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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alicornia herbacea L. powder (SHP) on white bread 
quality. Crude fiber, crude ash, Fe and Ca contents of bread with SHP were higher than those of control and 
increased with increasing SHP concentration. The pH of bread with SHP was higher than that of without 
SHP. Salinity of bread prepared with SHP (0.6, 1.2, 1.8, and 2.4%)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with control.  L and b value of the bread were decreased by the addition of SHP. The inside color 
of SHP (1.8%) added bread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with control. The texture (hardness, 
chewiness, cohesivness, and springiness) of bread prepared with SHP was higher than that of without SHP. 
DPPH-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SHP added bread (0, 0.6, 1.2, 1.8, 2.4, and 6.0%) was 27.95, 30.42, 33.91, 
39.51, 41.17 and 63.82%, respectively. DPPH-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increased significantly by the 
addition of SHP. Inhibition of lipid rancidity and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the breads were increased by 
the addition of S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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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물 체 모양이 산호 를 닮았다하여 산호  는 우리

말로 ‘퉁퉁마디’라고도 불리는 함 (saltwort, Salicornia 

herbacea L.)는 명아주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내염성 식물(1)

로서 구의 최고 의서인 ‘신농본 경’에서는 맛이 몹시 짜

다하여 함 (鹹草) 는 염 (鹽草)라고 하 고, 몹시 희귀

하고 신령스러운 풀이라 하여 신 (神草)라고도 하 다(1). 

함 는 갯벌과 염  등 고농도의 염류 토양에서 자라는 내염

성 식물이기 때문에 염분을 체내에 축 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바닷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2) 특히, 칼륨, 마그네슘, 칼

슘 등의 미네랄이 다른 생물에 비해 풍부하고 필수지방산인 

리놀 산도 체 지방산  약 50% 함유되어 있으며, 식이

섬유도 풍부하여 건강 기능성 식품소재로 매우 유용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드물게 나물로 무

쳐 먹고 철 몸이 나른하고 밥맛이 없을 때 함  나물을 

먹으면 이 맑아지고 밥맛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해지며, 

황해도 지방에서는 함 를 소화불량, 장병, 간염  신장

병 등의 약으로 사용하 다(3). 최근 연구에 의하면 함 는 

항당뇨(4,5), 항고지 증(6), 콜 스테롤 하 효과(7)  항

산화작용(8-10), 지질 사 개선작용(11)이 있다고 보고되었

으며, 장 기능 개선과 변비 해소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12). 함 는 풍부한 양성분과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 를 식품에 용한 로는 김(13), 

새우젓(14), 유산발효유(15), 설기떡(16), 찜 이크(17)가 있

을 뿐 그 용 가 드물며, 한 식빵에 함 를 용한 는 

무한 실정이다. 본 자는 함 의 양학 , 기능  특성

을 활용하여 빵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단하여 

보(18)에서 함  첨가 식빵을 제조하여 제빵 성을 검토

하 으며, 보의 실험을 토 로 함 를 첨가한 식빵의 품질 

특성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 다.

재료  방법

재료

함 는 구시 약 골목에서 구입하여 물로 세척하여 불

순물을 제거한 다음 건조하여 분쇄기(Shinil, Seoul, Korea)

로 분쇄하여 20 mesh의 분말만을 이용하 다. 가루는 강

력분(Cheiljedang, Seoul, Korea), yeast는 고당용 생이스트

(Jenico, Gyeonggi-do, Korea), yeast food는 S-500(벨지움 

라토스사, Belgium), 설탕은 백설탕(Samyang,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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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gredients composition of bread containing Salicornia herbacea L. (unit: g)

Ingredient Control 0.6% 1.2% 1.8% 2.4% 6.0%

Wheat flour
Water
Sugar
Salt
Yeast
Shortening
Skim milk powder
Salicornia herbacea L. powder

1000
 620
  80
  18
  35
  80
  30
 -

995
620
 80
 17
 35
 80
 30
  6

990
620
 80
 16
 35
 80
 30
 12

985
620
 80
 15
 35
 80
 30
 18

980
620
 80
 14
 35
 80
 30
 24

950
620
 80
  8
 35
 80
 30
 60

Korea), 소 은 정제염(Daehan, Seoul, Korea), 탈지분유

(Seoulmilk, Seoul, Korea)와 쇼트닝은 시  제품을 사용하

다.

