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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송이버섯 분말을 첨가한 식빵의 발효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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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read was prepar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Pleurotus eryngii powder (2.5~10.0%), and the 
fermentation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While pH of dough increased, fermentation power of dough 
expansion by fermentation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Pleurotus eryngii powder added. Although bread weight 
decrease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dough weight, dough yield and baking loss as Pleurotus 
eryngii  powder content increased. In case of volume and specific volume, they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as Pleurotus eryngii powder content increased. Size of bread decreased gradually and aircell uniformity became 
bigger and random as Pleurotus eryngii powder content increased. As the results of color values, L and b values 
of crust decreased;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 value. L value of crumb decreased although 
a and b values increased by adding the Pleurotus eryngii powder content. In the textual characteristics, hardness, 
gumminess and brittleness of bread significantly increased as Pleurotus eryngii powder content increased. 
Cohesiveness and springiness of bread decreased as Pleurotus eryngii  powder content increased. In case of 
free amino acid, Glu content was the largest in  most samples and most amino acid contents increased by adding 
the Pleurotus eryngii  powder content except for Asp. In descriptive test, scores of color, flavor, hardness and 
palatability increased, however aircell uniformity, springiness and moistness decreased as Pleurotus eryngii  
powder content increased. As the results of preference test, color was the best preferred in control~5.0% groups 
without significant difference. The preference of flavor and texture was in the order of 2.5% group> 5.0% group> 
7.5% group> control> 10.0% group as 2.5% group was the most pre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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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새송이버섯[(Pleurotus eryngii(De Candolle ex Fries) 

Qual)]은 아열  지방의 원에서 발생하여 남부유럽, 

앙아시아, 북아 리카, 러시아 남부지역 등에서 분포하는 버

섯(1,2)이다. 분류학 으로는 느타리버섯과(Pleurotaceae)

에 속하는 담자균버섯으로(3,4) 국내에서는 큰 느타리버섯

으로 품종등록이 되어 있으며, 새송이버섯을 상품명으로 하

여 시 되고 있다(1,2,5).

새송이버섯은 균사조직이 치 하고 육질이 단단하고 씹

힘성이 좋아 자연산 송이의 맛과 유사하며, 수분함량이 낮아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2,6). 단백질, 섬유소, 무기질  비타민 등의 양성분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고, 지방함량은 낮아 칼로리 식품

(1,4,6)이기도 하다. 한 새송이버섯은 생리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버섯에 함유된 polyphenol에 의한 

free radical 소거, 노화 억제, 콜 스테롤 하 기능(6-8) 등

이 있으며, 특히 새송이버섯 의 단백다당류는 직  암세

포 제거가 아닌 면역방어력을 높여 암세포 성장을 억제시킨

다고(3) 하 다. 이와 같은 새송이버섯의 다양한 생리활성이 

알려지면서 새송이버섯에 한 소비도 증하여, 1997년 경

남농업기술원에서 인공 으로 재배하기 시작하여 빠르게 

국내 버섯시장을 유하 다(2). 이에 따라 재배농가와 재배

면 이 늘어났지만 체 버섯생산량의 7%가 폐기되고(9) 

있어, Cho 등(6)과 같이 사료로 이용하는 등의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새송이버섯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

로 생각된다.

한편, 최근 서구화된 식습 과 당과 유지의 비율이 낮아 

단맛이 강하지 않은 빵을 주식으로 하는 인구가 차 증가하

고 있으며(10-12), 빵에 한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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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발아 콩가루(10), 김치 분말(11), 황기 분말(12), 천연  

선인장 분말(13), 청국장(14), 매실 과육(15), 다시마 분말

(16), 마늘 분말(17), 발효차 분말(18) 등의 식품을 첨가하여 

맛, 향기  기능성을 높인 건강지향성 빵에 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새송이버섯을 이용하여 제조한 스펀지 이크의 

특성에 한 연구(19)는 행해졌으나, 식빵에 한 연구는 보

고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리 기능성

을 가지는 새송이버섯을 건조 분말화한 후 식빵을 제조 시 

첨가하여 새송이버섯 첨가가 식빵의 발효특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재료  방법

재료

새송이버섯 분말은 구 시내의 형 마트에서 새송이버

섯을 구입하여 3 mm 두께로 얇게 자른 다음 건조기(TJD 

s-105, 앙정 주식회사, Daegu, Korea)를 사용하여 50oC

에서 5시간 건조한 후 분쇄기(Hallde VCM-41, Kista,  

Sweden)로 분쇄하여 제조하 다. 식빵 재료로 강력분 가

루( 한제분), 설탕(제일제당), 소 (송림염업사), 생이스트

(제니코), 이스트 푸드(삼원 상사), 쇼트닝(웰가), 분유(서울

우유)를 사용하 다.

