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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garding the physical properties of wheat flour added with lily's root powder, elasticity in farinograms tended
to increase as the ratio of added lily's root powder increased. However, viscoelasticity, absorptivity, absorption
time, and stability tended to decrease after an initial increase when a certain ratio of lily's root powder was
added to the wheat flour. Results from the rapid viscosity analyzer (RVA) indicated that the retention strength,
final viscosity, break down, set back value, Pmax value of the alveogram, and falling number value decreased.
As for gaseous release, measured with a rheofermentometer, the total amount of CO2 gas generated and retained
tended to decrease. As for the gelatinizing properties in terms of differences in the granularity and the amount
of lily's root powder (bulbs) added to wheat flour, the initial gelatinization temperature had no effect regardless
of the type or amount of general grinding and minute (ultra-fine, 10 μm) lily's root powder. Meanwhile, the
peak viscosity and peak viscosity time exhibi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3, 5% general grinding lily's root
powder additive group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3, 5% minute lily's
root powder additive groups. This is likely because the activity of the enzyme in wheat flour decreased relatively
and differences in the lily's root powder granularity resulted in a variation in water absorptivity. In the preference
test, flavor retention of the functional bread increased according to the granularity of lily's root powder and
the ratio of added lily's root powder, thus resulting in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outh feel and flavor; the
texture and crumb color, however, did not exhibit significant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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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식품에 대한 니즈에 의해 식물체의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개발에 대한 연

구가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단

순한 식물체의 추출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산물의 발생,

영양소의 효율적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식물체의 생리활성 물질을 손실 없이 식재료로 사용

할 수 있는 미분쇄 공정기술이 오늘날 대두되어지고 있다.

분쇄기내 분체에 작용하는 힘(분쇄력)은 압축, 충격, 마쇄,

전단 등이 있는데 분체의 종류에 따라 효과적인 분쇄작용이

존재한다. 인삼, 도라지 등 식물섬유를 포함한 물질의 미분

쇄에는 전단력과 충격력의 복합작용을 부여하는 고속회전

식 충격 분쇄기가 적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품소재를

미분화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식감의 개선, 소

화, 흡수의 개선, 풍미와 색채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간의 혀로

인식할 수 있는 입도는 약 20 μm까지라고 일컬어진다(1).

Miyakawa(2)는 미분쇄한 시료는 입자 크기 및 밀도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 단백질, 전분, 무기질, 식이섬유 등을 함유한

여러 가지 기능성식품 소재와 한방 원료의 가공처리에 이용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Shin(3)은 복령 분말을 첨가하여

빵의 가공적성을 실험한 결과 소맥분에 복령 분말의 양이

증가할수록 falling number의 수치는 증가하였고 비용적과

반죽 수율은 복령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고 보

고하였다. 양파, 매생이, 송악가루, 청국장 등의 여러 가지의

분말을 이용하여 건강을 추구하는 기능성 빵의 가공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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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죽의 물성(4)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지는 등 다양한

재료의 분말을 활용한 제빵 제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백합(Lilium davidi)은 백합과(Liliaceae)에 속하는 내한

성 경구 근초(hardy bulbous)로 예로부터 약용 및 식용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백합은 관상용으로 주로 쓰이지만 꽃뿐

만 아니라 뿌리인 구근도 식용으로 중국과 한국에서 사용

하였다(5). 특히 백합 구근에는 cochicine, ferulic acid를 비

롯한 다종의 알칼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하고 있으며(6) 이의 우수한 항산화효능도 보

고되어졌다(7). 하지만 아직까지 백합 구근을 활용한 가공

제품에 관한 연구는 보고되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실

험에서는 백합 구근을 일반 분쇄(70 μm) 및 미분쇄(minute

powder, 10 μm) 공정을 이용하여 백합 구근분말을 제조한

후 소맥분 대비 각각 3, 5%를 첨가하여 물성과 발효력 등을

분석함으로써 제빵 가공에서 조직감의 문제를 보완해 건강

기능성 제빵으로 상품화 최적 첨가비율을 결정하고자 하였

다(8,9).

