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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밀싹(wheat sprout)은 밀에 마디부위가 생성되기 전의 새
싹을 뜻한다(Ryu, Choi, & Shin, 2014). 밀싹에는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 클로로필 등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으며
(Nagaoka, 2005), 강한 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식품에 첨가할

경우 풍부한 향을 낼 수 있다. 또한 카로티노이드와 플라보
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기능적으로 뛰어난

효능을 가진다(Amici et al., 2008). 밀싹은 발아 전보다 폴리
페놀 및 항산화 물질이 증가하며(Nelson, Stojanovska, Vasil-
jevic, & Mathai, 2013), 밀 종자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던 epi-
gallocatechin, galic acid, ρ-coumatic acid가 생성된다고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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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optimization mixing ratio of wheat sprout powder (WSP) 
and hemicellulase for the preparation of white pan bread. Using a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independent variables were WSP and hemicellulase. Dependent variables were physicochemical proper-
ties, antioxidant properties and sensory evaluation. Water binding capacity of dough increased with 
increasing WSP. Color value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WSP. L value decreased and a, b values 
increased as WSP increased. The adjusted determination coefficient of texture analysis was calculated 
to be 0.7230～0.9446 having the p-value less than 0.1. Specific volume of bread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hemicellulase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WSP.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total polyphenol were represented by a linear model and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WSP. 
Sensory evaluation were represented by a quadratic model. In conclusion, the optimal formulation for 
WSP added bread, as assessed by numerical and graphical optimization methods, was WSP 2.36%, 
hemicellulase 0.069% per wheat flour 100 g. The above results indicate that WSP can be used as 
health-oriented material in the bread industry. This is also expected to meet demands of consumers who 
are in the pursuit of healthy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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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Donkor, Stojanovsk, Ginn, Ashton, & Vasiljevic, 
2012). 또한 밀싹은 암세포 성장 억제 및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며(Kulkarni et al., 2006) 국내연구에서도
밀싹 추출물의 항산화(Jeong et al., 2010), 항당뇨 및 지질 축
적억제 작용(Lee et al., 2010) 등이 보고되고 있다. 밀싹은
주로 원물이나 즙의 형태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보존
기간이 짧고 품질관리가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최근에는 밀싹을 분말화한 제품이생산되고있으며 이를

활용한 상품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Lee, 2015). 
빵은 밀가루 또는 기타 곡물을주원료로 하여 달걀, 소금, 

효모 등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후 냉동시키거나 구운 것을

말한다(Legras, Merdinoglu, Cornuet, & Karst, 2007). 최근 식
생활의 서구화로 주식의 패턴이 변화하여 제과․제빵류가

대중화되고 있으며 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Lee & Chung, 
2013). 제빵분야에서는 빵 자체뿐만 아니라 토스트, 샌드위
치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하고 있으며, 밀가루 이외의 곡물
이나 기능성 부재료를 이용한 건강 지향적인 빵에 대한 연

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Lee, Yun, Lee, Min, & Lee, 2005; 
Yoon, Kim, Kim, Kim, & Eom, 2014). 기능성 부재료를 첨가
한 제빵 연구로는 매생이 (An, Lee, & Park, 2008), 함초분말
(Bae, Park, & Lee, 2008), 백복령(Choi & Oh, 2008), 당귀(Shin 
& Kim, 2008), 흑마늘 추출액(Wang, Lee, & Lee, 2013) 등이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는 각종 영양적․기능적 특성을 지닌
새로운 건강 기능성 식품이 각광받고 있다.      
밀가루에는 다양한 효소들이 존재하지만 그 활성이 매우

낮아 추가적으로 효소를 첨가하여 제빵적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밀가루에 함유된 불용성 pentosan은 반죽의 부피를 감

Table 1. Experimental design for white pan bread added with wheat sprout powder

Sample
No.

Factor Wheat 
flour
(g)

Yeast
(g)

Salt
(g)

Butter
(g)

Skim milk 
powder

(g)

Sugar
(g)

Water
(g)Wheat sprout powder

(g)
Hemicellulase

(g)

1 10.3 0.10 639.7 13 12 32 22 39 395

2 28.7 0.10 621.3 13 12 32 22 39 395

3 10.3 0.55 639.7 13 12 32 22 39 395

4 28.7 0.55 621.3 13 12 32 22 39 395

5 6.5 0.33 643.5 13 12 32 22 39 395

6 32.5 0.33 617.5 13 12 32 22 39 395

7 19.5 0.00 630.5 13 12 32 22 39 395

8 19.5 0.65 630.5 13 12 32 22 39 395

9 19.5 0.33 630.5 13 12 32 22 39 395

10 19.5 0.33 630.5 13 12 32 22 39 395

11 19.5 0.33 630.5 13 12 32 22 39 395

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hemicellulase를 첨가할 경우 pen-
tosan를 가수분해하여 물 결합능력을 파괴하고 반죽의수분
흡수력을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빵의 부피를 증가시킨다(Ha-
seborg & Himmelstein, 1988; Kim, Kim, & Chun, 2008). 최근
통밀을 첨가한 빵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빵성이 좋

