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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physicochemical and sensory properties of pan bread containing added enzyme treated wheat germ
extract (EWGE) at different concentrations. Methods: EWGE was prepared from wheat germ reacted with Celluclast 1.5L, and added
for making pan bread at 1.5, 3.0, and 4.5%.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n bread were investigated using the moisture content, pH,
weight, specific volume, baking loss rate, color, texture, total microbial, and sensory evaluation. Results: The moisture loss of the pan
bread containing the EWGE was less than the control. The volume of pan bread was highest when 1.5% of EWGE was added (p<0.05).
The volume of pan bread was the highest in bread containing 1.5% of EWGE, and the baking loss rate decreased with increasing EWGE
(p<0.05) content. As the content of EWGE increased, microbial growth in bread was inhibited and the pH was decreased. The lightness
of the crust and crumb decreased with the addition of extract, and the redness showed the highest value when 1.5% was added, but it
decreased when 3.0% and 4.5% was added. The rheology and sensory score of the bread decreased compared to the control. Conclusion:
The EWGE added to the bread would prevent the staling of bread, inhibit microbial growth, and improve the storage stability.
Key words: wheat germ, enzyme treatment, pan bread, quality characteristics

Ⅰ. 서 론
밀은 옥수수, 쌀과 함께 세계 3대 식량 작물로 유럽,
아메리카, 호주 등의 국가에서 주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2017년 전 세계 연간 밀 생산량은 763.1 million metric
tons(MMT)로 옥수수 1,076.2 MMT보다는 적지만, 쌀
494.3 MMT보다 많이 생산되었다(USDA 2018). 밀은 상
업적으로 제분하여 빵과 국수, 과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6년 우리나라의 1인당 밀
가루 소비량은 87.11 g/일로 쌀 197.83 g 다음으로 소비량
이 높은 곡물이다(Korea Agro-Fisheries and Food Trade
Coporation 2018). 밀을 제분하면 밀가루, 밀기울과 배아