재료 및 방법

재료

실험에 사용된 백합 구근은 2005년 태안백합시험장의 시

험포장에서 재배한 시료를 제공 받아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

다. 즉, 백합 구근(bulb)은 1.0×1.0×0.5 cm 크기로 절단한

다음 65
o
C에서 열풍 건조한 후 roller crusher를 이용하여

1.0 mm 내외로 미분쇄하였다. 미분쇄한 백합 구근분말을

기류식분쇄기(air-flow type mill, Hyun Jun Powtech Co.,

Ltd., Seoul, Korea)에 넣고 분쇄하여 일반 분쇄와 미분쇄

2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일반 분쇄는 70 μm에서 분쇄공정을

중지하였으며 미분쇄 백합 구근분말은 10 μm로 분쇄한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백합 구근 분말의 일반성분 정량

시료의 일반 성분은 AACC(10)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

였다. 즉, 수분함량은 105oC 건조법, 조단백질은 Kjeldahl법,

조회분은 회화법으로 측정하였다.

Falling number 측정

Falling number 측정은 Falling number 1500(Perten

Instruments Co., Huddinge, Sweden)를 이용하여 AACC 방

법(10)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소맥분 7.00±0.05
g(수분함량 14.0%)를 계량한 다음 일반 분쇄 및 미분쇄 백합

구근분말 각각 3, 5%씩 첨가하여 혼합한 후 증류수 25 mL를

넣고 고무마개로 막아 20～30회 균일하게 교반하여 현탁액

을 만들어 이것을 100oC 비등수에서 60초 동안 호화시킨 다

음 falling number 값을 구하였다.

호화도 측정(RVA, Rapid Visco Analyzer)

호화도 측정(11)은 RVA(New port Scientific Pty, Ltd.,

Warriewood NSW, Australia)의 알루미늄 용기에 소맥분

3.5 g과 일반 분쇄 및 미분쇄 백합 구근분말을 넣고 증류수

25 mL를 가하여 시료액을 제조하였다. 50oC로 맞춘 RVA에

서 1분간 교반한 다음 1분에 12
o
C씩 상승시키면서 95

o
C까지

가열하고 이 상태에서 2.5분 유지시킨 후 50oC로 냉각시키면

서 호화온도, peak viscosity, 최고점도 시간(peak time), 최

종점도, breakdown 및 setback 값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내

었다.

Farinograph 측정

Farinograph(10)는 Farinograph-M81044(Brabender Co.,

Duisburg, Germany)를 사용하여 냉각수로 30oC로 맞춘 다

음 300 g의 소맥분에 일반 분쇄 및 미분쇄 백합 구근분말

3, 5%를 첨가한 후 20분 동안 반죽하면서 점탄성(consisten-

cy)과 흡수율, 반죽 형성 시간, 안정도, 연화도, farinograph

quality number의 값을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Alveograph 측정

Alveogram 분석(10,11)은 Alveograph(NG, Societe

Chopin S.A, Villeuneuve La Garenne, France)를 이용하여

체로 친 소맥분 250±0.5 g에 백합 구근 분말을 3, 5%씩 첨가

하여 소맥분의 수분함량에 맞추어 2.5%의 NaCl용액을 넣고

배합을 시작한 후 Alveolink에 Pmax, L(mm), G(2.22 , 팽

창 지표), W(반죽 탄력에 대한 저항성)값을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Rheofermentometer 측정

Rheofermentometer 측정(12)은 F3 Rheofermentometer

(Chopin S.A, Villeuneuve La Garenne, France)를 사용하였

다. T1, Hm, h 및 (Hm-h)/Hm{3시간 후 T1과 비교한 devel-

opment 감소율(%)}을 측정하였다. Gaseous release는 H'm

(가스 발생 커브의 최대 높이), T'1(가스 발생 커브 최대 높이

까지 소요되는 시간), Tx(반죽에서 CO2 가스가 손실되기 시

작할 때의 시간), 전체 부피, CO2가스 손실량과 보유량(mL)

및 CO2가스 보유율(%)을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내었다.