지않아빵이부피가축소되는문제점이있으며, 이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hemicellulase를 첨가하는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Yeom, Bing, Kim, & Chun,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빵에 기능성을 부여하고 부재료

첨가에 따른 부피 감소를 개선하기 위해 밀싹분말과 hemi-
cellulase를 첨가하여 밀싹식빵을 제조한 후 반응표면분석법
(RSM)을 이용하여 최적배합비를 산출함으로써 건강 지향적
제빵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실험재료

밀싹식빵 제조에 사용된 재료는 밀가루(CheilJedang Cor-
poration, Seoul, Korea), 백설탕(CheilJedang Corporation, Seoul, 
Korea), 무염버터(Seoulmilk, Yangju, Korea), 이스트(Saf ins-
tant, Lesaffre, Marcq-en-Baroeul, France), 탈지분유(Seoulmilk, 
Yangju, Korea), 정제염(Hanju, Ulsan, Korea)을 사용하였다. 
밀싹은 분당 소재 농가에서 2017년 2월에 재배된 것을 구매
하여 동결건조 후 분말화하여 사용하였다. 식빵의 배합비는
Table 1과 같으며, 헤미셀룰라아제(Pentopan 500BG, Novo-
zyme, Bagsaerd, Denmark)는 밀가루의 0.0～0.1% 수준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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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계획

밀싹분말을이용한식빵의모든실험계획, data 분석및품
질의 최적화 분석은 Design Expert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밀싹분말과헤미셀룰라아제의두요인을독립변수로설정하

였고, 식빵의 pH, 수분함량, 부피, 무게, 비용적 및 굽기손실
률, 색도, 조직감, 관능검사, 항산화활성(총 폴리페놀 함량,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예비실험
을 거친 후 밀싹분말과 헤미셀룰라아제의 최대․최소 범위

를 설정하였고 ,밀쌀분말은 6.5～32.5 g, 헤미셀룰라아제는
0～0.65 g 수준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2.3. 식빵의 제조

밀싹식빵은 강력분에 메밀싹을 2.5% 수준으로 첨가하여
직접반죽법(potimized straight dough method)으로 제조하였
고그배합비율은 Table 1과같다. 밀싹식빵은반죽기(Kitchen- 
Aid, St. Joseph, MI, USA)를사용하여제조하였다. 먼저버터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반죽기에 넣은 후 믹싱하여 클린업

상태가되면버터를넣고 10분간반죽하였다. 1차발효는온도
32℃, 습도 80%의 발효기(EP-40A, Deayoug Bakery Machine 
Co., Seoul, Korea)에서 60분간 진행하였다. 1차 발효가 끝난
반죽은 100 g씩분할하여둥글리기한후실온에서 10분간중
간발효를 실시하였다. 중간발효가 끝나면 가스빼기를 하여
성형한후식빵틀에넣고 40분간 2차발효(온도 32℃, 습도 85%)
하여 180℃의오븐(EP-40A, Deayoug Bakery Machine Co.)에서
20분간구웠다. 완성된빵은 2시간동안실온에서냉각하여폴
리에틸렌 비닐로 포장한 후, 본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2.4. pH 측정

밀싹식빵의 pH는 시료 10 g을 10배로 희석하여 현탁시키
고 pH meter (AB 15, Fisher Scientific, Pittsburgh, PA, USA)로
측정하였다. 

2.5. 수분 측정

밀싹식빵 내부의 수분함량은 상압가열법(AACC, 2000)에
의해 측정하였다. 105℃에서 1시간 건조시킨 후 방냉기에서
30분간 방냉하는 과정을 반복하였고, 항량에 도달하면 시료
의수분함량을 계산하였다. 결과는 3회반복 측정하여그 평
균값으로 나타냈다. 

2.6. 수분 결합력 측정

밀싹식빵의수분 결합력은시료 3 g을 원심관에넣고 5배
의 증류수를 가하여 뚜껑을 덮은 후 voltex로 교반하여 실온
에서 1시간 방치하였다. 이를 3,600 rpm에서 원심분리한 다

음 상청액을 제거하고, 침전된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여 처
음 시료와의 중량비로 계산하였다(Collins & Post, 1981).

2.7. 색도 측정

밀싹식빵의 색도는 색도색차계(Chromameter CR-200, Mi-
nolt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식빵의 내부를 측정하였다. 
L (lightness)값, a (redness)값 및 b (yellowness)값을 각 3회
반복하여 측정한 후 평균값으로 나타냈다. 표준백판(stan-
dard plate)의 값은 L=96.89, a=-0.07, b=-0.18이었다.