가 생산되는데, 밀가루는 식품 원료로 이용되고 있지만,
부산물인 밀기울과 밀 배아는 주로 사료나 폐기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 곡류에서 배유 이외의 성분이 영양
소 및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곡류
부산물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밀의 배아는
전체 알곡의 2~3%를 차지하며 영양성분으로 α-토코페롤,
비타민 B군, 식이섬유, 불포화지방, 미네랄 및 파이토케
미칼 등이 풍부하다고 알려졌다(Rizzello CG 등 2010).
또한, 인지질과 불포화지방산과 함께 함유된 플라보노이
드 등의 생리활성 물질은 항산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Choi BS & Kang KO 2009). Choi EM 등(2002)은
밀 배아에서 분리한 아라비노자일란이 대식세포의 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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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작용을 증가시키고 대식세포의 lysosomal phosphatase
와 myeloperoxidase 활성을 유의적으로 증가시켰으며,
NO 생성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p<0.05). 그러나 밀
배아는 높은 영양성과 기능성에도 불구하고 불포화지방
산 함량이 높고, 지방분해 및 산화 효소로 인해 저장 수
명이 짧아 대부분 식품용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Brandolini A & Hidalgo A 2012, Boukid F 등 2018). 따
라서 안정화를 통한 밀부산물의 식품용 소재로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곡류부산물의 활용을 목적으로 부산물에서 얻어
진 추출물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Choi
EM 등 2002). Rizzello CG 등(2011)은 밀 부산물인 배아
에 Lactobacillus plantarum LB1과 Lactobacillus rossiae
LB5로 발효된 추출물을 첨가하여 sourdough를 제조한 연
구에서 항 곰팡이 활성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이는
밀 배아 발효 시 생성된 유기산과 펩타이드에 기인한다
고 하였으며, 밀가루 대비 4%의 추출물을 첨가한 빵을
상온에서 보관하였을 때 28일간 곰팡이 발생이 억제되었
는데, 이는 대표적인 제빵 곰팡이 억제제인 칼슘프로피오
네이트를 밀가루 대비 0.3% 첨가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인
2,6-dimethoxy-1,4-benzoquinone(2,6-DMBQ) 함량은 밀 배
아에는 0.1 mg/g이나, 밀 배아 발효 시 0.2 mg/g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Tömösközi-Farkas R & Daood
HG 2004). 또한 구연산으로 밀 배아를 가수분해하여 2,6DMBQ 함량을 증가시킨 추출물의 in vivo 실험 결과, 구
연산 가수분해 밀 배아 추출물을 경구투여한 마우스에
국소 염증, 항체 생산, 패혈증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일
으키는 lipopolysaccharide(LPS)로 자극된 대식세포를 조
사했을 때 면역기능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되었다(Jeong
HY 등 2017). 젖산균으로 밀 배아를 발효하여 2,6-DMBQ
함량이 증가된 경우, 추출물은 사람의 생식세포 종양, 대
장암 및 난소암 종에 대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밀 배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2,6-DMBQ도 밀 배아
의 주요 기능성 물질로 분류되었다(Rizzello CG 등 2013,
Otto C 등 2016).
세포벽을 구성하는 셀룰로오스를 분해하는 효소인
Cellucalst 1.5L는 유기물을 가수분해하여 당, 유기산, 바
이오 가스 등의 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전처리에 사용되
고 있다(Claassen PAM 등 2000, Ausiello A 등 2015).
Kang H 등(2016)은 밀기울에 Celluclast 1.5L 처리 시 수
용성 아라비노자일란 함량이 0.32%에서 7.14%로 증가하
였고, 대식세포의 활동을 증가시켜 항염증 효과를 나타냈
다고 보고하였다. Choi YS 등(2018)도 밀 배아에 Celluclast
1.5L을 처리하였을 때 폴리페놀성 화합물과 총 플라보노
이드 함량이 증가하였고, 항산화 활성도 증가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http://www.ekf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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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효소처리로 항산화능이 증가된
효소처리 밀 배아 추출 건조물을 제조 후, 이를 식빵 반죽
에 첨가하여 제빵특성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식빵 품질에 영향을 적게 주는 밀 배아 추출물 첨가량을
확인하고 기능성을 증가시킨 식빵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밀 배아는 국내 제분사인 사조동아원㈜(Dangjin, Korea)
에서 안정화 후 효소처리 시료로 사용하였다.

2. 효소처리 추출물 제조
효소처리 추출물은 Choi YS 등(2018)의 방법으로 효소
처리 온도는 30°C로 고정하여 제조하였다. 밀 배아 50 g
에 Celluclast 1.5L(Novozymes Co., Bagsvaerd, Denmark)
250 μL 및 증류수 200 mL를 함께 넣어 주었고 30°C의
항온수조(Maxturdy-18, Daihan Scientific Co., Wonju,
Korea)에서 30시간 효소처리하였다. 효소처리 후 Büchner
funnel을 이용하여 여과하였고, 여과액을 -50°C에서 동결시
킨 후 동결건조기(Bondiro, Ilshinbiobase Co., Dongducheon,
Korea)로 건조시켰다.

3. 식빵의 품질특성 측정
1) 식빵의 제조
제빵에 사용한 반죽의 배합비는 Table 1과 같았으며,
효소처리 밀 배아 추출 분말의 첨가량은 밀가루 양을 대
체하여 1.5, 3.0 및 4.5%를 첨가하였다. 제빵공정은
AACC(2012)의 방법을 수정한 직접 반죽법(straight dough
method)을 사용하였다. 반죽은 유지를 제외한 전 재료를
Table 1. Ingredients and formulas for pan breads added with
enzyme treated wheat germ extract (EWEG) at different concentration1)
(Unit: g)

1)

Ingredient

A1)