식빵 배합률

식빵의 배합률은 Table 1과 같이 AACC(10)의 방법을 수

정하여 직접법(straight dough method)으로 하였다.

식빵 반죽 및 제품 제조

식빵 제조는 AACC(10)의 방법을 수정하여 직접법으로

하였다. 공정은 배합기 Maximat N-40S(G. L. Eberhardt

GmbH, Gräfelfing, Germany)로 버터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고 저속 3분, 고속 2분 동안 혼합하여 클린업 단계에서

버터를 투입하고 저속 3분, 고속 6분 혼합하였다. 최종 반죽

온도는 27oC이었다. 발효 조건은 상대습도 75%, 온도 28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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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lling number on the flour with the addition of different quantities of lily's root powder and minute lily's root
powders

Samples Control
Powder of lily's root

3%
Powder of lily's
root 5%

Minute powder of
lily's root 3%

Minute powder of
lily's root 5%

Falling number 484±8.08a1) 498±20.30a 538±16.74a 428±13.11a 527±6.66a
1)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1. Formula of bread dough

Ingredients Dough (%)

Bread flour
Water
Yeast (compressed yeast)
Sucrose
Salt
Non-fat dry milk
Butter
S-500

1)

100.0
65.0
2.0
8.0
2.0
2.0
3.0
2.0

1)S-500 is improvers of bread.

이었으며, 시간은 120분간 소요되었다. 발효가 끝난 반죽은

180 g으로 분할한 다음 둥글리기를 하여 실온에서 20분간

중간 발효를 하였다. 중간 발효한 다음 부드러워진 반죽을

파이롤러(Seewer rando, Noyal Sur Vilaine, France)를 사용

하여 가스는 완전하게 뺀 다음 성형하여 반죽 pan[규격: 윗

면 215×105×95 mm(높이), 밑면: 195×85×95 mm(높이)]

에 넣고 온도는 38±1.0oC, 상대습도 85%에서 35분간 발효

기(Fresh proofer, Daeyung Co., Seoul, Korea)에서 2차 발

효를 하였다. 2차 발효가 끝나면 반죽을 윗불 온도 200
o
C,

아랫불 220oC로 맞춘 데크 전기오븐(FDO-7104, Daeyung

Co.)에서 구워 낸 다음 상온에서 1시간 냉각한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비용적 측정

제품의 부피 측정(8)은 구워낸 빵을 실온에서 완전히 식힌

다음 loaf volumeter(National Cereal Chemistry Equipment,

Minnesota, USA)에 유채씨를 사용한 종자 치환법으로 측정

하였다. 비용적은 제품의 부피를 굽기 후 중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10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Specific loaf volume (mL/g)＝
Volume of baked loaf

Weight of baked loaf

기호도 검사

기호도 검사(13) 는 호서대학교 식품생물 공학과 1, 2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시료는 실온에서 2시간

냉각한 후 각 패널에게 3×3×1 cm3 크기의 시료를 texture,

taste, oder 검사에 지급하였고, 또한 crumb color, cell

structure 검사에는 식빵 본래의 단면을 절단하여 시료 용기

에는 난수표에서 선택한 세 자리 숫자를 표시하였고 무작위

로 배치하여 제시하였다. 평가 항목은 crumb color, struc-

ture, cell texture, taste, oder 및 종합적인 기호도 등 6가지를

하였으며, 평가척도는 5=‘대단히 좋다’, 1=‘대단히 싫어한다’

Table 2. The proximate composition of lily's root powder

Component Yield (/100 g)

Moisture
Carbohydrate
Protein
Lipid
Ash

19.65 g
73.64 g
3.51 g
0.60 g
2.60 g

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통계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

고, 각 시료간의 유의성 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였다(p<0.05).