식빵의 제조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배

합비율은 Table 1과 같다.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은 가

루 량에 해 2.5%, 5.0%, 7.5%, 10.0%의 비율로 하 으며 

반죽 시 물, 소  등은 동일하게 첨가하여 식빵을 제조하

다. 제조공정은 직  반죽법으로 수직형 반죽기(Hobart 

HL200, Ohio, USA)를 이용하여 쇼트닝 외의 모든 재료를 

속으로 10분간 돌린 다음 유지를 첨가하고 다시 속으로 

8분간, 고속으로 2분간 믹싱하 다. 믹싱이 끝난 반죽은 온

도 27oC, 상 습도 80%의 발효기(Dae Young Bakery 

Machinery Co., Seoul, Korea)에서 1시간 동안 1차 발효한 

후 176 g씩 분할한 다음 둥 리기 하여 15분간 실온에서 

Table 1. Ingredient composition of bread containing Pleurotus 
eryngii powder

Ingredients (g)
Pleurotus eryngii powder content (%)

0 2.5 5.0 7.5 10.0

Flour
PEP1)

Water
Salt
Sugar
Yeast 
Yeast food
Shortening
Powdered skim milk

400
0
252
8
24
8
0.8
16
12

390
10
252
8
24
8
0.8
16
12

380
20
252
8
24
8
0.8
16
12

370
30
252
8
24
8
0.8
16
12

360
40
252
8
24
8
0.8
16
12

1)
PEP: Pleurotus eryngii powder.

간발효 하 다. 이어서 식빵 틀에 넣은 후 2차 발효를 온도 

30
oC, 상 습도 80%의 발효기에서 1시간 동안 행한 후 윗불 

180
oC, 아랫불 200oC로 열된 오 (Dea Young Bakery 

Machine Co., Gyeonggi, Korea)에서 30분간 굽고 실온에서 

1시간 방냉한 후 시료로 사용하 다.

반죽의 pH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 반죽

의 pH는 1차 발효한 반죽 10 g에 증류수 90 mL를 가한 후 

homogenizer로 3분간 균질 시킨 다음 pH meter(Mettler,  

Schwerzenbach, Swiss)로 측정하 다.

반죽의 발효팽창력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발

효 팽창력은 Kim 등(20)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믹

싱한 반죽 20 g을 50 mL의 메스실린더에 취해 표면을 평평

하게 한 다음 1차 발효조건인 온도 27oC, 상 습도 80%의 

발효기에서 15분 간격으로 60분간 측정한 후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 다.

발효팽창력(%)＝{(1차 발효 후의 부피－1차 발효 의

부피)/ 1차 발효 의 부피}×100

무게, 반죽수율, 굽기손실율 측정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식빵을 제조한 후 

식빵의 무게를 측정하 고, 반죽수율, 굽기손실율은 다음 식

으로 계산하 다.

반죽수율(%)＝
굽기  반죽의 무게 ×100
구운 후 식빵의 무게

굽기손실율(%)＝
(반죽무게－식빵무게) ×100

반죽무게

식빵의 부피와 비용  측정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부

피는 종자치환법(21)에 따라 측정하 고, 비용 은 다음 식

으로 계산하 다.

비용  (mL/g)＝
식빵의 부피

식빵의 무게

외형  표면 찰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외

형  내부 표면 찰은 식빵을 세로로 15 mm로 잘라 행하

다.