식빵의 제조

함  식빵은 Table 1의 배합비로 각 재료를 반죽하여 식

빵을 제조하 다. 제빵 공정은 직  반죽법에 해서 반죽은 

쇼트닝을 제외한  재료를 동시에 넣고 수화한 다음, clean 

up 단계가 되면 쇼트닝을 첨가하여 반죽하 다. 이 반죽을 

온도 38
oC, 상 습도 85%인 발효실에서 60분간 1차 발효시

킨 다음 가스를 빼고 성형하여 온도 38
oC, 상 습도 85%인 

발효실에서 40분 동안 2차 발효시키고 상단 180
oC, 하단 

210oC 온도로 기오 에서 25분간 구운 후 실온에서 1시간 

식힌 다음 사용하 다.

일반성분 분석

함  식빵의 수분은 수분 측정기(MB45, Ohaos, Switzer-

land)를 사용하 고, 조단백은 Kjeldahl법, 조회분은 직 회

화법으로, 조섬유 분석은 AOAC법(19)에 하여 측정하

다. 칼슘과 철의 함량은 건식 회화법(20)을 이용하여 시료를 

처리한 후 AAS(Spectr AA-200Ht, Varian, USA)로 분석

하 다.

pH  염도 측정

식빵의 pH 측정은 식빵 10 g을 취하여 50 mL 증류수를 

가하여 균일하게 혼합시킨 다음 homogenizer(Nissei, 

Nihonsekki Kaisha Ltd., Japan)로 5분간 균질시킨 후 pH 

meter(Orion 410A, Orion Research Inc, USA)로 측정하

고, 식빵의 염도는 시료량 10 g에 증류수를 90 mL를 첨가하

여 homogenizer로 18,000 rpm에서 2분간 균질화한 후 염도

계(Takemura TM-30D, Japan)로 측정하 다. 

색도 측정

식빵 표면과 내부의 색도 측정은 Hunter 색차계(CR 200, 

Minolta, Japan)를 사용하여 백색도(L), 색도(a), 황색도

(b) 값을 각각 5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식빵

의 표면 색도는 식빵의 측면 껍질 부분을, 내부 색도는 슬라

이스한 식빵의 내부 부분의 색도를 측정하 다.

Texture 측정

식빵의 조직감은 Kim과 Oh(21)의 방법에 하여 Rhe-

ometer(Compac-100, Sun Scientific Co., Japan)로 분석하

으며, 식빵을 횡으로 단한 후 직경이 25 mm인 원통형 

plunger를 이용하 다. Rheometer의 측정조건은 최 하  

2 kg, table speed 60 mm/min, distance는 50%의 조건으로 

측정하 다. 모든 시료는 1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표

편차로 나타내었다.

자공여능 측정

시료의 처리는 Yu 등(22)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 으며, 

즉, 식빵 동결건조물 6 g을 40 mL의 메탄올을 첨가하여 12시

간 추출한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농축하여 

사용하 다. 자공여능은 Blois(23)의 방법으로 측정하

다. 각 시료 용액 0.2 mL를 취하여 0.4 mM DPPH용액 0.8 

mL를 가하여 10  동안 진탕한 후 10분 동안 방치하고 52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조구로서 시료 용액 신 

같은 양의 에탄올을 가하여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 다.