B

C

D

Wheat flour

1,000

985

970

955

EWGE

0

15

30

45

Water

670

653

635

620

Sugar

60

60

60

60

Salt

20

20

20

20

Butter

60

60

60

60

Yeast

30

30

30

30

Total

1,840

1,823

1,805

1,790

Control: A; control bread without EWGE; B: bread with 1.5%
EWGE; C: bread with 3.0% EWGE; D: bread with 4.5%
EWGE.
2019; 35(1):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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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넣고 수화한 다음, clean up 단계가 되었을 때 유
지를 투입하여 반죽하였다. 이 반죽을 온도 26°C, 상대습
도 75%인 발효실에서 60분 동안 1차 발효시켰다. 반죽을
430 g으로 분할하여 둥글리기를 하고, 표면이 마르지 않
도록 랩으로 표면을 덮은 다음 반죽 통에서 20분간 실온
에서 중간발효를 하였다. 반죽성형기(DHK-300, Daehung,
Seoul, Korea)를 이용하여 빵 1 loaf가 되도록 반죽을 성
형한 후 온도 37°C, 상대습도 85%인 발효실에서 50분간
2차 발효시켰다. 식빵 팬은 상단 181°C, 하단 193°C인 전
기오븐(DH02-43, Daehung)에 넣어 23분간 구운 후 90분
간 냉각한 다음 포장하여 온도 25°C, 상대습도 75%의 항
온항습기(J-RHC1, Jisico, Seoul, Korea)에서 9일간 저장하
며 실험하였다.
2) 식빵의 수분함량 측정
제조된 식빵의 수분함량은 식품공전의 분석방법(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02)에 따라 상압가열건조법으
로 측정하였다. 미리 가열하여 항량으로 한 칭량 접시에
빵 시료 5 g을 넣고 드라이 오븐(J-300M, Jisico Co.)에서
105°C로 5시간 건조한 다음 데시케이터에서 30분간 식히
고 무게를 측정하였다. 다시 칭량 접시를 2시간 건조하여
항량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 시료에서 증발한 수분함량을
계산하였다.
3) 식빵의 부피, 비체적 및 비중 측정
식빵의 부피는 식빵 제조 24시간 후 레이저 부피 측정
기(BVM 6640, Perten Co., Hägersten, Sweden)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AACC 2012). 레이저 부피 측정기는 시료
를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키며 레이저를 조사하여 3차원
영상 데이터를 취득하고 부피를 계산하는 분석 장비이다.
시료의 비체적은 식빵의 부피를 중량으로 나누어 구하였
으며, 비중은 식빵의 중량을 부피로 나누어 구하였다.
4) 굽기 손실률 측정
식빵 시료를 굽고 실온에서 1시간 방랭한 후 굽기 손
실률을 구하였다. 측정한 무게와 분할한 반죽 무게로 아
래 공식에 따라 굽기 손실률을 구하였다.
  
굽기 손실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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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이 수는 시료 희석액을 potato dextrose agar에 도말하여
25°C에서 3일간 배양한 다음 생성된 집락을 계수하였다.
6) Crust와 crumb의 색도 측정
식빵의 crust와 crumb의 색도는 색차계(CR-10, Konica
Minolta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0
mm 두께로 자른 시료로 Hunter 명도(L, lightness), 적색
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를 각각 10회 측정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보정에 사용된 백색판의 표
준값은 L=97.67 a=-0.70, b=+1.66이었다. 색도 차(△E)는
각각의 명도, 적색도, 황색도의 평균값을 구하여 아래의
식을 이용하였고, 밀 배아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
군과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                 
Lo and L: lightness of control and sample, respectively
ao and a: redness of control and sample, respectively
bo and b: yellowness of control and sample, respectively
7) 식빵의 물성평가
식빵의 물성평가는 texture analyser(TA/XT2, Stable
Micro System Co., Surrey, U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0 mm 두께로 자른 식빵 두 장을 겹친 후 지름 36 mm
인 실린더 probe를 사용하여 눌러 주었을 때 얻어지는 힘
-시간 곡선의 texture profile analysis parameter로부터 경
도(hardness),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ss), 점
착성(gumminess), 씹힘성(chewiness), 복원성(resiliense),
및 전단력(shear force)을 측정하였다. 측정 조건은 pre-test
1.0 mm/s, post-test 10.0 mm/s 및 test speed는 1.7 mm/s였
으며 trigger force는 20 g이었다. 각각 5회 측정하여 그
평균과 표준편차 값으로 나타내었다.
8) 식빵의 pH
식빵의 pH는 Kim EJ & Lee KS(2013)의 방법으로 측
정하였다. 시료 15 g을 취하여 100 mL의 증류수를 가한
다음, 균질기(HG-15D, Daihan Scientific Co.)로 30분간 균
질화 시킨 후 10분간 방치한 다음, pH 측정기(Easy pH,
Mettler-Toledo Co., Schwerzenbach, Switzerland)를 사용하
여 각각 3회 측정하였다.