색도 측정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색

도는 색차계(model CR-200, Minolta Co., Osaka, Japan)를 

사용하여 빵껍질의 윗면과 면, 빵의 내부로 나 어 L 

(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 값을 측정하 다. 표

백 은 L=97.71, a=-0.07, b=-0.1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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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 and dough expansion by fermentation of containing various concentrations of Pleurotus eryngii powder

PEP1) pH

Fermentation power of dough expansion

Incubation time (min)

15 30 45 60

0%
2.5%
5.0%
7.5%
10.0%

5.22±0.032)d3)
5.31±0.01cd
5.42±0.08bc
5.55±0.06ab
5.58±0.01a

8.56±0.49aD
8.40±0.14aD
2.83±0.03bD
2.82±0.04bD
2.77±0.10bD

37.95±1.20aC
34.00±2.96aC
14.08±0.28bC
12.85±2.02bC
 9.11±2.39bC

75.25±3.46aB
66.20±3.39aB
39.93±3.37bB
34.28±4.04bB
16.67±0.65cB

113.35±4.59aA
112.60±4.65aA
 80.13±3.64bA
 68.53±0.04cA
 44.39±2.18dA

1)PEP: Pleurotus eryngii powder.
2)Data are expressed as mean±SD.
3)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row (A-D) and column (a-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조직감 측정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조

직감은 rheometer(Compac-100, Sun Rheometer, Tokyo,  

Japan)로 분석하 다. 식빵을 제조하여 실온에서 1시간 방

치한 후 식빵의 앙부 를 20×20×15 mm로 단한 다음 

plunger No. 14를 사용하여 경도(hardness), 응집성(cohe-

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착성(gumminess), 깨짐

성(brittleness)을 측정하 다. Rheometer의 측정조건은 최

하  2 kg, table speed 60 mm/min, 압착률 50%의 조건으

로 측정하 다.

유리아미노산 함량 측정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유

리아미노산 함량은 식빵 1 g에 5% trichloroacetic acid 9 

mL를 가하여 1분간 혼합한 다음 원심분리 하여 얻어진 상층

액을 시료로 사용하여 amino acid analyzer(Hitachi L-8800,  

Tokyo, Japan)로 분석하 으며, 분석조건은 Table 2와 같다.

능검사

시료의 능검사는 남 학교 외식산업학과의 23～26세

의 훈련된 학생 15명을 능검사요원으로 선정하여 실시

하 다. 먼  식별 검사의 측정항목은 빵껍질 색, 빵내부 색, 

기공의 균일한 정도, 향, 단단한 정도, 탄력성, 함, 구수

한 맛에 해 검사하 고, 기호도 검사는 색, 향, 맛, 조직감, 

종합  기호도에 해 7 척도법에 의해 측정하 다.

통계처리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모

Table 2. Amino acid analyzer condition of free amino acid 
analysis from bread containing Pleurotus eryngii  powder

 Column
 Mobile phase
 
 Flow rate
 
 Injection volume
 Detector
 

PF column cation exchange resin
Pump 1: Hydroxide
Pump 2: Ninhydrin
Pump 1: 0.35 mL/min
Pump 2: 0.30 mL/min
10 μL
Channel 1: 570 nm
Channel 2: 440 nm

든 실험결과는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표 편차로 나타내

었으며(유리아미노산은 제외), 통계처리는 SPSS 통계 

package program(statistical package social science, ver-

sion 14.0)을 사용하여 ANOVA를 실시하 다. 측정값 사이

의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정하 다

(p<0.05).

결과  고찰

반죽의 pH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반죽의 pH

는 Table 3과 같다. 1차 발효 후 반죽의 pH는 조구 5.22, 

2.5% 첨가구 5.31, 5.0% 첨가구 5.42, 7.5% 첨가구 5.55, 

10.0% 첨가구 5.58의 순으로 새송이버섯 분말을 첨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증가하 다. 반죽의 pH는 이스트의 활성도

를 측정하는 지표로써 사용되는데 매실 과육(15), 사물탕

(22), 복령 분말(23), 산수유 분말(24)을 첨가한 식빵에서는 

첨가물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반죽의 pH는 유의 으로 감소

하 으나, 칼륨과 같이 알칼리 생성 무기질을 다량 함유한 

함  분말(25)을 첨가한 식빵에서는 첨가물의 양이 증가함

에 따라 pH는 유의 으로 증가하여 본 실험과 동일한 경향

을 나타내었다. 이스트의 발효 속도는 pH, 삼투압  완충작

용의 향을 받는다고 보고되었는데, Oh 등(22)은 일반 으

로 반죽의 pH는 4.7 정도에서 이스트의 활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발효 속도도 최 가 된다고 하 고, pH가 낮을수록 

탄산가스의 양은 증가되지만 pH가 4.0 이하로 낮아지면 Min

과 Lee(12)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고 하 다. 

