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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잎분말 첨가가 빵반죽의 이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영호*
 

· 조남지

혜전대학 호텔제과제빵과

Effects of Mulberry Leaf Powder on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Bread Dough

Young-Ho Kim* and Nam-Ji Cho

Department of Hotel Baking Technology, Hyejeon College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bread dough with added mulberry
leaf powder. The crude protein, fiber and ash contents of the mulberry leaf powder were 21.25%, 7.70% and 9.27%
respectively. The mulberry leaf-mixed powder showed low lightness and redness values and high yellowness. Farinograph
water absorption increased as the mulberry leaf powder content increased. Both arrival and development times of the
mulberry leaf powder-added dough were longer than those of wheat flour dough. As the mulberry leaf powder content
increased, the degree of weakness increased. Maximum viscosity by amylograph analysis increased gradually with the
addition of mulberry leaf powder, while gelatinization temperature was not affected. Degree of extension decreased as
shown in extensograph analysis with increasing content of mulberry leaf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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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기능성식품이나 생리활성 영양소 등 건강지향 식품에 관

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의 섭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

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등에 의하면 예로부터 뽕나무(Morus alba

L.)는 민간에게 이용되어져 왔으며 뽕잎은 동양의 전통생약으로

발산작용이 있고, 풍열을 없애고, 간장을 맑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당뇨병을 예방·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뽕잎에는

flavones, steroid, triterpenes, 아미노산, 비타민과 다량의 무기질과

DNJ, GABA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뽕잎에 함유되어 있는 fla-

vonoid 중 rutin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어 고혈압을 예방하

는 효과가 있다(1). 뽕잎의 성분에는 혈당강하가 입증되어 당뇨

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2) 뽕잎을

혐기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혈당강하 성분으로 알려진 1-deoxynojir-

imycin의 양을 증가시켜 혈당강하 효과가 증가됨이 확인되었다

(3). 혈압강하제로서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하는 γ-aminobutyric acid

가 비교적 풍부하다고 보고되어 있으며(4) Asano 등(5)은 뽕나무

로부터 질소함유 단당류 물질을 분리하여 이들의 α-glucosidase의

활성억제를 검색하였다. 따라서 뽕잎은 건강소재 식품으로서 활

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건강식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빵의 품질과 기능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 제빵에 여러 가지 기능성 재료를 첨가한 연구

가 있다. 복합분의 경우는 보리, 옥수수, 감자, 고구마 및 탈지겨

등(6,7)과 콩 복합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8). Sidwell과

Hammerle(9)과 Stillings 등(10)은 단백질의 영양 강화를 위해 물

고기의 농축단백질과 lysine을 첨가한 반죽의 특성과 빵의 품질

변화를 조사하여 영양적 효과가 우수함을 보고하였다. Kim 등

(11)은 미강 식이섬유가 첨가된 밀가루의 리올로지에 대해 조사

하였고, 천연물질을 이용한 빵 제조는 솔잎추출물(12)과 미생물

(13)이나 효소(14)를 이용한 품질 개선 연구 등이 보고되어 있다.

Hwang 등(15)과 Wang 등(16)은 밀기울의 이용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열처리한 밀기울의 화학적 조성, 식이섬유 성분과 기능특성

등에 관한 보고를 하였으나 뽕잎가루 첨가빵 제조에 대한 반죽

물성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뽕잎가루 첨가빵 제조 시 뽕잎가루 첨가로

인하여 흡수율, 혼합성, 탄력성, 발효내구력 등 반죽의 이화학적

물성 특성변화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하기 위

한 새로운 원료 첨가, 배합비 조정, 제조공정 변화 등 제빵 시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여 뽕잎가루 첨가빵의 제조방법을 정립하

고 품질 특성과 식미가 우수한 뽕잎가루 첨가빵을 제조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밀가루(Daehan Flour Mills. Co., Seoul, Korea) 강력분 1급품을

사용하였으며 뽕잎분말은 충북 양잠조합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 반죽 배합비의 뽕잎분말 첨가량은 베이커 퍼센트(b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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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기준 밀가루 100%에 대해 0, 0.5, 1, 2, 3 및 4%로 각각

달리하여 첨가하였다.