a: 반죽무게(g), b: 식빵 무게(g)
5) 일반세균 및 곰팡이수 측정
각 시료 10 g을 무균적으로 취하여 10배량의 멸균 식
염수를 가한 후 10배 희석법으로 희석하였다. 일반세균수
는 시료 희석액을 nutrient agar에 도말 후 37°C에서 24시
간 배양한 다음 생성된 집락을 계수하여 측정하였고, 곰
2019; 35(1):36-44

9) 관능평가
관능평가는 사조동아원㈜에 근무하는 30~50대 연령의
남녀직원 15명을 패널로 선정하였으며, 본 실험의 목적,
평가 방법 및 측정 항목에 대해 잘 인지하도록 충분히 설
명한 후 실시하였다. 각 시료는 난수표에 의해 3자리 숫
자로 매긴 후 대조군을 포함하여 4개의 시료를 제시하였
http://www.ekf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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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0 mm 두께로 수직 절단한 식빵을 각각 한 장씩 제공
하였다. 관능평가 시 따뜻한 물을 제공하여 각 시료의 평
가 후 입안을 충분히 헹군 후 다음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
였다. 평가 항목은 외관(appearance), 향(flavor), 맛(taste),
텍스처(texture),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이
었다. 각 항목은 7점 척도법으로 선호도 조사를 하였으
며, 매우 싫을 경우 1점을 표시하도록 하였고, 매우 좋을
경우 7점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4. 통계분석
본 실험의 결과는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과 표
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시료간의 유의성은 SPSS Statistics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분
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시료간의 유의성 검증은
p<0.05 수준으로 다중범위시험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이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식빵의 수분함량과 물리적 특성
Celluclast 1.5L 효소처리 밀 배아 추출물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중량은 Table 2와 같으며, 식빵
제조 후 9일간 보관하며 관찰한 수분함량의 변화는 Fig.
1과 같다. 식빵의 중량은 409.00~456.67 g으로 추출물 첨
가 시 대조구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부피는 1,698~1,849
mL로 추출물이 1.5% 첨가하였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추출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식빵의 초
기 수분함량은 41.10~44.60%의 범위를 보였고, 식빵 제조
시 첨가되는 효소처리 밀 배아 추출물은 추출 상등액을
동결건조시킨 수용성 물질이어서, 첨가되는 추출물 함량
이 증가할수록 배합에서의 밀가루 함량은 감소하여 식빵
반죽 시 글루텐을 형성하기 위한 가수량은 감소되었고,
제조된 식빵의 수분함량은 효소처리 추출물 함량이 증가
할수록 감소하였다. 효소처리 추출물 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되는 수분함량이 낮아 추출물의 첨가는 저장 기간
중 수분을 오래 유지시켜 주었다. Park JH 등(2011)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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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함량의 감소는 노화를 촉진시키며, 저장 기간 동안 수
분의 손실이 적은 빵은 신선도가 높다고 보고하여 효소
처리 밀 배아 추출물은 식빵의 노화 지연 효과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비체적과 밀도는 추출물의 첨가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빵의 부피는 효모, 발효에 사용
되는 당, pH, 섬유질 함량 등의 영향을 받는다(Nour V 등
2015). Dziki D 등(2016)은 커피 생두를 첨가하여 통밀빵
을 제조한 연구에서 커피 생두를 통밀가루 중량 대비 3%
첨가 시 대조구와 비교하여 pH는 5.35에서 5.15로 감소하
였고, 식빵의 부피는 증가하였으며, 5% 첨가 시 pH는 더
욱 감소하며 빵의 부피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소처리 밀 배아 추출물 1.5% 첨가 시 식빵
의 pH는 약 5였으며, 추출물 4.5% 이상 첨가 시 글루텐
의 희석 효과로 인하여 부피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An
HL & Lee KS(2012)는 동일 중량 시 빵의 부피가 크면
부드러운 빵이 되어 관능적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였고, Lee JY 등(2009)은 식빵의 부피는 밀
가루의 gliadin과 glutenin의 비율, 글루텐의 양과 질, 부재
료의 종류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Shin HK 등
(2017)은 볶은 미강 분말을 첨가하여 식빵을 제조하였을