Min과 Lee(12)는 pH 5.0～5.5의 범 에서 가장 좋은 가스 

보유력이 나타난다고 하 는데 본 연구의 반죽 pH는 5.22～

5.58로 나타나 시료 반죽은 가스를 보유하기에 당한 pH를 

갖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스트의 최  pH 범 를 벗어나고, 반죽의 

가루 비율이 낮아져 gluten 생성량이 감소되므로 5.0% 이상 

첨가구의 경우 빵의 부피 감소에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발효팽창력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반죽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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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ough weight, bread weight, dough yield and baking loss rate of dough and bread containing various concentrations 
of Pleurotus eryngii powder

Pleurotus eryngii  powder content (%)

0 2.5 5.0 7.5 10.0

Dough weight (g)
Bread weight (g)
Dough yield (g)
Baking loss rate (%)

528.00±5.661)
490.00±0.00a2)
107.75±1.15
  7.19±0.99

525.00±1.41
489.00±1.41a
109.37±0.99
  8.57±0.83

525.00±1.41
488.00±2.83a
107.57±0.33
  7.05±0.29

524.00±2.83
487.00±1.41ab
107.59±0.89
  7.06±0.77

525.00±1.41
480.00±5.56b
107.35±0.60
  6.86±0.52

1)Data are expressed as mean±SD.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Volume and specific volume of bread containing various concentrations of Pleurotus eryngii powder

Pleurotus erygnii powder content (%)

0 2.5 5.0 7.5 10.0

Volume (mL)
Specific volume (mL/g)

1515.00±1.921)a2)
   3.09±0.18a

1460.00±8.28a
   3.04±0.02a

1297.00±4.74b
   2.65±0.03b

114.00±0.71c
  2.34±0.14c

940.00±4.14d
  1.93±0.02d

1)Data are expressed as mean±SD.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분 간격으로 60분간 발효시키면서 측정한 발효팽창력은 

Table 3과 같다. 발효팽창력은 모든 첨가구에서 발효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증가하여 60분 후에는 조구가 

113.35%로 팽창력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동일한 발효시간

에서 발효팽창력은 새송이버섯의 분말 첨가량이 증가하면 

감소하 는데, 10.0% 첨가구가 44.39%로 발효팽창력이 가

장 낮았다. 다시마 분말(16)과 자일리톨(26)을 첨가한 식빵

의 경우에서도 다시마 분말과 자일리톨이 이스트 활성을 억

제하여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효팽창력은 본 연구와 동

일하게 감소하 다. 황기 분말(12)과 헤미셀룰라아제를 첨

가한 백련차(20) 식빵에서는 이들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

량이 증가함에 따라 반죽의 발효팽창력이 감소한 이유는 새

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gluten 생성량이 

감소되었고, 반죽의 pH가 가스보유에 당한 pH 범 를 넘

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무게, 반죽수율, 굽기손실율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굽

기  반죽의 무게와 구운 후의 식빵의 무게, 반죽수율  

굽기손실율은 Table 4와 같다. 반죽의 무게는 조구 528 

g～10.0% 첨가구 525 g으로 시료간의 유의 인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그러나 구운 후의 식빵의 무게는 조구가 490 

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 첨가구는 480 g으로 새

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식빵의 무게는 유의

으로 감소하 다.

반죽수율의 경우, 조구 107.75%, 2.5% 첨가구 109.37%, 

5.0% 첨가구 107.57%, 7.5% 첨가구 107.59%, 10.0% 첨가구 

107.35%로 새송이버섯 분말 첨가량이 증가되어도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이는 반죽의 무게와 식빵의 무게가 시료 간

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복령 분말

(23), 산수유 분말(24)을 첨가한 식빵의 경우에는 첨가물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반죽수율이 유의 으로 증가하 으나, 

마늘 분말을 첨가한 식빵(17)에서는 마늘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비용 은 감소하여 첨가물을 달리한 식빵에 따

라 반죽수율의 결과는 차이가 있었다.

