이 검사 결과는 <Table 8>

에 나타내었다. 크러스트의 색은 에리스리톨과 자일리톨 첨

가 케이크가 높아서 진하다고 평가하였고 설탕 단독 케이크

와 솔비톨 첨가 케이크가 연하다고 평가하여(p<0.001) 색

도의 L값과 같은 경향이었다. 크럼의 색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공의 균일성은 설탕 단독, 자일리톨 첨

가 케이크가 균일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에리스리톨 첨가, 솔

비톨 첨가 케이크는 그보다 균일성이 떨어졌는데(p<0.05),

이러한 결과는 <Figure 2>의 미세구조 관찰 결과와 일치하

는 것이다. 풍미는 당류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단맛은 설탕 단독, 자일리톨 첨가 케이크가 단맛 정

도가 비슷하고 솔비톨 첨가, 에리스리톨 첨가 케이크는 그

보다 단맛이 떨어진다고 평가하여(p<0.05), 당류의 감미순

서와 대체로 일치하였다(Oh & Choi 2002). 후미는 자일리

톨 첨가 케이크가 가장 강하고 설탕 단독 케이크, 솔비톨 첨

가, 에리스리톨 첨가 케이크의 순으로 후미가 약하다고 평

가하였다. 부드러움과 촉촉함은 솔비톨 첨가, 에리스리톨 첨

가 케이크가 설탕 단독, 자일리톨 첨가 케이크보다 더 높다

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수분함량 및 경도측정 결과와 일치

하는 것이다.

2) 기호도 조사

당알코올 첨가 케이크에 대한 기호도 조사 결과는 <Table

9>에 나타내었다. 에리스리톨 첨가 케이크는 크러스트 색

상, 크럼의 색상에서 가장 낮은 기호도를 나타내었고, 나머

지 케이크들은 비슷한 기호도를 나타내었다(p<0.05). 에리

스리톨 첨가 케이크 색의 기호도가 떨어지는 것은 크러스트

색은 어두운 반면 크럼 색은 황색도가 너무 연하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자일리톨 첨가, 설탕 단독 케이크는 기공의 균

일성, 풍미, 단맛, 후미, 부드러움, 촉촉함 등의 여러 특성

에 대하여 기호도가 높았고, 솔비톨 첨가, 에리스리톨 첨가

케이크는 이들 특성에 대한 기호도가 떨어졌다(p<0.05). 설

탕은 모든 당류 중에서 가장 기호도가 높은 당이며 자일리

톨은 설탕과 비슷한 풍미를 가지므로 설탕단독 케이크와 자

일리톨 첨가 케이크의 풍미가 높으며, 에리스리톨 첨가, 솔

비톨 첨가 케이크는 조직이 너무 연하여 케이크로서 알맞은

부드러움을 가지지 않아 기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

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자일리톨 첨가 케이크, 설탕 단독 케

<Table 8> Sensory characteristics of sponge cakes with sugar and various sugar alcohols1)

Characteristics Sucrose Erythritol Sorbitol Xylitol F-value
Crust color 3.79±0.89b2) 4.79±0.71a 3.29±1.07b 4.57±0.65a 10.77***3)

Crumb color 3.64±0.93 4.05±0.62 4.14±0.66 3.93±0.62 01.35
Air hole  Uniformity 4.64±1.34a 3.32±1.06b 3.07±1.38b 3.93±0.83ab 05.30*
Flavor 3.71±0.99 3.37±1.30 3.36±1.15 4.07±1.49 01.09
Sweetness 4.21±1.72a 3.26±1.56b 3.29±1.27ab 4.50±0.94a 03.05*
Aftertaste 3.86±1.10ab 3.26±1.59b 3.43±0.85b 4.50±1.22a 02.93*
Tenderness 3.87±0.92b 5.00±0.91a 5.18±1.17a 4.40±0.91ab 05.10**
Moistness 3.80±1.01b 4.77±1.24a 5.27±1.27a 4.47±1.13ab 03.72*

1)Sucrose: sucrose100%, Sugar alcohol: 50% replacement of sucrose with sugar alcohol
2)Mean±SD
Means in each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 *** significant at p<0.05, p<0.01, p<0.001, respectively.