2.8. 조직감 측정

밀싹식빵의 조직감은 Texture analyzer(TA-XT2, Stable 
Micro System Ltd, Haslemerd, UK)를 사용하여 TPA(texture 
profile analysis) 특성을 5회 반복 측정한 후 평균값을 구하였
다. 구운 식빵을실온에서 2시간 냉각시킨후 빵의가운데를
20×20×20 mm의 크기로 잘라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직경이
35 mm인 cylindrical probe로측정하였다. 조직감은경도(hard-
ness), 탄력성(springness), 응집성(cohesiveness), 검성(gummi-
ness), 씹힘성(chewiness) 및 복원성(resilience)을 측정하였으
며, 측정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2.9. 부피, 비용적 및 굽기 손실율 측정

밀싹식빵의부피는부피측정기(Volscan Profiler, Stable Mi-
cro System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식빵의
부피를 식빵의 중량으로 나눈 값을 비용적(mL/g)으로 나타
내었다. 굽기 손실율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굽기 손실율
(%) =

반죽의 무게(g) - 식빵의 무게(g)
× 100

반죽의 무게(g)

2.10. DPPH 라디칼 소거능 및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DPPH 라디칼 소거능 및총 폴리페놀 함량측정에 사용된

Table 2. Operation conditions of texture analyzer

Items Operation conditions

Test type Return to start

Measuring type Two-bite in compression

Plunger type 35 mm plunger

Test speed 1.0 mm/s

Pre-test speed 5.0 mm/s

Post-test speed 1.0 mm/s

Strain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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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는식빵 5 g에 80% 에탄올 20 mL를넣고 10,000 rpm에서
5분간 균질화 시킨후 원심분리 및 여과한것을사용하였다. 
밀싹식빵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의 측정은 0.2 mL의 시

료와 0.8 mL의 0.4 mM DPPH 에탄올 용액을 혼합하여 10분
간 방치 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Lee, Huang, Liang, & Mau, 2007).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아래 계산식에 준하여 계산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 1-
시료첨가구의 흡광도

× 100
무첨가구의 흡광도

밀싹식빵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시료 1 mL에 1 N Folin- 
Ciocalteu's phenol reagent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1 mL를넣고혼합하여실온에서 3분간반응시킨후 2% 
Na2CO3 2 mL를 가하여 암소에서 60분간 방치하였다. 방치
한 반응액은 분광광도계(Ultrospec 1000, Pharmacia Biotech, 
Cambridge, UK)를 이용하여 7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Lin & Tang, 2007). 총 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를 표준
물질로 한 표준곡선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2.11. 관능검사

밀싹식빵의 관능검사는 한국식품연구원내 패널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밀싹식빵을 1.5 mm로 슬라이스하여
흰색 접시에 담아 제공하였고, 각 시료를 평가한 후에는 반
드시 물로 입안을 헹군 다음 다른 시료를 검사하도록 하였

다. 평가는 9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1점으로 갈수록 ‘매우

Table 3.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white pan bread added with wheat sprout powder

Sample
No.

Wheat sprout
powder

(%)

Hemi-
cellulase

(%)

Response

pH
Moisture content

(%)
Water binding

(%)
Color value

L a b

1 1.59 0.015 5.49 42.02 86.20 68.47 -2.83 36.57

2 4.41 0.015 5.48 42.78 91.36 62.97 -3.20 33.67

3 1.59 0.085 5.46 40.73 75.58 56.57 -1.83 41.13

4 4.41 0.085 5.47 40.73 79.47 52.83 -1.47 40.93

5 1.00 0.050 5.52 40.85 79.97 63.77 -2.57 41.17

6 5.00 0.050 5.46 42.02 83.65 57.23 -2.37 39.17

7 3.00 0.000 5.48 41.98 87.68 65.90 -3.00 30.63

8 3.00 0.100 5.45 41.52 77.75 54.27 -1.67 41.22

9 3.00 0.050 5.47 41.52 79.60 60.37 -1.83 40.57

10 3.00 0.050 5.46 41.75 81.99 62.50 -2.07 39.07

11 3.00 0.050 5.49 41.73 80.34 61.10 -2.37 39.20

싫다’에서 9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좋다’를 표시하도록 하였
다. 평가항목은외관(appearance), 색(color), 향(flavor), 맛(taste), 
조직감(texture), 전반적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의 6가지
특성이었다. 