일반성분

일반성분은 AOAC 방법에 따라 수분 함량은 105oC의 상압가

열건조법(17), 조회분은 550oC의 직접회화법(18), 조단백질 함량

은 micro-Kjeldahl 법(19), 조지방 함량은 Soxhlet 추출법(20)으로

측정하였다. 조섬유는 Prosky 등(21)의 방법으로 total dietary fiber

측정용(Sigma Co., St. Louis, MO, USA)시약을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아미노산

아미노산 성분 분석은 Bidlingmeyer 등(22)의 방법에 의해 일

정량의 시료를 6 N-HCl 용액과 혼합하여 질소 충진 후 110oC에

서 24시간 동안 가수분해한 후 50 mL로 정용하였다. 이를 0.45 µ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20 µL를 취하여 진공 건조하였다. 건

조된 시료에 methanol:water:triethylamine(2:2:1) 용액 30 µL를 첨

가하여 2차 건조한 후 여기에 유도체 시약 methanol:triethylamine

:H2O:phenyl isothiocyanate=7:1:1:1, V/V)을 30 µL 가하여 20분간

방치한 후 3차 건조하였다. Methanol 30 µL를 첨가하여 다시 건

조하고 sodium acetate buffer(pH 6.4)로 재용해하였다. 이를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Waters Co., Mil-

ford, MA, USA)를 사용하여 Table 1의 조건에서 분석하였다.

무기질

무기질 성분 분석은 건식회화법으로 하였다. 즉 시료를 550oC

에서 4시간 동안 회화시킨 후 0.2 N HNO3 용액에 용해하여 100

mL로 정용한 후 여과하였다. 분석은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 Model JY 38 Plus, Jobin-Yvon Activa, Longjumeau

Cedex, France)를 사용하여 Table 2와 같은 조건으로 하였다.

입자의 크기

입도 분포는 LS particle size analyzer(Coulter LS 100, Beck-

man Culter Inc., Brea, CA, USA)를 이용하였다. 분산을 위한 용

매는 isopropyl alcohol을 사용하였고 부피(%)에 대한 입자직경으

로 측정했다. 부피를 100%로 하고 40 µm에서 900 µm까지의 입

자 직경을 측정하여 입도의 평균값, 최빈치 및 총 표면적을 계산

하였다.

색도

색도는 CR-200 Chroma Meter(Minolta Co., Osaka, Japan)를 이

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뽕잎분말은 배합비율에 따라 Kitchen

aid mixer(Kitchen Aid Inc., Model K5SS, St. Joseph, MI, USA)

로 5분간 혼합한 후 색도를 측정하고 Hunter system에 의하여 명

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 값으로

나타내었다. L값은 0(검정색)에서 100(흰색)까지, a값(적색도)은 -

80(녹색)에서 100(적색)까지, b값(황색도)은 -70 (청색)에서 70(황

색)까지 측정하였다. 표준판은 백색판을 사용하였고 이 백색판이

나타내는 L, a, b는 각각 89.2, 0.923, 0.783이었다. Hunter scale

에 의한 총색도(∆E, total color difference)는 측정된 L, a, b 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pH

pH 측정은 시료 10 g을 각각 취해 250 mL 비이커에 넣고 100

mL 증류수를 가한 다음 균일하게 혼합하고 25oC에서 30분간 방

치 후 상등액을 pH-meter(420A, Thermo Orion, Beverly, MA,

USA)로 측정하였다.

초미세구조 분석

뽕잎분말, 밀가루 및 반죽의 초미세구조는 전압 15 kV의 전자

현미경(S-2400, Hitachi, Tokyo, Japan)으로 관찰하였으며, 반죽은

믹싱 후와 2차 발효 후 구분하여 동결 건조시켜 사용하였다.

파리노그래프 특성

뽕잎분말 첨가시료의 파리노그래프 특성은 AACC방법(23)에

따라 Brabender Farinograph(Duisburg, Germany)를 사용하였다.

Farinograph mixing bowl을 30±0.2oC로 유지하고 시료는 수분함

량 14.0% 기준으로 300 g을 사용하였고, 곡선의 중심선이 500

B.U.(brabender unit)에 도달하도록 증류수를 가하였다. 그리고 흡

수율, 반죽도달시간, 반죽형성시간, 안정도 및 약화도 등을 측정

하였다.

아밀로그래프 특성

뽕잎분말 첨가시료의 아밀로그래프 특성은 AACC방법(24)에

따라 Brabender Visco/Amylograph(Duisburg, Germany)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시료 65 g(수분 14%기준)에 증류수 450 mL를 첨

가한 후 현탁액으로 하여 사용하였다. 25oC부터 95oC까지 1.5oC/

min로 승온시키면서 점도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개시온도는 25oC

부터 시작하여 호화개시온도, 최고점도온도 및 최고점도의 특성

값을 측정하였으며 호화개시 온도는 초기점도가 10 B.U.에 도달

하는 온도로 나타내었다.