Fig. 1. Changes in moisture content of pan bread added with
enzyme treated wheat germ extract (EWGE) at 0.0% (a), 1.5%
(b), 3.0% (c) and 4.5% (d) at 25oC and 75% RH during 9 days.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pan bread added with enzyme treated wheat germ extract (EWGE) at different concentration
EWGE content
(%)
0.0

Weight
(g)

Volume
(mL)

409.00±13.18b1)
a

1,698±20.74d

Specific volume
(mL/g)

Density
(g/mL)

Baking loss rate
(%)

4.16±0.12ND

0.24±0.01ND

14.26±0.42a

a

1.5

445.50±27.16

1,849±16.41

4.17±0.28

0.24±0.02

12.99±0.89b

3.0

456.67±26.93a

1,795±25.21b

3.94±0.27

0.25±0.02

12.66±0.37bc

4.5

444.83±22.04a

1,752±28.36c

3.94±0.18

0.25±0.01

12.20±0.73c

1)

Data represents as mean±SD (n=12). Values with the same letter in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D: all data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http://www.ekf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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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미강 분말 첨가량이 증가하면서 글루텐 함량이 감소
하며 부피도 감소한다고 보고하였고, Mathewson PR
(2000)은 초기 반죽 팽창력이 높더라도 가스 보유력이 약
하면 빵의 부피는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굽기 손실률은
12.20~14.26%로 대조구와 비교하여 효소처리 밀 배아 추
출물 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식빵의 중량과 반
비례하였다. 추출물 4.5% 첨가 시 대조구와 비교하여 약
14.46% 감소하였다(Table 2). 굽기 손실은 발효 중 소실
되는 휘발성 물질과 굽기 중 열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면
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발효시 반죽이 충분히 팽창하지
못하고 기공이 치밀하여 단단한 상태로 반죽이 구워질
때 표면이 단단해진다고 하였다(Chung JY & Kim CS
1998). Kweon M 등(2009)은 다양한 당류를 이용하여 굽
기 손실률을 측정한 결과, 당의 종류에 따라 글루텐과 전
분 반죽 형성에 영향을 주며, 이당류인 설탕보다 단당류
가 굽기 손실률을 감소시키며 보습력을 증가시킨다고 하
였다. Vinzant TB 등(2001)은 Celluclast 1.5L가 셀룰로오
스를 분해하여 포도당을 유리시킨다고 보고하여, 첨가된
효소처리 밀 배아 추출물 함량이 증가할수록 단당류 함
량도 증가하여 굽기 손실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매실 과육을 첨가한 식빵에서 첨가물 함량이
증가할수록 굽기 손실률이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Che
MH 등 2006)와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으나, Park LY
(2015)의 어성초 분말을 첨가한 식빵에서는 굽기 손실률
이 증가하였다는 상반된 보고를 하여, 빵 제조 시 첨가물
의 종류와 수분 보유력이 강한 첨가물의 유무에 따라서
굽기 손실률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었다.

2. 식빵의 pH
효소처리 밀 배아 추출물을 첨가한 식빵의 pH는 Fig. 2
와 같다. 대조구의 pH는 5.28이었으며, 효소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4.52~4.88로 pH의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효소처
리 밀 배아 추출물의 pH는 4.08이었다. Kim YS 등(2002)
은 반죽의 pH가 5.0 이하에서는 가스 보유력이 낮아져
최종 제품의 부피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고, Kim YS
등(2014)은 밀가루 함량을 대체하는 첨가물 중량에 따라
대조구와 비교하여 글루텐 생성력이 약화되고, CO2 소실
및 탄산으로의 용해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으
며, 본 연구는 무화과 액종을 이용한 사워 반죽(sourdough)
의 연구에서 무화과 액종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가 감
소하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Byun JB & Lee JS(2017)
는 오미자 발효액을 첨가하여 식빵의 pH를 조사한 결과,
발효액 함량이 증가할수록 pH는 낮아졌다고 보고하였으
며, 젖산 세균들이 생성하는 젖산, 아세트산, caproic acid,
포름산, 프로피온산, 뷰티르산 및 n-발레르산과 같은 유
기산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Kim HM 등(2018)은
배추 폐기물에 Celluclast 1.5L을 처리 후 젖산균을 적용
2019; 35(1):36-44