굽기손실율은 조구 7.19%～10.0% 첨가구 6.86%로 시

료들 간의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이는 반죽수율과 동일한 

결과로 시료 간 반죽의 무게와 식빵의 무게 차이가 거의 없

었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결과는 황기 분말(12), 사물탕(22)

을 첨가한 식빵의 결과와도 일치하 다. 한편, 매실 과육

(15), 마늘 분말(17), 당귀 분말(27)을 첨가한 식빵에서는 첨

가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굽기손실율이 감소하 는데, Oh 등

(22)은 가열에 의한 수분의 증발과 발효산물의 휘발성 물질

이 휘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 다. 한 헤미셀룰라아

제를 첨가한 백련차(20), 산수유 분말(24)을 첨가한 식빵의 

경우, 첨가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굽기손실율은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첨가물의 종류나 첨가량 등에 따라 식빵의 굽기손

실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부피와 비용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부

피와 비용 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부피의 경우, 조구 

1,515 mL～10.0% 첨가구 940 mL로 조구가 가장 컸으며 

10.0% 첨가구가 가장 낮게 나타나 발효팽창력과 동일한 경

향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조구와 2.5% 첨가구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부피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식빵의 부피는 가

루의 단백질, 특히 gliadin과 glutenin의 비율, gluten의 발달

정도, 첨가물의 종류에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12). 따라서 식빵 제조 시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gluten 생성량이 감소됨에 따른 것으로 사료

되었다. 발아 콩가루(10)와 천연  선인장 분말(13)을 첨가

한 식빵의 경우에서도 천연  선인장 분말과 발아 콩가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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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ternal and internal appearance of bread containing various concentrations of Pleurotus eryngii  powder.

Table 6. Crust and crumb color of bread containing various concentrations of Pleurotus eryngii powder

Pleurotus eryngii powder content (%) 

0  2.5  5.0  7.5 10.0

Crust 
L
a
b

 67.82
 10.82
 26.33

±0.161)a2)
±0.38
±0.18a

 61.77
 11.40
 21.04

±1.28b
±0.55
±1.92b

 55.06
 10.87
 14.12

±0.70c
±0.31
±1.24c

50.99
10.94
13.52

±0.99d
±0.17
±0.33c

 49.49
 10.37
 12.88

±4.10d
±1.03
±1.42c

Crumb 
L
a
b

 84.84
 -1.43
 11.36

±1.03a
±0.10d
±0.37b

 82.50
 -1.21
 11.25

±2.03b
±0.15d
±1.25b

 78.40
 -0.70
 13.20

±1.11c
±0.14c
±0.35a

 77.01
 -0.26
 13.63

±0.57cd
±0.12b
±0.68a

 74.82
  0.26
 14.52

±0.99d
±0.07a
±0.54a

1)Data are expressed as mean±SD.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gluten의 생성을 억제시켜 부피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동일하 다. 한 버섯 의 polyphenol 

화합물(28,29)도 이스트의 생육을 억제하여(30) 식빵의 팽창

을 억제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와는 반 로 

김치 분말(11), 헤미셀룰라아제를 첨가한 백련차(20), 사물

탕(22), 복령 분말(23), 산수유 분말(24)을 첨가한 식빵 등의 

연구에서는 첨가물로부터 유래한 젖산균과 다양한 유기산

에 의하여 첨가물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부피도 함께 증가하

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비용 의 경우, 조구 3.09 mL/g～10.0% 첨가구 1.93 

mL/g의 범 로 나타났는데 조구와 2.5% 첨가구를 제외

하고 새송이버섯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감소하 다. 이는 부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시료 

간 식빵 무게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

다. 발아 콩가루(10), 황기 분말(12), 마늘 분말(17), 당귀 분

말(27)을 첨가한 식빵의 연구에서는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

라 비용 이 감소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 으나, 

헤미셀룰라아제를 첨가한 백련차 식빵(20)에서는 헤미셀룰

라아제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발효팽창력이 증가되어 빵

의 부피  비용 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사물탕을 첨가한 

식빵(22)의 경우에서는 젖은 루텐 함량이 증가하여 비용

은 증가하 으나 시료간의 유의 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외형 표면 찰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외

형  표면은 Fig. 1과 같다.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조구에 비해 첨가구의 부피는 감소하 으

며, 10.0% 첨가구의 외형이 5종의 식빵  가장 작고, 좋지 

않았다. 황기 분말(12)과 양  분말을 첨가한 식빵(31)의 경

우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새송이버섯 첨가량이 증가함

에 따라 껍질색은 차 진해지고, 식빵의 껍질 두께가 두꺼

워지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한 기공의 크기는 커지고 

균일하지 않는 경향을 보 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조구의 

경우 gluten 함량이 높아 발효과정에서 탄산가스의 유지능

력이 높으므로 식빵의 부피가 크며, 기공은 작고 고르게 분

포하게 되지만(32), 반죽에 새송이버섯 분말을 첨가함에 따

라 gluten 생성량이 조구보다 감소되어 탄산가스의 유지

능력이 하되므로 부피가 감소하고, 기공은 불규칙하며 조

직이 거칠어지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색도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색