2.12. 통계처리

밀싹식빵의 품질특성 및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design expert 10 프로그램(State-Ease Inc., Mineapolis, 
MN, USA)의 ANOVA test 및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모
델 적합성은 F-test를 사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1차 선
형효과, 2차 곡선효과 및 인자간 교호작용을 보았고, 독립변
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반응 표면 상태를 peturbation plot과
response surface 3D plot로 나타내어 분석하였다. 밀싹식빵의
최적화는 numerical optimization 및 graphical optimization을
통해 밀싹분말과 헤미셀룰라아제의 첨가량을 선정하였고, 
그 지점의 point prediction을 통해 최적점으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pH 

밀싹분말과 헤미셀룰라아제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pH 측정결과는 Table 3과 같다. 밀싹식빵의 pH 값은
5.45～5.52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밀싹분말 1%와 헤미셀룰
라아제 0.05%가 함유되었을 때 높은 pH를 보여주었다. 밀싹
식빵의 pH는 밀싹분말과 헤미셀룰라아제가 독립적으로 반
응하는 Linear 모델이선정되었으나유의적인차이는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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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Table 4). 선정된 모델의 Perturbation plot과 반응표면
도(Fig. 1)를 살펴보면 밀싹분말과 헤미셀룰라아제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pH 값은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싹

Table 4.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white pan bread added with 
wheat sprout powder

Response Model R-squared F-value Prob>F Polynomial equation

pH Linear 0.4683 3.52 0.0799 5.5103-0.0008A-0.2369B

Moisture content(%) Linear 0.6225 8.31*1) 0.0232 41.6669+0.2133A-14.1167B

Water binding(%) Linear 0.8462 22.00*** 0.0006 84.8265+1.2599A-129.2348B

L Linear 0.9591 93.75*** <0.0001 74.0129-3.4016A-65.3114B

a Linear 0.8239 18.71** 0.0100 -3.5303+0.3207A+1.0000B

b Quadratic 0.9785 45.56*** 0.0004 27.8868+7.2011A-84.2657B+13.5000AB-0.9179A2+228.05556B2

1) * p<0.05, ** p<0.01, *** p<0.001.
A: wheat sprout powder, B: hemicellulose.

pH L value

Moisture content a value

Water binding b value

Fig. 1.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 of wheat sprout powder (A), hemicellulose (B) on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white pan bread added with wheat sprout powder.

분말을 첨가한 머핀의 연구(Chung & An, 2015)에서 밀싹분
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머핀의 pH가 감소했다고 보고하
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Ko, Bing과 Chun(2013)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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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섬초분말의첨가량이증가할수록식빵반죽의 pH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차이를 보였으며, Ki, 
Kim과 Chun(2005)은 김치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반죽
의 pH가감소하는경향을나타내었고, 반죽의 pH가감소하면
글루텐이 팽윤하고 가스 보유력이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

3.2. 수분함량

밀싹분말과 헤미셀룰라아제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

한 식빵의 수분함량은 41.52～42.78%로 밀가루 650 g에 대
해 밀싹분말 4.41%, 헤미셀룰라아제 0.015% 수준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Table 3). 수분함량은 각 요인들이 독
립적으로 작용하는 Linear 모델이 선정되었고, probability는
0.0232로 5% 이내에서 유의성을 나타내었다(Table 4). Petru-
bation plot과 반응표면도를 분석한 결과(Fig. 1), 수분함량은
밀싹분말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졌고 헤미셀룰라아제 함

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Yeom 등(2016)의
연구에서 헤미셀룰라아제를 식빵에 첨가할 경우 수분함량

이 다소 낮아진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

을 나타냈다. Chung과 An(2015)의 연구에서 대조군에 비해
밀싹분말을 첨가한 머핀이 높은 수분함량을 나타냈다고 보

고하였고,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한 연구(2009)에서는 밀싹은
100 g 당 37 g의식이섬유가함유되어있다고보고하였다. 따
라서본연구의결과는밀싹분말의식이섬유함량증가에따

라식빵의수분보수력이증가하여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3.3. 수분결합력

밀싹분말과 헤미셀룰라아제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수분결합력은 75.58～ 91.36으로 나타났으며, 밀싹분
말 4.41%, 헤미셀룰라아제 0.015%에서 가장 높은 수분결합
력을나타냈다(Table 3). 수분결합력은 Linear 모델이선택되었
으며, probability는 0.0006으로유의성이있어모델의적합성이
인정되었다. 또한 R2값은 0.8462로 회귀방정식에 대한 설명
력이 높았다(Table 4). Petrubation plot과 반응표면도에서 수
분결합력은밀싹분말함량이증가할수록증가하는결과를나

타냈으며헤미셀룰라아제의함량과는반비례하는것으로나

타났다(Fig. 1). 메밀가루첨가식빵의연구(Choi & Chung, 2007)
에서메밀가루첨가가증가할수록수분결합력이증가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수분결합력
은 식이섬유의 함량, 종류 및 입자의 크기 등에 영향을받으
며(Kim, Lee, & Lee, 2009), 측정시교반시간및온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Collins & Post, 1981).