<Table 9> Sensory acceptance of sponge cakes with sugar and various sugar alcohols1)

Characteristics Sucrose Erythritol Sorbitol Xylitol F-value
Crust color 5.30±1.02a2) 4.41±1.53b 5.57±1.24a 5.00±1.47ab 03.13*3)

Crumb color 5.70±1.18a 4.50±1.26b 5.26±1.25ab 5.04±1.34ab 03.49*
Air hole Uniformity 4.30±1.11ab 3.68±0.89c 3.87±1.14bc 4.60±0.87a 04.01*
Flavor 5.13±1.29a 3.73±1.16c 4.22±1.38bc 4.88±1.17ab 05.89*
Sweetness 4.70±1.52a 3.86±1.28b 4.09±1.16ab 4.84±1.28a 02.96*
Aftertaste 5.26±1.18a 3.77±1.31c 4.43±1.31bc 4.60±1.35ab 05.06*
Tenderness 4.57±1.50ab 4.09±1.11b 4.26±1.14b 5.20±1.15a 03.74*
Moistness 5.26±1.45a 4.09±1.15b 4.57±1.04b 5.48±1.00a 06.88**
Acceptance 5.04±0.77a 3.59±1.10c 4.26±0.92b 5.52±0.92a 19.52***

1)Sucrose: sucrose100%
Sugar alcohol: 50% replacement of sucrose with sugar alcohol
2)Mean±SD
Means in each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 *** significant at p<0.05, p<0.01, p<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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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가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이 솔비톨 첨가

케이크이며 에리스리톨 첨가 케이크가 가장 낮은 기호도를

나타내었다. 설탕 단독 케이크와 자일리톨 첨가 케이크에 비

하여 에리스리톨 첨가, 솔비톨 첨가 케이크는 작은 부피에

비하여 높은 수분함량과 부착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케이크

의 씹힘성이 없고 끈적이는 느낌을 주어 전반적인 기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자일리톨이 솔탕 대체 감

미료로서 가장 우수한 것은 자일리톨의 감미의 질이 설탕과

유사하고 용해도가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Yukitomo &

Ikawa 2000).

IV. 요약 및 결론

스폰지 케이크 제조시 당알코올의 대체 가능성을 조사하

기 위하여 재료 중 설탕의 50%를 에리스리톨, 솔비톨, 자

일리톨로 대체하여 만든 반죽 및 케이크의 품질 특성을 조

사하였다. 반죽의 비중은 설탕단독 반죽이 당알코올 첨가 반

죽보다 유의적으로 컸고 점도는 설탕단독 반죽이 당알코올

첨가 반죽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는데(p<0.001), 당알코올 중

에서는 자일리톨 첨가 반죽이 설탕 단독 반죽과 가장 비슷

한 성질을 나타내었다. pH는 설탕단독 반죽이 당알코올 첨

가 반죽보다 유의적으로 작았다(p<0.001). 반죽의 열적특성

은 설탕 단독 반죽의 호화개시온도, 피크온도가 당알코올 첨

가 반죽보다 더 높아서 설탕단독 반죽의 호화가 당알코올 첨

가 반죽보다 지연되는 것을 나타내었다. 수분함량은 솔비톨

첨가 케이크가 가장 많았고, 설탕단독 케이크가 가장 적었

다(p<0.05). 케이크의 비용적은 설탕단독 케이크가 가장 컸

고 자일리톨, 솔비톨, 에리스리톨 첨가 케이크 순으로 작아

졌다(p<0.001). 굽기 손실률은 설탕단독 케이크가 가장 작

고, 솔비톨 첨가 케이크가 가장 컸다(p<0.001). 외관특성의

부피지표(volume index) 및 대칭성지표(symmetry index)

는 설탕단독 케이크가 가장 컸으며, 자일리톨은 설탕과 가

장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었다(p<0.001). 크러스트 색도는

설탕단독 케이크가 당알코올 첨가 케이크보다 a값과 b값이

컸으며(P<0.001), 크럼 색도는 에리스리톨 첨가 케이크가

a값과 b값이 가장 작아서 황색도가 연한 것을 나타내었다

(P<0.001). 내부조직의 미세구조는 설탕단독 케이크가 기공

의 크기가 작고 균일하며 단면이 매끄러웠으며, 자일리톨 첨

가 케이크는 설탕단독 케이크 보다는 불균일하나 다른 당알

코올 첨가 케이크보다는 비교적 단면이 매끄럽고 균일하였

다. 기계적 조직감에서 당알코올 첨가 케이크는 설탕 단독

케이크보다 경도, 씹힘성, 검성이 줄어들었고 부착성이 커

졌는데, 자일리톨 첨가 케이크는 설탕 단독 케이크와 가장

비슷한 조직감을 나타내었다. 관능검사 결과 솔비톨 첨가,

에리스리톨 첨가 케이크는 씹힘성이 없는 부드러움과 끈적

임으로 설탕 단독 케이크보다 기호도가 떨어졌으나, 자일리

톨 첨가 케이크는 설탕 단독 케이크와 기호도에 차이가 없

었다. 따라서 스폰지 케이크 제조시 설탕의 50%를 당알코

올로 대체할 경우 자일리톨 첨가가 가장 적합하며 건강 기

능성 뿐 아니라 품질특성에서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스폰

지 케이크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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