지방 산패 해 효과 측정

지방 산패 해 효과는 Buege와 Aust(24)의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TBARS)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식빵을 메탄올로 추출한 시료 0.1 mL, oil emulsion 

0.5 mL, 증류수 0.3 mL와 Fe
2+(산화 진제) 0.1 mL를 섞은 

후 37oC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잘 섞은 다음 

2 mL TBA/TCA 시약을 가하고 다시 혼합 후 끓는 물에서 

15분간 가열시켰다. 가열 후 찬물에서 식힌 후 5,000 rpm에

서 10분간 원심분리 시킨 상등액을 spectrophotometer(UL 

Trospec 1000, Pharmacia Biotech, England)로 531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고, 공시료는 시료 신에 증류수를 가하

여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 다.

총 페놀 함량 측정

식빵내의 총 페놀 함량은 Cho(25)의 방법을 따라 측정하

다. 식빵을 메탄올로 추출한 시료 1 mL를 취하여 0.2 N 

Folin-Ciocalteu 시약 1 mL를 가하여 혼합하고 3분 후 7.5% 

Na2CO3 1 mL를 첨가하여 진탕한 후 1시간 실온에서 방치하

여 76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PSS 통계 로그램(statistical package so-

cial science, version 12.0)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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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ximate compositions and mineral contents of bread added with various contents of Salicornia herbacea L. powder

Sample Moisture (%) Crude protein (%) Crude ash (%) Crude fiber (%) Fe (mg%) Ca (mg%)

Control
0.6%
1.2%
1.8%
2.4%
6.0%

39.15±1.17
38.24±3.46
36.48±0.21
36.48±0.56
38.63±2.50
38.54±0.30

12.65±0.01
12.90±0.14
13.19±0.49
13.49±0.59
13.33±1.23
13.79±0.08

1.95±0.07a1)
2.10±0.01b
2.20±0.01bc
2.25±0.07c
2.45±0.07d
3.20±0.01e

0.10±0.37a
0.60±0.01b
1.01±0.03c
1.43±0.01d
1.86±0.04e
4.37±0.03f

0.188±0.03a
0.360±0.08b
0.572±0.03c
0.691±0.04d
0.773±0.01e
 1.21±0.06f

3.69±0.42a
4.42±0.57b
5.21±0.57c
6.07±0.71d
7.00±0.28e
9.70±0.57f

1)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을 실시하 고, 처리군간의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정하여 분석 평가하 다. 

결과  고찰 

식빵의 일반성분

함 는 조회분, 조섬유, 칼슘과 철 등의 미네랄이 다른 성

분에 비해 풍부하다. 이러한 성분이 풍부한 함  분말을 식

빵 제조 시 첨가하 을 때 이들 성분의 변화를 조사하기 

해 함  식빵에 함유된 일반성분  칼슘과 철의 함량을 조

사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함  분말을 

첨가한 식빵의 조섬유 함량은 0.6%～4.37%의 분포를 나타

내어 조구의 0.1%에 비해 뚜렷하게 높았으며, 함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 으로 증가하 다. 조구의 조

회분 함량은 1.95%를 나타내었으며 함  분말 첨가 식빵은 

2.10%～3.20%로 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조회분 함량이 

유의 으로 증가하 다. 함  분말 첨가한 식빵의 칼슘 함량

과 철의 함량도 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함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칼슘과 철의 함량도 증가하 다. Shin 등

(26)은 함 는 60.66%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

하 고, Han과 Kim(9)은 부 별  건조방법별 함 의 조섬

유, 조회분 함량을 조사하 는데, 기부분의 조섬유와 조회

분은 각각 73%이상  14.49%～16.69%를 나타내었다고 보

고하 다. 보(18)에서 함  분말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조회분은 25.60%, 조섬유는 73.02%로 함  분말은 회분과 