Fig. 2. Changes in pH value of pan bread added with enzyme
treated wheat germ extract (EWGE) at extract at 0.0% (a), 1.5%
o
(b), 3.0% (c) and 4.5% (d) at 25 C and 75% RH during 9 days.

한 연구에서 Celluclast 1.5L은 아세트산 등의 유기산 생
성률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Toscano G 등(2014)
은 giant reed에 Celluclast 1.5L을 처리하여 유기산 함량
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효소처리 후 30시간까지 초산,
젖산 등의 함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 효소처리 밀
배아 제조 시 여러가지 유기산이 생성되어 추출물의 pH
가 감소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저장기간
이 증가할수록 무처리군의 pH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처
리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야콘 농축액을
첨가한 식빵의 pH가 저장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한 결
과와 유사하였다(Lee GH 등 2013). Choi DM 등(2007)은
낮은 pH가 미생물과 관련하여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여, 효소처리 밀 배아 추출물은 식빵의
저장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3. 일반세균 및 곰팡이수
효소처리 밀 배아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고 9일간
저장하며 일반세균수와 곰팡이수를 측정한 결과, 저장 기
간 전반적으로 첨가 농도에 의존적으로 일반세균의 생육
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일반세균수는 제
조 0일차부터 9일차까지 무처리군에 비해 처리군의 생육
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곰팡이의 경우 대조군에서
는 3일차부터 관찰되었으며, 추출물 첨가 시 6일차부터
관찰되었고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곰팡이수가 증가하였
으며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곰팡이수가 느리게
증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공전 상 발효과정을 거치
는 빵류의 세균수는 설정되지 않았으며, Jeon JR & KIM
J(2004)는 일반적으로 열처리 식품의 경우 위생상 안전성
이 확보될 수 있는 일반세균수는 1×105 CFU/g 정도로 판
정한다고 하였다. 무첨가 대조군의 경우 저장기간 6일까
지가 위생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되었으며, 추출물 첨가 시
http://www.ekf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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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viable cell and mold count of pan breads added with enzyme treated wheat germ extract (EWGE) at
different concentration stored at 25oC and 75% RH during 9 days
(Unit: CFU/g)
Viable cell count

Storage time
(day)

0.01)

1.5

3.0

4.5
-

5.5×10

-

-

-

-

1.8×102

1.1×102

1.0×103

2.3×103

-

-

3

2

2

3

3

9.8×10

5

8.2×10

9.8×10

4

2.6×10

3

0.0

6.3×10

1.6×10
1.9×10

3

4.5

3

0

9

Mold count

3.0

2

3
6
1)

1.5

6.3×10

3

9.4×10

5.2×10

2

5.7×10

1.9×10

4

4.7×10

2

9.8×10

2

1.3×102

4

6.2×103

3.4×10

4

1.7×10

1.1×10

EWGE content (%).

Table 4. Color and color difference of pan bread added with enzyme treated wheat germ extract (EWGE) at different concentration
EWGE content
(%)
0.0
Crust

Crumb

a1)

50.85±2.25

b

a
(Redness)

b
(Yellowness)

Color
difference

15.07±0.58b

31.65±3.97a

-

a

a

1.5

48.00±3.20

15.60±0.33

30.85±1.93

3.013

3.0

40.01±1.79c

15.45±0.42a

23.65±1.47b

13.476

4.5

36.57±1.30

d

14.59±0.34c

19.08±1.15c

19.035

a

d

a

0.0

85.24±2.85

11.63±0.83

-

1.5

82.41±1.61b

0.28±0.09c

10.59±0.49b

3.876

3.0

75.89±1.45

c

2.48±0.17b

11.45±0.82a

10.438

d

a

11.88±0.70a

13.285

4.5
1)

L
(Lightness)

73.28±2.17

-2.16±0.21

3.63±0.17

Data represents as mean±SD (n=30). Values with the same letter in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3. Appearance of internal surface of pan bread added with enzyme treated wheat germ extract (EWGE) at (a) 0%, (b) 1.5%,
(c) 3.0%, and (d) 4.5%.