3.4. 색도 

밀싹분말과 헤미셀룰라아제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

한 식빵의 L값은 52.83～68.47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밀가루
650 g 당 밀싹분말 1.59%, 헤미셀룰라아제 0.015% 수준에서
가장 높은 L값을 보여주었다(Table 3). L값은 Linear 모델이
선택되었으며(Table 4), 밀싹분말과 헤미셀룰라아제의 함량
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Fig. 1). Petruba-
tion plot과 반응표면도에서 기울기는 각요인이 실험에 미치
는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밀싹분말의 첨가량이 밀싹식빵

의 L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빵의
a값 또한 Linear 모델이 선택되었고 Probability가 0.0100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어(Table 4) 밀싹분말이 증가할수
록 a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Fig. 1). 그러나 전반
적으로 밀싹식빵의 a값이 음(-)의 값을 보여 녹색빛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밀싹식빵의 b값은 밀싹분말과 헤미셀
룰라아제의 함량이 서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quadratic 모
델이 선택되었고, probability은 0.0004로 유의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Table 4). 밀싹분말 첨가 머핀 연구(Chung & An, 
2015)에서 밀싹분말을 머핀에 첨가할 경우 L값과 a값은 감
소하고 b값은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의 a값 경
향과는 차이를 나타냈다. 밀싹식빵의 색도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녹색을 나타내는 밀싹분말의 첨가량이지만

헤미셀룰라아제의 영향(Yeom et al., 2016)과 굽는 과정에서
나타나는아미노카르보닐 반응 및 열분해에 의한 갈변정도

(Shin, Choi, & Kwon, 2007)가 식빵의 색에 영향을 주어 본
연구와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3.5. 조직감

밀싹분말과 헤미셀룰라아제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

한 식빵의 조직감 측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경도의 측정
결과, 회귀곡선의 R2값은 0.9446, probability은 <0.0001로 회
귀방정식에 대한 설명력이 높았다(Table 6). Petrubation plot 
분석과 반응표면도를 분석한 결과, 밀싹분말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식빵의 경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헤미셀
룰라아제 함량은 경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Fig. 2). 
빵의 수분함량, 부피 및 2차 발효 중 반죽 내 기공의 발달
상태는 빵의 경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공 발

달이 잘된 빵은 큰 부피와 부드러운 조직감을 가져 경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 Chang, 2003). 탄력성, 
응집성 및 복원력의 측정 결과, 회귀곡선 결정계수 R2값은

각각 0.8891, 0.9415, 0.9172이며, probability은 각각 0.0002, 
<0.0001, <0.0001로 유의적으로 모델 적합성을 인정받았다
(Table 6). 탄력성과 응집성및 복원력 모두 밀싹분말의 영향
이 크게 나타났고, 밀싹분말의 함량이 높을수록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Fig. 2). 검성과 씹힘성은 각각 109.77～381.21 
g/cm2, 101.49～266.31 g 범위로 나타났으며 밀싹분말 5%, 헤
미셀룰라아제 0.05% 수준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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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exture properties of white pan bread added with wheat sprout powder

Sample
No.

Wheat sprout
powder

(%)

Hemi-
cellulase

(%)

Response

Hardness
(g/cm2)

Springness Cohesiveness
Gumminess

(g/cm2)
Chewiness

(g)
Resilience

(%)

1 1.59 0.015 195.41 0.89 0.73 143.68 128.17 0.32

2 4.41 0.015 522.56 0.67 0.58 305.89 205.33 0.20

3 1.59 0.085 196.54 0.88 0.70 138.75 122.85 0.31

4 4.41 0.085 500.64 0.72 0.59 295.75 214.22 0.21

5 1.00 0.050 147.90 0.92 0.74 109.77 101.49 0.33

6 5.00 0.050 673.71 0.70 0.57 381.21 266.31 0.19

7 3.00 0.000 457.41 0.85 0.69 316.30 270.57 0.29

8 3.00 0.100 354.37 0.82 0.65 231.49 190.94 0.26

9 3.00 0.050 344.70 0.84 0.68 234.93 197.57 0.28

10 3.00 0.050 321.66 0.78 0.65 208.05 163.31 0.24

11 3.00 0.050 348.25 0.82 0.64 221.95 181.20 0.25

Table 6.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texture properties of white pan bread added with wheat sprout 
powder

Response Model R-squared F-value Prob>F Polynomial equation

Hardness Linear 0.9446 68.18***1) <0.0001 34.2496+121.5210A-588.7117B

Springness Linear 0.8891 32.07*** 0.0002 0.9941-0.0619A+0.2417B

Cohesiveness Linear 0.9415 64.33*** <0.0001 0.8063-0.045A-0.2740B

Gumminess Linear 0.9037 37.53*** <0.0001 72.6842+62.1454A-477.3717B

Chewiness Linear 0.7230 10.44*** 0.0059 98.4156+35.4988A-385.5620B

Resilience Linear 0.9172 44.31*** <0.0001 0.3834-0.0372A-0.1609B

1) ** p<0.01, *** p<0.001.
A: wheat sprout powder, B: hemicellulose.