익스텐소그래프 특성

뽕잎분말 첨가시료의 익스텐소그래프 특성은 AACC방법(25)에

따라 Brabender Extensograph(Duisburg, Germany)를 사용하였다.

시료 300 g(수분 14%기준)을 파리노그래프 혼합기에 넣고 파리

노그래프의 흡수율보다 2-5%의 적은 양의 증류수에 소금 2%(6

g)를 용해시킨 용액을 사용하였다. 1분간 혼합한 다음 5분간 방

치하고 다시 반죽을 시작하여 파리노그래프 500 B.U.에 곡선의

중심이 도달하도록 필요에 따라 흡수량을 조절하였다. 반죽이 끝

난 다음 150 g(2개)의 반죽을 extensograph rounder에서 20번 정도

둥글리기를 하여 원통형으로 성형하였다. 이를 30±2oC의 발효조

∆E ∆L
2

∆a
2

∆b
2

+ +=

Table 1. Operating conditions for analysis of amino acid by

HPLC

UV/VIS detector 254 nm

Column: Water pico-tag column (3.9×150 mm, 4 µm)

Column temp.: 40oC

Mobile phase eluent A: 0.14 M sodium acetate trihydrate 

Mobile phase 0.05% trithylamine

Mobile phase (pH 6.4 with phosphoric acid)

Mobile phase eluent B: 60% acetonitrile

Table 2. Operating conditions for analysis of mineral by ICP

Nebulizer pressure 3.5 bar for Meinhard type C

Aerosol flow rate 0.3 L/min

Auxiliary gas
0.3 L/min for multielement analysis of aqueous 
solutions 

Cooling gas 12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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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45, 90 및 135분간 발효시킨 후 각 시간마다 반죽의 신장

도, 저항도 및 전체면적을 측정하였다. 신장도(E)는 시작점으로부

터 끝까지의 거리(mm), 저항도(R)는 그래프의 최고 높이(B.U.)로

나타내며 이들 비율은 R/E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통계 처리는 Window 용 SAS 8.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산분

석(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으며, Duncan의 다중 범위검정

법(Du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유의성을 검정하여 p값은 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26).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밀가루 및 뽕잎분말의 일반성분은 Table 3과 같다. 조단백질은

밀가루 12.46±0.06%, 뽕잎분말이 21.25±0.19%로 밀가루보다 높

았다. 조섬유소는 밀가루 0.18±0.02%, 뽕잎분말은 18.23±0.15%로

함량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회분은 밀가루가 0.41±0.07%인데

비해 뽕잎분말은 7.27±0.09%로 매우 높았다. 따라서 뽕잎분말을

첨가한 빵은 우수한 무기영양분, 단백질 및 섬유소 공급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료인 밀가루와 뽕잎분말의 pH는 각각

5.80±0.03, 6.67±0.02로 뽕잎분말이 밀가루보다 높았다. 뽕잎분말

은 무기질 및 pH가 높고 비교적 많은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뽕잎분말 첨가는 발효 및 반죽 혼합 시 반죽 물성변화가

예측된다. 이스트의 발효 속도는 첨가된 원료의 pH에 영향을 받

는 것으로 제빵에서 pH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27) 뽕잎분말 pH가 높게 나타나 이스트 발효를 저해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발효시간 변화 및 pH 조정을 위한 산성

제 첨가 등 발효측면에서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섬유소와 회분은 반죽과 성형 후 제빵 시 점탄성을 저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글루텐 및

산화제를 포함한 제빵개량제를 첨가하는 등 공정변화 및 배합비

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미노산

밀가루 및 뽕잎분말의 아미노산 조성은 Table 4와 같다. 밀가

루는 glutamic acid와 proline의 함량이 높았으며 lysine 및 threo-

nine 등의 함량은 낮았다. 밀가루의 glutamic acid는 글루텐을 이

루는 주된 아미노산으로 반죽 내에서 다른 아미노산과 수소결합

을 이루어 결속력 및 탄력성을 증가시켜 반죽 형성에 가장 큰 역

할을 하며, 반죽의 탄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아미노산은

proline으로 알려져 있다(28). 뽕잎분말의 아미노산은 glutamic acid

가 1,613.76±78.45 mg으로 제일 많았으며 다음은 aspartic acid,

leucine, glycine 및 lysine이었고, cystine, methionine은 낮았다. 특

히 밀과 밀가루에 제한 아미노산인 lysine의 경우 뽕잎분말은

732.60±39.45 mg으로 밀가루의 156.53±25.30 mg보다 많이 함유되

어 있다. Sidwell과 Hammerle(9)과 Bae와 Rhee(29)는 밀가루의 제

한 아미노산을 보충하기 위해 대두분, lysine 및 methionine 등을

혼합하여 단백질의 영양가 등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

다. 따라서 뽕잎분말을 빵에 첨가함으로써 다양한 아미노산 및

lysine 등을 보강하는 영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기질

밀가루와 뽕잎분말의 무기질 함량은 Table 5와 같다. 밀가루에

서 인이 85.63±13.89 mg%로 함량이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칼륨,