결과 및 고찰

백합 구근의 일반성분

시료의 일반성분 함량은 Table 2와 같이 수분함량 74%

단백질함량 3.5%, 지방함량 0.6%, 회분함량 2.6%를 나타냈

다. 이를 무, 당근, 더덕 등 여타 구근 작물들과 수분값을

보정하여 고형분 대비 함량을 비교한 결과(14) 10～22%의

단백질함량과 0.6～1.8%의 지방함량, 4～7.5%의 회분함량

을 나타낸 여타 구근작물들에 비해 백합분말은 단백질

4.4%, 지방 0.7% 회분 3.2%를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이들의

함량보다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Falling number 특성

Falling number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일반

분쇄한 백합 구근분말 각각 3, 5%를 첨가 시 falling number

값은 증가하였다. 미분쇄 백합 구근분말 3, 5%를 첨가한 경

우에는 538, 527초로 첨가 비율에 따른 각 첨가구는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alling number는 전분의 특성 및 효소 활성도를 측정하

는 것으로서 아밀라아제가 전분을 분해하는 정도에 따라 이

값이 감소된다. Lee(15)는 제빵용에 적합한 소맥분의 falling

number는 400～440초로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대

조구(강력분)의 falling number는 484±8.1초, 일반 분쇄한

백합 구근분말 3, 5% 및 미분쇄 백합 구근분말 3, 5%를 소맥

분에 첨가한 falling number는 500, 540 및 430, 530으로 나왔

다. 즉 미분쇄 백합 구근분말보다 일반 분쇄한 백합 구근분

말 첨가군에서 falling number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분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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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VA data on the flour with the addition of different quantities of lily's root powder and minute lily's root powders
(Units: RVA)

Samples
Initial pasting
temp.

Peak viscosity
Final
viscosity

Breakdown Setback

(oC) RVU Time (min) Temp. (oC) RVU RVU RVU

Control
Powder of lily's root 3%
Powder of lily's root 5%

Minute powder of lily's root 3%
Minute powder of lily's root 5%

66.02±0.2a1)
66.53±0.6a
66.47±0.5a
66.40±0.4a
66.25±0.4a

236±0.8b
234±1.9bc
244±1.9a
233±1.6c
233±1.4c

6.09±0.0b
6.20±0.0a
6.22±0.0a
6.20±0.0a
6.18±0.0a

95.08±0.0ab
95.10±0.0ab
95.00±0.1b
95.12±0.0a
95.08±0.1ab

240±0.7c
241±1.3b
247±1.0a
239±0.4c
237±0.2d

98.6±1.7a
94.4±2.1bc
98.1±1.6ab
93.5±1.3c
95.1±2.8abc

102.2±0.3a
101.1±1.1a
101.2±0.9a
99.2±0.4b
99.0±1.6b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5. Farinogram parameters for the flour with the addition of different quantities of lily's root powder and minute lily's
root powders

Samples
1)

Farinogram parameters

Consistency
(FU)

Water
absorption

Development
time (min)

Stability
(min)

Degree of
softening (FU)

Farinograph
quality No.

Control
Powder of lily's root 3%
Powder of lily's root 5%

Minute Powder of lily's root 3%
Minute Powder of lily's root 5%

532.0±8.89a2)
521.0±3.61b
551.3±7.77c
499.7±4.51d
482.3±1.53e

63.1±0.15d
66.1±0.12c
70.9±0.21a
66.8±0.38b
66.7±0.06b

2.5±0.31b
4.9±0.15a
4.0±0.20a
4.6±1.15a
5.1±0.12a

10.7±1.01a
5.3±0.26b
2.8±0.15d
5.2±0.17b
4.1±0.15c

31.3±6.03d
48.0±2.65c
98.7±2.08a
50.3±6.81c
65.0±7.55b

81.7±36.12a
83.3±2.52a
55.7±0.58a
81.3±6.03a
70.3±1.53a

에 의한 입도 차이에 따라 효소가 전분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흡수율 차이에 의해 점도가 달라짐으로써 falling number

값의 차이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백합 구근분말 첨

가 시 falling number 값의 증가는 백합 구근분말에 함유된

당이나 전분, 섬유소, 단백질 등이 흡수율을 높이고 점도를

낮추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Shin(3)은 복령 분말을 첨가하

여 빵의 가공적성을 실험한 결과 소맥분에 복령 분말의 양이

증가할수록 falling number의 수치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복령분말이 알파 아밀라아제 효소작용을 저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백합 구근과 유사하게 제빵 적성은 떨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호화도 특성