도는 Table 6과 같다. 새송이버섯 분말의 L값은 91.18, a값은 

-0.59, b값은 9.84의 연한 담황색을 띄었다. 이와 같은 색상의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을 증가함에 따라 먼  빵의 껍질

색의 경우, L값은 조구 67.82～10.0% 첨가구 49.49로 새송

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감소하

다. 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시료들 간의 유의 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았고, 황색도인 b값은 조구 26.33, 2.5% 첨가

구 21.04, 5.0% 첨가구 14.12, 7.5% 첨가구 13.52, 10.0% 첨가

구 12.88로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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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extural characteristics of bread containing various concentrations of Pleurotus eryngii  powder

Pleurotus eryngii  powder content (%)

0 2.5 5.0 7.5 10.0

Hardness
Cohesiveness
Springness
Gumminess
Brittleness

146.23±5.171)e2)
 79.03±1.65a
 92.49±2.49a
 39.15±13.17d
 36.26±12.26d

290.22±6.53d
 73.17±5.80a
 90.86±1.21ab
 86.85±6.69c
 79.00±7.11c

469.56±22.42c
 63.15±2.65b
 89.40±0.24bc
148.26±7.49b
131.16±5.05b

708.15±102.74b
 62.79±3.51b
 88.50±1.10bc
180.66±42.64b
161.46±37.64ab

880.54±17.99a
 57.89±1.02b
 87.16±1.84c
223.94±19.11a
195.36±19.42a

1)Data are expressed as mean±SD.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감소하 지만 5.0%～10.0% 첨가구 사이에서는 유의 인 차

이가 없었다.

빵의 내부색의 경우, L값은 새송이버섯 분말 첨가량이 증

가함에 따라 조구 84.84, 2.5% 첨가구 82.50, 5.0% 첨가구 

78.40, 7.5% 첨가구 77.01, 10.0% 첨가구 74.82로 감소하 으

며, a값은 조구 -1.43～10.0% 첨가구 0.26으로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증가하 다. b

값은 조구 11.36～10.0% 첨가구 14.52로 새송이버섯 분말

의 첨가량과 비례하여 증가하 다.

빵의 색도는 첨가한 식품 본연의 색, 당의 양과 종류, pH, 

온도 등의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27), 사물탕

(22), 당귀 분말(27), 단감 분말(33)을 첨가한 식빵에서는 첨

가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빵 내부의 L값은 감소하고 a값과 

b값은 증가하 다. 늙은 호박 분말을 첨가(34)한 식빵 내부

의 L값과 a값은 감소하고 b값이 증가하 으며, 쑥 분말을 

첨가한 식빵(35)에서는 껍질의 L, a, b값이 모두 감소하

으나, 내부의 L값은 감소하 고 a와 b값은 증가하 다. 

한 황기 분말 식빵(12)의 연구에서는 빵껍질의 L값은 감소

하 고, a값은 증가하 으며, b값은 유의 인 차이가 없었

고 내부의 L값은 감소하 으며 a와 b값은 유의 으로 증가

하 다.

조직감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조

직감은 Table 7과 같다. 경도는 조구 146.23 g/cm2, 2.5% 

첨가구 290.22 g/cm2, 5.0% 첨가구 496.56 g/cm2, 7.5% 첨가

구 708.15 g/cm
2, 10.0% 첨가구 880.54 g/cm2의 순으로 조

구가 가장 낮았고,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증가하 다. 황기 분말(12), 다시마 분말

(16), 마늘 분말(17), 자일리톨(26)을 첨가한 식빵에서도 첨

가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증가하여 본 실험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복령 분말(23), 산수유 분말(24), 헤

미셀룰라아제를 첨가한 백련차(20) 식빵의 경우에는 첨가물

의 양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하 다. 빵의 

경도는 기공의 발달 정도와 빵의 수분 함량  부피의 향

을 받는데 기공이 발달된 빵은 부드럽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일반 으로 경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2). 응집성은 

조구 79.03 g, 2.5% 첨가구 73.17, 5.0% 첨가구 63.15, 7.5% 

첨가구 62.79, 10.0% 첨가구 57.90 g로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는데, 조구와 2.5% 첨가

구 사이에는 통계학 으로 유의 인 차이가 없었고, 5.0% 

첨가구～10.0% 첨가구 사이에서도 유의 인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마늘 분말(17), 복령 분말(23), 산수유 분말(24)을 