섬유질 함량이 높게 나타나 Shin 등(26)과 Han과 Kim(9)의 

결과와 유사하 다. 본 실험에서 함  식빵의 조섬유와 조회

분 함량이 조구보다 높게 나온 이유도 조섬유와 조회분이 

풍부한 함  분말이 첨가됨으로써 식빵의 조섬유와 조회분 

함량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함 를 식빵 제조 시 첨가

물로 정량 첨가한 경우 기존의 식빵에 조섬유의 원으로 

작용하여 섬유질 섭취가 부족한 인에게 좋은 섬유질 공

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  첨가 식빵은 칼슘과 

철이 풍부하여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의 좋은 양 간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식빵의 pH  염도

함  분말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제조한 빵의 pH  염도

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조구의 pH는 5.06, 함  0.6% 

Table 3.  Effect of concentration of Salicornia herbacea L. 
powder on pH and salinity of bread

Sample pH Salinity (%)

Control
0.6%
1.2%
1.8%
2.4%
6.0%

5.06±0.03a1)
5.18±0.01b
5.23±0.01c
5.34±0.01de
5.33±0.00d
5.36±0.02e

1.7±0.01a
1.7±0.01a
1.8±0.01a
1.8±0.01a
1.9±0.01a
2.2±0.01b

1)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첨가구는 5.18, 1.2%첨가구는 5.23을 나타내었고, 1.8%, 

2.4%, 6.0% 첨가구는 각각 5.34, 5.33, 5.36을 나타내어 함  

분말 첨가 농도가 높을수록 pH가 높게 나타났다.

빵의 염도는 조구가 1.7%, 함  2.4% 첨가구는 1.9%, 

6.0% 첨가구는 2.2%를 나타내어 함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염도도 증가하 으나, 조구와 함  2.4% 첨가구의 

염도는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함  첨가량에 

따라서 소  첨가량을 감소시킨 식빵의 염도는 조구와 유

사하거나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제빵 시 소  용으

로 함 를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 는데, 소 용으로 

사용하기 해서는 소  신 첨가할 함 의 정 첨가량을 

검토하기 해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되었다.

식빵의 색도

빵의 색도를 L, a, b 값으로 나타낸 결과는 Table 4에서 

Table 4.  Color values of bread containing various concen-
trations of Salicornia herbacea L. powder

Sample
Lightness 
(L)

Redness 
(a)

Yellowness 
(b)

Surface

Control
0.6%
1.2%
1.8%
2.4%
6.0%

66.01±2.10c1)
59.37±2.57b
57.86±1.22ab
59.25±0.87b
58.08±2.06b
55.04±2.16a

5.23
6.02
6.44
6.54
6.65
6.85

±0.41a
±1.09ab
±0.71b
±0.47b
±0.71b
±0.54b

21.27±0.38e
20.56±0.30d
19.39±0.29c
19.37±0.36c
18.76±0.65b
17.78±0.81a

Inside

Control
0.6%
1.2%
1.8%
2.4%
6.0%

71.12±1.50c
72.34±2.91c
71.50±2.26c
71.59±0.77c
65.27±2.57b
55.84±2.77a

-2.19
-1.69
-1.12
-1.12
-0.36
0.99

±0.10a
±0.10b
±0.12c
±0.14d
±0.10e
±0.21f

 8.60±0.48a
10.48±0.39b
11.31±0.42c
11.42±0.11c
11.33±0.67c
11.32±0.61c

1)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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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textural characteristics of bread containing various concentrations of Salicornia herbacea L. powder

Samples Hardness (×104 dyne/cm2) Chewiness (g) Cohesiveness (%) Springiness (%)

Control
0.6%
1.2%
1.8%
2.4%
6.0%

14.91±0.33a1)
18.31±0.97b
20.85±0.55c
20.17±0.64c
20.94±0.39c
29.19±0.57d

36.45±5.33a
44.55±3.08b
44.92±2.42b
43.92±5.37b
43.38±4.07b
66.93±4.32c

63.29±6.51a
74.49±6.44bc
75.36±5.06bc
78.66±3.55c
71.80±5.39b
92.55±4.93d

73.11±3.84a
80.28±6.20b
86.94±2.74b
87.44±5.48b
86.81±5.93b
86.17±4.70b

1)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보는 바와 같다. 빵 표면의 색도를 조사한 결과, L값과 b값은 