소맥분에 일반 및 미분쇄 백합 구근분말을 3, 5% 첨가

시 반죽의 호화도(RVA)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반죽의 호화 개시온도는 일반 분쇄한 백합 구근분말 3, 5%

를 첨가한 경우 0.5oC와 0.45oC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미분쇄 백합분말의 첨가 비율에 따른 각 첨가구는 유

의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일반 분쇄한 백합 구근분말

3%를 첨가한 반죽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최종점도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breakdown, setback 값은 감소하였다. 한편

노화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setback 값은 일반 분쇄한 백합

구근분말 3, 5% 첨가구에서 감소하였다. Setback 값이 클수

록 노화 정도가 빠르게 진행됨을 추정할 수 있는데, 백합

구근분말을 첨가할 경우 전반적으로 setback 값이 낮아지

는 것으로 보아 소맥분의 노화를 억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백합 구근분말에 함유되어 있는 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전분의 희석효과(16)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Farinogram 특성

백합 구근분말을 첨가한 소맥분의 farinogram 특성을 조

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반죽의 견고성(consistency)은

백합 구근분말을 넣지 않은 소맥분이 532 FU였고, 일반분쇄

3, 5% 백합 구근분말은 521, 551 FU, 미분쇄 백합 구근분말

3, 5%에서 499, 482 FU로 백합 구근분말 첨가 시 미분쇄한

경우에는 소맥분의 consistency를 낮추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흡수율은 일반 분쇄한 백합 구근분말 3, 5%를 첨가한 경

우 66.1, 70.9%이었다. 미분쇄 백합 구근분말 3, 5%를 첨가한

66.8, 66.7%로 대조구보다 흡수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는데 이는 백합 구근분말에 함유된 당과 섬유소 등이 흡수율

을 높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죽의 안정도는 대조구가 10.7분

에서 일반 분쇄한 백합 구근분말 3, 5%를 첨가한 경우 각

5.3, 2.8분으로, 미분쇄 백합 구근분말은 각각 5.2, 4.1분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화도와 farinograph quality number는 대조구가

각 31.3, 81.7 BU였다. 일반 분쇄한 백합 구근분말 3, 5%를

첨가한 경우 48.0, 98.7 BU이었고 미분쇄 백합 구근분말 3,

5%를 첨가한 경우 50.3, 65.0 BU로 백합 구근분말의 양과

종류에 상관없이 첨가하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백합

구근분말에 함유된 당류에 의하여 반죽이 약화된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Farinograph quality number는 백합

구근분말 종류나 양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그 값은 백합 구근분말의 양이 많아질수록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lveogram 특성

소맥분에 백합 구근분말을 첨가한 Alveogram parameter

는 Table 6과 같다. 반죽의 변형에 필요한 최대압력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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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lveogram parameters for the flour with the addition of different quantities of lily's root powder and minute lily's
root powders

Samples
1) Overpressure P

(mm)
Extensibility L

(mm)
Swelling index, G

(mm)
Deformation energy,
W (10

-4×J) P/L

Control
Powder of lily's root 3%
Powder of lily's root 5%

Minute powder of lily's root 3%
Minute powder of lily's root 5%

153±2.52a2)
156±7.21a
149±4.04ab
147±2.52b
127±2.00c

44±2.00a
36±2.89b
34±1.53b
44±2.00a
46±3.21a

14.7±0.30a
13.4±0.58b
12.8±0.31b
14.7±0.30a
15.0±0.53a

288±7.81a
234±20.13b
207±11.93c
248±9.85b
204±4.04c

3.52±0.18b
4.36±0.36a
4.46±0.10a
3.39±0.14b
2.81±0.25c

Table 7. Rheofermentometric analysis for developments of dough with the addition of different quantities of lily's root powder
and minute lily's root powders

Samples1)
H’m

3)

(mm)
T1
4)

(min.)
Tx
5)

(min.)
Total volume
(mL)