첨가한 식빵의 경우에는 본 결과와 동일하게 첨가물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감소한다고 보고되었고, 발아 콩

가루(10), 황기 분말(12), 사물탕(22)을 첨가한 식빵의 경우

에는 첨가물의 양이 증가하여도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탄력성도 조구가 92.49 g로 가장 높았고, 10.0% 첨가구는 

87.16 g로 가장 낮아 새송이버섯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감소하 다. 마늘 분말(17), 사물탕(22)을 

첨가한 식빵 등의 경우에서는 첨가물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탄력성은 감소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동일하 으나, 황기 

분말을 첨가한 식빵(12)의 경우에는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

라 탄력성은 높아졌으나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착성과 

깨짐성은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증가하 다. 발아 콩가루를 첨가한 식빵(10)의 경우

에는 콩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으나, 율무

와 녹차의 첨가량을 달리한 식빵(36)에서는 첨가량이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 다. 식빵의 조직감은 첨가물의 종류와 

성질  첨가량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유리아미노산 측정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유

리아미노산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조구에서는 Glu, Asp, 

Ala의 순으로, 새송이버섯 분말 첨가구에서는 Glu, Ala, Lys

의 순으로 유리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었다. Glu와 Ala는 

맛난맛과 단맛이 나는 아미노산으로 알려져 있는데(37), 새

송이버섯 분말이 증가함에 따라 조구에 비해 각각 1.3～

1.9배, 1.7～3.8배 함량이 증가하 다. 한편 유리아미노산 함

량은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으나, Asp는 외 으로 감소하여 부분의 유리아미노산

과는 다른 경향을 보 다. 한 첨가구 의 유리아미노산 

에는 Lys과 같이 곡물에 부족한 필수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아 새송이버섯 분말을 첨가함으로써 양학 으로도 우

수한 식빵의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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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escriptive test of bread containing various concentrations of Pleurotus eryngii powder

Pleurotus eryngii  powder content (%)

0 2.5 5.0 7.5 10.0

Crust color
Crumb color
Aircell uniformity
Flavor
Hardness
Springiness
Moistness
Palatability

 2.11±0.851)a2)
 1.70±0.68a
 5.52±1.41a
 2.66±1.07d
 2.50±1.38d
 4.52±1.94a
 5.47±1.28a
 2.64±1.49c

3.47±1.12b
3.76±1.14b
4.00±1.36b
3.83±0.93c
3.25±0.96cd
3.23±1.56b
4.17±1.55b
3.76±1.09b

4.70±0.84b
4.58±0.93b
3.64±1.76b
4.66±0.65b
4.00±0.95bc
3.17±1.23b
3.58±1.50bc
4.47±1.32b

5.05±0.74c
4.88±1.16c
3.47±1.47b
5.00±0.73b
4.41±0.99b
3.11±1.96b
3.52±1.80bc
4.64±0.86ab

6.52±0.71d
6.41±0.87d
3.29±1.79b
6.16±0.57a
5.66±0.49a
2.70±1.31b
2.76±1.75c
5.41±1.62a

1)Data are expressed as mean±SD.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8. Free amino acid of bread containing various con-
centrations of Pleurotus eryngii  powder (mg/100 g)

Amino acid
Pleurotus eryngii  powder content (%)

 0.0  2.5 5.0 7.5  10.0

P-Ser
Asp
Thr 
Ser
Glu
Ala
Ile
Leu 
Tyr
Phe 
GABA
NH3
Lys 
His 
Arg 
Val 
Others

  1.80    
 13.20
  1.10
  1.20
 20.80
 10.30
  0.80
  2.00
  2.90
  1.60
  2.40
  6.20
  5.30
  0.30
  7.40
  5.20
 20.50

  2.80
 13.20
  2.80
  3.30
 26.00
 17.70
  4.30
  7.10
  5.10
  5.60
  3.00
  8.30
 10.50
  1.40
 10.20
  9.70
 29.00

3.20
10.30
5.40
6.60
28.90
24.50
7.00
13.00
6.90
8.90
3.20
6.80
18.50
2.60
14.50
13.90
38.80

3.80
8.10
7.60
8.50
34.50
30.90
8.80
16.80
8.40
11.10
4.30
7.60
22.80
3.30
17.60
16.90
48.40

4.20
6.70
10.70
12.00
39.10
38.80
11.50
22.10
10.70
14.20
4.90
7.40
28.30
4.60
21.40
20.50
56.60

Total  103.0  160.0 213.0 259.4 313.7

능검사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식

별 검사와 기호도 검사의 결과는 Table 9, Fig. 2와 같다. 