함  첨가에 의해 감소하 으며, a값은 조구가 5.23을 나

타낸 반면, 함  분말 첨가구는 6.02～6.85 범 의 값을 나타

내어 조구에 비해서 색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반면에 황색도는 함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빵 내부의 L값은 함  분말 첨가량 

1.8%까지는 조구에 비해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유의 인 차이는 찰되지 않았다. 2.4% 이상 첨가한 경우 

L값이 뚜렷하게 감소하여 다소 어두운 색을 나타내었다. 빵 

내부의 a값과 b값은 조구에 비해 유의 으로 높았으며, 

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Kim 등(27)은 식이

섬유 추출물을 식빵에 첨가할 경우 어두운 색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 으며, Marconi 등(28)은 고식이섬유 pasta 제조 

시 보리가루 첨가가 식품의 색상을 어둡게 하고 황색도를 

감소시킨다고 하 다. 본 실험에서도 함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빵 표면, 빵 내부의 L값이 낮게 나타났는데 식이 

섬유함량이 높을수록 L값이 낮게 나타났다는 상기의 실험결

과와 유사하 다.

식빵의 조직감

함  첨가 식빵의 조직감은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조구의 hardness는 14.91×104 dyne/cm2를 나타내었고 함

 0.6% 첨가구는 18.31×104 dyne/cm2로 조구에 비해 유

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 함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부

분의 hardness는 증가하 으나, 함  1.2, 1.8  2.4% 첨가

구간의 경도는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함  

6.0% 첨가구는 29.19×104 dyne/cm2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

내었다. Choi(29)는 보리등겨 첨가 빵이 조구에 비해 경도

가 증가하 다고 보고하 으며, 이러한 상은 빵의 부피 

감소로 인해 경도가 증가한 것이라고 하 다. 함  첨가에 

의해 식빵의 부피 감소한 보(18)의 결과를 고려하 을 때 

함  첨가 식빵의 hardness 증가는 부피 감소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Springiness는 조구가 73.11%로 가장 낮았으

며, 함  첨가구는 80.28～86.94%의 값을 나타내었다. 함  

분말 첨가량에 따른 springiness 값의 유의  차이는 나타내

지 않았다. Cohesiveness의 경우도 조구가 63.29%로 가장 

낮았으며, 함  분말 6%첨가구가 92.55%를 나타내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Chewiness는 조구가 36.45 g, 함  

분말 0.6, 1.2, 1.8, 2.4% 첨가구 각각 44.53, 44.92, 43.92, 43.38 

g을 나타내어 함  분말 첨가구가 조구보다 chewiness가 

높았으나 함  첨가량에 따른 유의 인 차이는 찰되지 않

았다.

식빵의 항산화 활성  폴리페놀 함량

함  분말 첨가 식빵의 자공여능과 지방 산패 억제도는 

Fig. 1,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함  첨가 식빵의 자공여능

은 함  분말 0.6, 1.2 1.8, 2.4, 6.0% 첨가구 각각 30.42, 33.91, 

39.51, 41.17, 63.82%로 조구의 27.95%보다 자공여능이 

높게 나타났다. Lee와 An(30)은 함  열수추출물, 에탄올 

추출물, 생즙 동결건조물 모두 자공여능이 농도 의존 으

로 높았으며, 특히 열수 추출물은 500 ppm의 농도에서도 

60%이상의 자공여능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다. 본 실

험에서도 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자공여능이 증가하

는데, 이는 함 의 높은 자공여능 즉, 항산화 활성에 기

인한 것으로 함 를 첨가하므로써 식빵의 항산화 활성의 기

능성이 보강될 것으로 단되었다.