검성과 씹힘성 모두 헤미셀룰라아제에 비해 밀싹분말의 영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밀싹분말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

을 나타냈다(Fig. 2). 이상의 결과에서 밀싹분말의 함량이 증
가하면 경도, 검성, 씹힘성이 증가하고 탄력성과 응집성 및
복원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색보리 분말 첨가
식빵 연구(Jeong & Yoo, 2014)에서 유색보리 분말의 함량이
증가하면 경도와 검성이 증가하고 탄력성과 응집성이 감소

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3.6. 부피, 비용적 및 굽기손실율

밀싹분말과 헤미셀룰라아제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

한 식빵의 부피, 비용적 및 굽기손실율 측정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밀싹식빵의 부피 및 비용적은 각각 742.9～1,059.9 
mL, 2.68～3.83 g/mL 범위로 나타났으며, 밀싹분말 1%, 헤미
셀룰라아제 0.05%에서 가장 큰 부피와 비용적을 나타냈다. 
부피 및 비용적은 각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Linear 
모델이 선정되었고, probability는 모두 <0.0001로 0.1% 이내
에서 유의성을 나타내었다(Table 8).  

Petrubation plot 및 반응표면도를 분석한 결과에서 밀싹분
말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부피 및 비용적은 감소하였으며, 
헤미셀룰라아제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부피 및 비용적이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Fig .3). 헤미셀룰라아제를 첨가한
현미 식이섬유 식빵의 연구(Yeom et al., 2016)에서 헤미셀룰
라아제를첨가한 식빵이 대조군에 비해 비용적이 높게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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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ness Springness

Cohesiveness Gumminess

Chewiness Resilience

Fig. 2.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 of wheat sprout powder (A), hemicellulose (B) on texture 
properties of white pan bread added with wheat sprout powder.

났으며, 헤미셀룰라아제의 첨가는 현미 식이섬유 첨가에 의
해 식빵의 부피가 감소되는 현상을 개선하여 결과적으로 식

빵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 식
빵의 부피는 글루텐함량의차이, 반죽의상태, 수분흡수율, 
발효정도 등에 의하여 가스 형성력 및 보유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Kim, 
Oh, & Yu, 2012). 밀싹식빵의 굽기손실율은 4.56～11.29% 범
위로 나타났으며, 밀싹분말 3%, 헤미셀룰라아제 0.05%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냈다. 굽기손실율은 Linear 모델이 선정
되었고, probability는 0.1120으로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8). 굽기손실율은 밀싹분말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감
소하였으며, 헤미셀룰라아제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냈다. 헤미셀룰라아제를 첨가한 현미 식이섬
유 식빵의 연구(Yeom et al., 2016)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
을 보였으며, 이는 헤미셀룰라이제 첨가에 따라 식빵의 부
피가 증가하여표면적이커지고 굽는과정에서수분 증발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3.7. DPPH 라디칼 소거능 및 총 폴리페놀 함량

밀싹분말과 헤미셀룰라아제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

한 식빵의 DPPH 라디칼 소거능 및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결과 각각 25.59～59.94%, 16.43～24.14 mg% 수준으로 나타
났다(Table 7). DPPH 라디칼 소거능이 가장 높았던 밀싹식
빵은밀싹 함량 5%와 헤미셀룰라아제함량 0.05%이었고,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았던 식빵은 밀싹 함량 4.41%와 헤
미셀룰라아제 함량 0.015%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및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결과, 회귀곡선의 R2값은 각각

0.9571, 0.9562, probability은 모두 <0.0001 수준에서 유의적
으로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Table 8). Peturbation plot 
및 반응표면도분석 결과, 밀싹분말함량의 증가로 DPPH 라
디칼 소거능 및 총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헤미셀룰

라아제는 식빵의 DPPH 라디칼 소거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Chung과 An(2015)의 연구에
서밀싹분말을머핀에첨가할경우, 시료첨가량이증가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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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white pan bread added with wheat sprout powder

Sample
No.

Wheat sprout
powder

(%)

Hemi-
cellulase

(%)

Response

Bread weight
(g)

Bread volume
(mL)

Specific volume
(g/mL)

Baking loss
(%)

DPPH radical 
scavenging (%)

Total polyphenol 
contents (mg%)