CO2 lost
volume (mL)

Retention
volume (mL)

Retention
coefficient (%)

Control
Powder of lily's root 3%
Powder of lily's root 5%

Minute powder of lily's root 3%
Minute powder of lily's root 5%

63.92)

65.6
72.9
75.0
87.1

81.0
180
180
180
180

81.0
102
105
111
121

1,496
1,361
1,488
1,595
1,804

221
75.0
46.0
48.0
51.0

1,274
1,286
1,442
1,452
1,783

85.2
94.5
96.9
97.1
97.2

내는 Pmax 값은 control이 153 mm, 일반 분쇄한 백합 구근분

말 3, 5%를 첨가한 반죽의 경우 156, 149 mm이었다. 미분쇄

백합 구근분말 3, 5%를 첨가한 경우는 147, 127 mm로 P값은

낮아졌으며, 반죽의 강인도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팽창

된 반죽이 터질 때까지의 신장성을 나타내는 L값은 대조구

가 44 mm이었고 미분쇄 백합 구근분말 5%를 첨가한 경우

46 mm로 높게 나타났다.

식빵의 부피를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G값은 대조구

가 14.7 mm이었다. 일반 분쇄한 백합 구근분말 3, 5%를 첨가

한 경우 13.4, 12.8 mm로 감소하였으며, 미분쇄 백합 구근분

말을 소맥분에 혼합할 경우 반죽 형성 시 글루텐을 파괴시키

지 않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W(반죽의 탄력에 대한 저항

성)값은 일반 분쇄한 백합 구근분말 3, 5% 첨가구는 234± 
20.13, 207±11.93 10-4×J로 감소하여 대조구 288±7.81보다

낮은 값을 보였고 미분쇄 백합 구근분말 3, 5% 첨가한 경우

248, 204 10
-4×J로 나타나 백합 구근분말의 첨가 비율이 증

가할수록 W값이 감소하여 첨가 비율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반죽의 물성은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

특히 SH결합과 SS결합의 상호 작용의 비율 및 전분의 손상

상태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17) 밀가루 일부를 다른 분말

로 대체함으로써 반죽의 물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 한편

Rosell 등(18)에 따르면 소맥분에 glucose oxidase를 0, 0.4,

2, 4%를 첨가하여 Alveogram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Pmax,

P/L 값은 첨가 비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L 및 W 값은

첨가량이 0.4%까지는 증가하였으나 그 이상의 첨가량에서

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Rheofermentometer 특성

소맥분에 백합 구근분말을 첨가한 반죽의 Rheofermen-

tometer 값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즉, dough de-

velopment curve에서 T1 값은 대조구에서 81분이 소요되었

다. 10, 70 μm 백합 구근분말 3, 5% 각각의 첨가구에서는

T1 값이 180분으로 백합 구근분말의 입도나 첨가량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H’m, T1, Tx 값은 각 대조구에서 63.9 mm, 81분, 81분이었

다. 일반 분쇄한 백합 구근분말 3, 5% 첨가한 경우 각 65.6

mm, 180분, 102분 및 72.9 mm, 180분, 105분을 나타내었다.

미분쇄 백합 구근분말 3, 5% 첨가한 반죽에서는 각 75 mm,

180분, 111분 및 87.1 mm, 180분, 119분이었다. 한편 전체

부피, CO2 가스 보유량(mL) 및 CO2 가스보유율(%)은 대조

구가 1,496 mL, 1,274 mL, 85.2%이었다. 일반분쇄 3, 5%에서

1,361, 1,286, 94.5 및 1,488 mL, 1,442 mL, 96.9%이었으며,

미분쇄 백합 구근분말 3, 5%에서는 1,595, 1,452, 97.1 및

1,834 mL, 1,783 mL, 97.2%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아

백합 구근분말에 함유된 당이 반죽의 발효를 활성화시켜 최

대 높이를 높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백합 구근분말의

양이 증가할수록 그 높이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당 함량이

많을 경우 H’m 값이 높게 나옴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의 결과 식빵 제조 실험을 한 후 실제 빵의 부피를