함  분말을 첨가한 식빵의 메탄올 추출물이 Fe
2+이온에 

의한 지방산패의 억제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Fig. 2에 나타

내었다. 함  분말 첨가 식빵의 지방 산패 억제도는 DPPH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조구의 지방 산패 

억제도는 30.48, 함  분말 0.6%, 1.2%, 1.8%, 2.4%, 6.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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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breads containing vari-
ous concentrations of Salicornia herbacea L. powder.
A: Control, B: 0.6%, C: 1.2%, D: 1.8%, E: 2.4%, F: 6.0%.
a-f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on the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200 배종윤․박나 ․이신호

0

20

40

60

80

100

A B C D E F

Sample

In
hi

bi
tio

n 
(%

)  
 .

a b
c d

e

f

Fig. 2. Lipid oxidation inhibitory effects of breads contain-
ing various concentrations of Salicornia herbacea L. powder 
in oil emulsion treated with Fe

2+
 ion.

A: Control, B: 0.6%, C: 1.2%, D: 1.8%, E: 2.4%, F: 6.0%.
a-f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on the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첨가한 식빵의 지방 산패 억제도는 각각 33.25%, 37.88%, 

40.55 %, 54.04%, 81.01%를 나타내어 함  첨가 식빵이 조

구보다 지방 산패 억제능이 높았으며, 함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지방 산패 억제능은 증가하 다. Han 등(8)은 

함 와 천일염, 죽염이 돈육 지방 산화 억제효과를 조사한 

결과, 동결 건조한 함  잎과 기가 천일염과 죽염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으며, Han과 

Kim(9)은 함 의 잎과 기를 첨가한 경우 BHT와 유사한 

지방 산패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다.

함  분말 첨가 식빵의 폴리페놀 함량은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조구의 폴리페놀 함량은 22.02 mg/100 g을 나

타내었으며, 함  분말 0.6% 첨가구는 25.83 mg/100 g, 함  

분말 1.2% 첨가구는 29.95 mg/100 g, 함  분말 1.8, 2.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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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tal phenol content of breads containing various 
concentrations of Salicornia herbacea L. powder.
A: Control, B: 0.6%, C: 1.2%, D: 1.8%, E: 2.4%, F: 6.0%.
a-f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on the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첨가구는 각각 30.53, 35.29, 41.49 mg/100 g을 나타내어 함

 첨가 식빵이 조구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함  첨가 식빵의 항산화능의 증가는 폴리페놀 함량의 증가

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 함  첨가에 의한 항

산화능의 증가는 제빵 과정(열처리 과정)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함  분말 첨가 식빵의 경우도 조구에 비해 섬유질, 칼

슘, 철분과 같은 양성분이 우수하 고, 제빵 과정 에도 

항산화 활성이 소멸하지 않고, 조구보다 우수하게 나타나 

함 는 식품 특히, 빵의 기능성 소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

다고 단되었다.

요   약

함  분말을 이용한 식빵의 품질에 해 검토하 다. 함  

분말 첨가에 의해 식빵의 조섬유, 칼슘 그리고 철분함량이 

뚜렷하게 증가하 으며, pH는 함  첨가 식빵이 조구에 

비해 높았다. 함  분말을 0.6%에서 2.4%까지 첨가한 식빵

의 염도는 조구와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함  

분말 첨가 식빵의 표면 색도는 조구에 비해 L값과 b값은 

감소하 으나 a값은 증가하 고, 빵 내부의 색도는 함  분

말 첨가량 1.8%까지는 조구와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함 를 첨가한 식빵의 조직감(hardness, spinginess, 

chewiness, cohesiveness)은 조구보다 높았으며, 함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식빵의 자공여능을 조사

한 결과, 함  분말 0.6, 1.2 1.8, 2.4  6.0% 첨가구 각각 

30.42, 33.91, 39.51, 41.17  63.82%로 조구의 27.95%보다 

높았으며, 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식빵의 지방산패 억제 

활성은 증가하 고 폴리페놀 함량도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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