1 1.59 0.015 282.0 1011.7 3.59  6.00 35.21 17.62

2 4.41 0.015 279.5 810.3 2.90  7.36 56.38 24.14

3 1.59 0.085 268.5 1018.5 3.79 11.29 32.39 18.14

4 4.41 0.085 282.0 822.0 2.91  8.21 56.62 23.59

5 1.00 0.050 277.0 1059.9 3.83  8.17 25.59 16.43

6 5.00 0.050 277.0  742.9 2.68  8.33 59.94 23.58

7 3.00 0.000 284.5  854.9 3.00  5.64 48.83 20.73

8 3.00 0.100 276.5  914.8 3.31  8.21 47.17 20.33

9 3.00 0.050 276.5  899.1 3.25  7.75 45.69 21.27

10 3.00 0.050 288.0  891.6 3.10  4.56 49.80 20.14

11 3.00 0.050 279.0  924.3 3.31  7.74 45.30 19.96

Table 8.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white pan 
bread added with wheat sprout powder

Response Model R-squared F-value Prob>F Polynomial equation

Bread weight (g) 2FI 0.5436 2.78 0.1199 292.1641-3.0277A-318.8909B+80.0000AB

Bread volume (mL) Linear 0.9707 132.29***1) <0.0001 1110.6053-71.7729A+365.1711B

Specific volume (g/mL) Linear 0.9508 77.36*** <0.0001 3.9755-0.2819A+2.2925B

Baking loss (%) 2FI 0.5531 2.89 0.1120 2.9051+0.9786A+101.1425B-22.1925AB

DPPH radical scavenging (%) Linear 0.9571 89.27*** <0.0001 21.6719+8.3064A-17.4033B

Total polyphenol contents (mg%) Linear 0.9562 30.49*** <0.0001 14.7923+1.9516-2.1536B

1) *** p<0.001.
A: wheat sprout powder, B: hemicellulose.

록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밀싹분말에
함유된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이 라디칼을 소거

하는데 관여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밀싹분말은 머핀의 항산

화활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조한 식빵에서도 밀싹분말의 항산화

활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8. 관능검사

밀싹분말과 헤미셀룰라아제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

한 식빵의 관능검사에 대한 결과는 Table 9, 이차회귀식에
의하여 형성된 반응표면분석 결과는 Table 10, 각 요인들의
반응을 보기 위한 perturbation plot 및 반응표면도 결과는

Fig. 4에 나타냈다. 
밀싹식빵의 외관은 6.1～8.2, 색은 6.8～8.7, 향은 6.5～8.5, 

맛은 6.3～8.8, 조직감은 6.7～8.6, 전반적인 기호도는 6.5～
8.8 범위를 나타냈다. 외관의 경우, 밀싹분말 3%, 헤미셀룰
라아제 0.10%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색, 향, 맛, 조직감
및 전반적인 기호도에서는 밀싹분말 3%, 헤미셀룰라아제
0.05%에서높은기호도를나타냈다. 외관, 색, 향, 맛및전반
적인 기호도는 교호작용의 영향을 받는 quadratic 모델로 선
택되었으며, 조직감은 Linear 모델이 선정되었다. 외관, 향, 
맛 및 조직감의 회귀곡선 결정계수 R2값은 각각 0.8399, 
0.8677, 0.8472, 0.6302이며 5% 이내의 유의수준에서 회귀방
정식에 대한 설명력이 높았다. 그러나 색 및 전반적인 기호
도의 회귀곡선은 5% 이내의 유의수준에서 회귀방정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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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d weight Bread volume

Specific volume Baking loss

DPPH radical scavenging Total polyphenol contents

Fig. 3.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 of wheat sprout powder (A), hemicellulose (B) on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white pan bread added with wheat sprout powder.

Table 9. Sensory evaluation of white pan bread added with wheat sprout powder 

Sample
No.

Wheat sprout
powder (%)

Hemicellulase
(%)

Response

Appearance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nce

1 1.59 0.015 8.1 7.1 7.2 7.6 7.7 7.6

2 4.41 0.015 6.3 7.0 6.5 6.4 6.8 6.6

3 1.59 0.085 7.5 7.8 8.1 8.1 8.4 8.1

4 4.41 0.085 7.3 7.1 6.6 6.9 7.1 7.0

5 1.00 0.050 8.0 7.4 7.6 7.7 8.0 7.4

6 5.00 0.050 6.2 6.8 6.6 6.3 6.7 6.5

7 3.00 0.000 6.1 7.2 7.4 7.1 6.7 6.9

8 3.00 0.100 8.2 8.1 7.9 8.1 7.9 7.8

9 3.00 0.050 7.5 8.0 7.7 7.6 7.4 7.6

10 3.00 0.050 7.8 8.7 8.5 8.8 8.6 8.8

11 3.00 0.050 7.8 7.7 7.9 7.8 8.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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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sensory evaluation of white pan bread added with wheat 
sprout powder

Response Model R-squared F-value Prob>F Polynomial equation

Appearance Quadratic 0.8399 5.25*1) 0.0464 7.8940-0.033A+6.4142B+8.000AB-0.1281A2-185.000B2

Color Quadratic 0.8237 4.67 0.0579 4.7426+1.6480A+38.1617B-3.000AB-0.2739A2-218.3333B2

Flavor Quadratic 0.8677 6.56* 0.0298 5.1597+1.4868A+38.8688B-4.0000AB-0.2677A2-208.3333B2

Taste Quadratic 0.8472 5.55* 0.0417 5.8534+1.2504A+28.2022B-0.0000AB-0.2729A2-196.6667B2

Texture Linear 0.6302 6.82* 0.0187 8.1906-0.3594A+9.3028B

Overall acceptance Quadratic 0.8117 4.31 0.0674 5.4071+1.3706A+37.0153B-0.5000AB-0.2739A2-278.3333B2

1) * p<0.05.
A: wheat sprout powder, B: hemicellulose.