측정한 결과는 대조구가 가장 크게 나타나 Rheofermento-

meter에서 나타난 retention volume(mL)이 빵의 부피와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빵의 부피 및 비용적의 변화

소맥분에 일반 분쇄 및 초미분쇄(10 μm) 백합 구근분말을

3, 5% 첨가한 빵의 부피와 비용적 측정 결과는 Table 8 및

Fig. 1과 같다. 대조구 비용적은 4.78±0.20 mL/g이었다. 일

반 및 미분쇄 백합 구근분말 3, 5%를 첨가한 경우 비용적은

4.42±0.03, 4.30±0.12 mL/g 및 4.28±32.6, 4.21±0.08 mL/g
로 나타났으며, 일반 및 미분쇄 백합 구근분말의 첨가 비율

이 증가할수록 비용적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미분

쇄한 백합 구근분말 3, 5%를 첨가한 경우 비용적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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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pecific volume and baking loss rate of the white pan breads with the addition of different quantities of lily's root
powders and minute lily's root powders

Samples
1) Dough

weight (g)
Bread

weight (g)
Bread

volume (mL)
Specific

volume (mL/g)
Baking loss
rate (%)

Control
Powder of lily's root 3%
Powder of lily's root 5%

Minute powder of lily's root 3%
Minute powder of lily's root 5%

450
450
450
450
450

398±1.15b2)
402±2.08a
399±2.08b
403±2.52a
405±1.53a

1900±80.0a
1777±11.6b
1713±40.4b
1727±32.6b
1707±28.9b

4.78±0.20a
4.42±0.03b
4.30±0.12b
4.28±0.11b
4.21±0.08b

11.63±0.26a
10.59±0.46b
11.41±0.46a
10.37±0.56b
9.93±0.3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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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ecific volume and baking loss rate in the white pan
breads with the addition of different quantities of lily's root
powders and minute lily's root powders.

및 미분쇄한 백합 구근분말을 첨가한 빵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백합 구근분말의 종류나 함량 차이에 있어서는 서

로 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Valjakka 등(19)은 소맥분에 충분한 양의 발효성 당류가

공급되지 못하면 효모 발효에 지장을 받으므로 제품의 부피

가 감소되고 조직감이 감소한다고 보고했다. 백합 구근분말

을 첨가한 시료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비용적과 부피가 감소

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백합 구근분말 첨가가

글루텐 희석효과를 가져 왔으며 또한 각 첨가구에 전당(全

糖)함량의 증가로 인해 잔류당이 수분과 결합하여 글루텐

조직의 형성을 저해한 결과 오히려 비용적이 감소하였다고

판단된다.

요 약

소맥분에 백합 구근분말을 첨가한 물리적 특성은 백합 구

근분말 첨가 비율이 증가할수록 farinogram에서 탄력도는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점탄성, 흡수율, 흡수 시간 및 안정

도는 3%이상 첨가 시 증가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Rapid viscoanalyzer(RVA)에서 유지 강도, 최종점도, break-

down, setback 값, alveogram의 Pmax값과 falling number

값은 감소하였다. 소맥분에 백합 구근의 첨가량과 입도 차에

의한 호화도 특성에서 초기 호화온도는 일반 분쇄 및 미분쇄

(10 μm) 백합 구근분말의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Rheofermentometer로 측정한 gaseous release

는 전체 CO2 가스 발생량과 보유량이 감소하였다. 기호도

검사에서는 백합 구근분말의 입도와 첨가 비율에 따른 식빵

의 가공적성에서 식감, 향미, 맛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

났으며, 촉감과 크럼 색상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빵의 가공 적성에서 일반 분쇄 3%와 초미

분쇄 3% 첨가군이 양호하였으나,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대

조구 다음으로 미분쇄 백합 구근분말 3% 첨가군에서 우수

하였다. 이미 백합 구근의 항산화 활성 등 생리활성은 검증

되어져 발표되어 있는 만큼 제빵 가공에서 조직감의 문제를

보완하고 개선한다면 건강 기능성 제빵으로 상품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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