껍질색의 경우, panel은 조구 2.11～10.0% 첨가구 6.52로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껍질색이 진해

지는 것으로 식별하 으며, 빵의 내부색도 조구 1.70～ 

10.0% 첨가구 6.41로 빵 껍질색과 동일한 경향을 보 다. 

발아 콩가루(10)와 청국장 분말(14)을 첨가한 식빵 색의 경

우도 첨가구들이 조구보다 유의 으로 높았다. 기공의 균

일한 정도의 경우, 조구가 5.52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

며, 첨가구에서는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

라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향과 단단한 정도는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 으로 증가하 다. 그러

나 탄력성은 조구가 4.52로 가장 높았고, 새송이버섯 분말

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지만 첨가구들 간에는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함의 경우, 조구는 5.47의 값으

로 가장 높았으며, 2.5% 첨가구 4.17～10.0% 첨가구 2.76으

로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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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ference test of bread containing various concen-
trations of Pleurotus eryngii powder. 

a-c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d test.

맛난맛은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는데, 이는 새송이버섯에서 유래한 glutamic acid와 같은 

유리아미노산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기호도 검사의 경우, 색은 조구 5.16～10.0% 첨가구 

4.00으로 조구에서 5.0% 첨가구 사이에서는 유의 인 차

이가 보이지 않았고, 새송이버섯 분말을 5.0% 이상 첨가할

수록 기호도는 낮아졌다. 향에서는 2.5% 첨가구가 4.83으로 

가장 선호되었으며, 10.0% 첨가구는 3.50으로 가장 선호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맛에서는 5.0% 첨가구가 가장 선

호되었으나 2.5% 첨가구와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조직감

의 경우, 2.5% 첨가구가 가장 선호가 높았으며, 10.0% 첨가

구가 가장 낮게 선호되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인 기호도에

서는 2.5% 첨가구가 6.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 첨가

구> 7.5% 첨가구> 조구> 10.0% 첨가구의 순으로 나타났

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2.5% 첨가구가 껍질과 내부의 색, 

향, 맛이 강하지 않으며, 조직감은 가장 좋았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되었다.

요   약

새송이버섯 분말을 2.5%, 5.0%, 7.5%, 10.0%로 첨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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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한 새송이버섯 식빵의 발효특성을 평가하 다. 새송이

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반죽의 pH는 유의 으

로 증가하 으나, 발효팽창력은 감소하 다. 그리고 식빵의 

무게는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으나, 반죽의 무게, 반죽수율  굽기손실율은 유의 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피와 비용 은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다. 크기는 새송이버섯 분

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고, 단면의 기공은 

크기가 커지고 불균일해졌다. 색도의 경우 새송이버섯 분말

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껍질색의 L값과 b값은 감소하

지만, a값은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빵의 내부색의 L값은 

감소하 으며, a와 b값은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과 비례

하여 증가하 다. 조직감의 경우에는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

가가 경도, 깨짐성, 성을 유의 으로 증가시켰으며, 응집

성과 탄력성은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유리아미노

산 함량의 경우, Glu가 모든 항목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었으

며, Asp를 제외한 모든 아미노산은 새송이버섯 분말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식별 검사의 경우, 새송이버섯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색, 향, 단단한 정도, 맛난맛

의 값은 증가하 으나, 기공의 균일한 정도, 탄력성, 함

에서는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호도 검사의 경우, 

색에서는 조구～5.0% 첨가구가 유의 인 차이 없이 선호

되었으며, 향과 조직감에서는 2.5% 첨가구가 가장 선호되었

다. 맛에서는 2.5%～5.0% 첨가구가 시료간 유의 인 차이 

없이 높은 선호도를 보 다. 종합 인 기호도 값은 모든 항

목에서 높은 수를 받은 2.5% 첨가구가 가장 높았는데, 이

상의 결과로부터 새송이버섯 분말을 2.5% 첨가하여 식빵을 

제조하면 버섯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맛, 향, 조직

감뿐 아니라 다양한 생리기능 기능성을 갖는 식빵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새송이버섯 분말을 첨가한 

식빵의 기능성에 한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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