Appearance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nce

Fig. 4.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 of wheat sprout powder (A), hemicellulose (B) on sensory 
evaluation of white pan bread added with wheat sprout powder.

한 설명이 유의적이지 않았다. Peturbation plot 및 반응표면
도 분석에서 외관과 조직감은 밀싹분말이 증가할수록 감소

하고 헤미셀룰라아제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색, 향, 맛 및전반적인 기호도는 밀싹분말과 헤미셀룰
라아제가 증가할수록 모든 기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다가 일정한 수준을 넘게 되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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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및 조직감을 제외한 기호도 평가에서 헤미셀룰라아제

는 밀싹분말에 비해 식빵 기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Yeom 등(2016)의 연구에서 현미 식이섬유
식빵에 헤미셀룰라아제를첨가할 경우색 및 향의 기호도에

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지만 부드러움 및 전반적인 기호도

에서는 헤미셀룰라아제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고 보

고하였다. 따라서 식빵에 헤미셀룰라아제를 첨가할 경우 조
직감의 기호도를 높이고, 식빵의 부피를 증가시켜 외관의
기호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Chung과 An(2015)의 연구에서 밀싹분말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밀싹머핀의 기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지나친 첨가량의 경우 오히려 기호도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3.9. 밀싹분말과 헤미셀룰라아제 첨가 식빵의 제조 비율 

최적화

밀싹분말과 헤미셀룰라아제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

한 식빵의각반응모형그래프를이용해모형적최적화및 pe-
turbation plot, 도출된 최적의 값에서 종속변수들의 특성을
나타낸 overlay polt은 Fig. 5에나타냈다. 식빵의최적화는밀
싹분말과헤미셀룰라아제의배합범위안에서신뢰성이높았

던 관능검사 항목(외관, 향, 맛 및 조직감)을 최대로 설정하
여 정준 모형의 수치적 최적화를 예측하였다. 또한 지점예
측을 통해 최적점을 산출하였다. 예측된 최적값은 밀싹분말
2.36%, 헤미셀룰라아제 0.07%였으며, 최종 식빵의 레시피는
밀가루 634.6 g, 밀싹분말 15.4 g, 헤미셀룰라아제 0.45 g 효
모 13 g, 소금 12 g, 버터 32 g, 탈지유 22 g, 설탕 39 g, 물
395 g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이때 기호도는 외관 7.9, 색 8.2, 
향미 8.2, 맛 8.3, 조직감 8.3, 전반적인 기호도 8.2이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밀싹의활용도증진을위해 밀쌀분말을 첨가한

Fig. 5. Overlay plot for common area for the optimization 
mixture of white pan bread added with wheat sprout powder.

식빵을 제조하여 반응표면분석법으로 최적조건을 구하고자

하였다. 밀싹분말과 헤미셀룰라아제를 독립변수로 설정하
여 실험을 계획하고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하여 최

적화하였다. 이화학적 특성 중 pH, 수분결합력, 색도, 조직
감, 비용적 등은 Linear 모델이 채택되었다. 식빵 반죽의 수
분결합력 측정 결과 밀싹분말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색도는 밀싹분말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밀싹함량이 증가할수록 L값은 감소하고 a와 b값은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냈다. 조직감 측정 항목에 대한 밀싹분말, 헤
미셀룰라아제 첨가 식빵의 회귀곡선의 결정계수는 0.7230～
0.9446로 p-value는 0.1% 이내의유의수준에서회귀방정식에
대한 설명력이 높았다. 식빵의 부피와 비용적은 밀싹분말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헤미셀룰라아제

첨가량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항산화활성 및 총
폴리페놀 함량은 Linear 모델이 채택되었으며 밀싹분말 함
량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능검사 결과 외
관, 색, 향, 맛및 전반적인 기호도는 quadratic 모델이 선택되
었으며, 조직감은 Linear 모델이 선택되었다. 밀싹분말과 헤
미셀룰라아제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최적 배

합비는밀가루 함량 100 g에대해 밀싹분말 2.36%, 헤미셀룰
라아제 0.069%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항산화 활성을 지닌
밀싹분말은 제빵 사업에 건강 지향적 소재로이용 가능성이

기대되며, 또한 건강 지향적인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
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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