첨가량 1.5%부터 9일까지 저장기간이 향상되어 효소처리
밀 배아 추출물의 항균 활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식빵의 crumb 및 crust 색도
식빵에 첨가된 효소처리 밀 배아 추출물의 명도는
55.24±0.48, 적색도는 3.52±0.13, 그리고 황색도는 4.83±
0.20였다. 효소처리 밀 배아 추출물을 첨가한 식빵의
crumb와 crust의 색도는 Table 4와 같았으며, crumb의 색
http://www.ekfcs.org

상은 Fig. 3과 같았다. 명도는 crust와 crumb 모두 추출물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각각 50.85와 85.24에서 36.57과
73.28로 약 28.09%와 14.02% 감소하였다. Crust의 적색도
는 추출물이 1.5% 까지 증가할때 15.07에서 15.60까지 증
가하였으나, 추출물이 4.5%였을때는 14.59로 감소하였다.
Crumb는 -2.16에서 3.63로 증가하였다. 황색도는 추출물
함량이 증가할수록 crust는 31.65에서 19.08로 감소하였으
며, crumb는 11.63에서 11.88로 큰 차이는 없었다. 색도
차는 대조구와 비교하였을 때 crust와 crumb 모두 추출물
2019; 35(1):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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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3.0%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빵의 색도는 첨
가되는 부원료의 색, 당의 양과 종류, pH 및 온도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Shin GM & Kim DY
2008). 추출물 함량이 증가할수록 crust와 crumb의 명도가
감소하였으며, crumb의 적색도는 증가하였다. 첨가되는
효소처리 추출물의 명도가 낮고 적색도가 높아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식빵의 색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발효 미강 사워 반죽(sour dough)을 사용한 바게트
빵의 품질 연구(Hwang GH 등 2014)에서 발효 미강 함량
이 증가할수록 명도가 감소하였으며, 적색도와 황색도가
증가하였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5. 식빵의 물성평가
Texture analyzer로 효소처리 밀 배아 추출물을 첨가한
빵의 경도, 탄력성, 응집성, 점착성, 씹힘성, 복원성 및 전
단력을 측정하였다(Table 5). 탄력성, 응집성, 씹힘성, 복원
성은 첨가농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경도는
무처리군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추출물 함량이 1.5%
와 3.0%일 때 낮게 측정되었다. 점착성도 무처리군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추출물 함량이 1.5% 첨가 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Kim EJ & Kim SM(1998)은 솔잎추출물
을 사용하여 제빵 시 부피가 가장 큰 첨가구의 경도가 가
장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꽈배기 모자반 추출
물을 첨가한 빵에서 대조구보다 추출물 첨가군의 점착성
이 감소 후 추출물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한 연구와 유
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Lee SY 등 2008), Ha TY 등

Fig. 4. Shear force of pan bread added with enzyme treated
wheat germ extract (EWGE) at 0.0% (a), 1.5% (b), 3.0% (c)
and 4.5% (d) at 25oC and 75% RH during 9 days.

(2003)은 빵의 경도와 점착성 증가는 부피의 감소와 연관
이 있다고 하였다. 저장기간 증가에 따른 전단력을 살펴
본 결과, 무처리군과 처리군 모두 저장시간이 증가할수록
전단력도 증가하였다(Fig. 4). 빵의 견고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첨가재료의 종류, 빵의 수분함량, 내부 air cell의
발달 정도 등이 있으며 무처리군의 수분함량 감소가 빵의
노화를 촉진하여 전단응력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6. 관능적 특성
효소처리 밀 배아 추출물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

Table 5. Texture of pan breads added with enzyme treated wheat germ extract (EWGE)
EWGE
content (%)

Hardness

0.0

470.28±27.46

a1)
c

1.5

339.20±10.50
349.18±32.64

Gumminess

Chewiness

Resilience

2.32±0.77ND

0.80±0.02ND

377.99±20.69a

883.57±313.86ND

0.49±0.03ND

2.75±0.80

b

4.5

Cohesiveness

2.82±0.27

c

3.0

Springiness

1.74±0.98

399.92±57.00

0.83±0.03
0.83±0.03
0.81±0.03

c

281.10±3.97

792.87±82.10

0.49±0.03

bc

797.89±242.56

0.47±0.02

b

737.82±261.26

0.46±0.04

291.15±27.90
321.53±35.92

1)

Data represents as mean±SD (n=5). Values with the same letter in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D: all data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6. Sensory characteristics of pan breads added with enzyme treated wheat germ extract (EWGE) at different concentration
EWGE content (%)

1)

Flavor

Taste

Texture

0.0

Appearance
5.43±0.65

5.50±0.86a

5.50±0.76a

5.43±0.76a

5.43±0.65a

1.5

4.57±1.22b

4.36±0.93b

4.29±1.14b

4.79±1.05ab

4.34±0.93b

3.0

c

3.71±1.14

c

3.07±0.92

c

3.00±1.04

bc

3.93±1.44

3.00±0.96c

4.5

3.00±0.78c

2.57±1.28c

2.29±1.14c

3.29±1.33c

2.29±0.99d

a1)

Overall acceptability

Data represents as mean±SD (n=15). Values with the same letter in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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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의 관능적 특성 평가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외형, 향,
맛, 텍스처, 전체적인 선호도 모두 추출물 첨가량이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는 효소처리 밀 배아 추출물의
특유한 향과 맛이 식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추
출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빵 내부 기공이 작아지고 부피
가 감소하여 텍스처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추
출물을 1.5% 첨가하였을 때의 선호도 점수는 대조구와 비
교하였을 때 모두 낮았는데 외형은 84.2%, 향은 79.2%,
맛은 77.9%, 텍스처는 88.2%, 그리고 전체적인 만족도는
80.3%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는 효소처리 밀 배아 추출
물을 1.5% 이하로 첨가할 때 식빵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
치지 않으면서 무첨가 대조군 대비 약 80%의 관능적 특
성을 유지하는 식빵의 제조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Ⅳ. 요약 및 결론
밀 배아에 Celluclast 1.5L를 처리한 추출물을 밀가루에
대해 0, 1.5, 3.0 및 4.5% 비율로 첨가하여 제조한 식빵의
물리적·관능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제조된 식빵의 수분함
량은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무첨가 대조군
과 비교하여 추출물 첨가 시 감소량이 적었다. 식빵의 중
량은 무첨가 대조군과 비교하여 추출물 첨가 시 높게 나
타났으며(p<0.05), 식빵의 부피는 추출물 1.5% 첨가 시 가
장 높았다(p<0.05). 굽기 손실률은 추출물의 첨가량이 높
아질수록 감소하였다(p<0.05). 일반 세균수와 곰팡이 수는
저장기간에 따라 첨가 농도가 증가할수록 미생물의 생육
이 억제되었다. 식빵의 pH는 추출물 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추출물 첨가 시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감
소하였다. 추출물 첨가 시 crust와 crumb의 명도는 감소하
였고, 적색도는 crust의 경우 추출물 첨가량이 1.5%였을
때 최대값을 나타냈고, 첨가량이 3.0%, 4.5%로 증가하였
을 때 적색도는 감소하였으며, crumb의 적색도는 첨가량
의 증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황색도는
crust와 crumb 모두 증가하였다(p<0.05). 색도 차는 추출물
함량 1.5%일 때 변화량이 적었으나, 추출물 함량이 3.0%
부터 급격한 차이를 보였다. 식빵의 물성은 추출물 첨가
시 무처리군과 비교하여 경도와 점착성이 감소하였으며,
전단력은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추출물 첨가 시 무처리
군보다 감소하였다. 식빵의 관능평가 점수는 추출물 첨가
시 모두 감소하였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식빵에 투입된 추출물은 식빵의 노화를 방지하고 미생물
생육을 억제하여 저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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