칼슘 및 나트륨이었고 그 밖의 무기질인 철, 아연 및 망간은 상

Table 3. Composition of wheat flour and mulberry leaf powder

 
Moisture

(%) 
Ash
(%)

 Crude protein
(%)

 Crude fat
(%)

 Crude  fiber
(%)

pH

Wheat flour 13.8±0.051) 0.41±0.07 12.46±0.06 1.23±0.18 0.18 ±0.02 5.80±0.03

Mulberry leaf powder 10.2±0.021) 7.27±0.09 21.25±0.19 2.95±0.07  18.23±0.15 6.67±0.02

1)The values are means±SD of three experimental data.

Table 4. Total amino acid composition of wheat flour and
muberry leaf powder                                                          (mg/100 g) 

Amino acid  Wheat flour  Mulberry leaf powder

Aspartic acid  272.53±25.461)  1,273.09±75.12

Threonine  177.88±24.58  583.75±35.30

Serine  342.29±28.45  595.71±31.05

Glutamic acid  3,443.00±35.78  1,613.76±78.45

Proline  794.13±22.45  582.07±36.89

Glycine  241.02±18.52  672.22±29.26

Alanine  177.19±25.34  674.64±35.86

Cystine  94.42±20.45  44.35±6.25

Valine  269.73±36.28  681.30±42.6

Methionine  72.08±18.45  34.30±5.12

Isoleucine  231.53±29.46  547.79±38.26

Leucine  475.09±35.23  949.92±55.27

Tyrosine  93.35±15.46  412.83±28.45

Phenylalanine  351.26±29.65  626.03±45.35

Histidine  154.44±19.45  347.12±25.12

Lysine  156.53±25.30  732.60±39.45

Arginine  203.29±35.89  618.06±48.25

Total  7,549.76±356.45  10,989.54±550.56

1)The values are means±SD of three experimental data.

Table 5. Mineral composition of wheat flour and mulberry leaf powder (mg/100 g)

 K Na Ca Mg P Fe Mn Cu Zn

Wheat  flour 040.52±2.562) 12.27±2.24 0,20.36±3.54 05.15±1.24 85.63±13.89 00.47±0.04 0.38±0.04 0.04±0.01 0.03±0.02

M.P1) 826.25±24.26 76.02±3.45 1,762.53±98.56 426.25±38.48 299.2±24.15 17.62±2.78 12.06±1.56  1.34±0.03  3.82±0.04

1)MP: mulberry leaf powder
2)The values are means±SD of three experi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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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적었다. 밀가루는 밀에 비해 무기질 함량이 상당이 적

게 함유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의 무기질이 외피와 호분층에 존

재하고 있는데 제분시 상당량이 손실되기 때문이다. 뽕잎분말에

서 무기질 함량은 높았다. 뽕잎분말은 칼슘 1,762.53±98.56 mg, 칼

륨은 826.25±24.26 mg으로 밀가루의 칼슘 20.36±3.54 mg, 칼륨

40.52±2.56 mg보다 각각 170배와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뽕잎분말을 빵에 첨가함으로써 밀가루에 부족한 무기

질 공급원으로 효과적일 것이다.

입자크기

밀가루 및 뽕잎분말의 입자크기 분포는 Table 6과 같다. 입자

크기의 중앙값은 밀가루가 65.73±2.85 µm이고 뽕잎분말은 24.80±

2.45 µm, 단위 부피당 표면적은 밀가루가 4,041±10.25 cm2/mL, 뽕

잎분말은 9,552±54.89 cm2/mL로 나타나 입자크기 분포는 밀가루

보다 뽕잎분말이 다소 미세한 입자분포 형태를 나타내었다. 뽕잎

가루는 중앙값과 평균값의 차이가 크게 보여 입자분포가 넓게 나

타났다. 뽕잎가루는 불용성 미세한 입자로 반죽 형성과정에 글루

텐 망상구조에 보다 많이 분산되어 반죽 물성의 점탄성을 약화

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1과 같이 밀가루는 작은 입자와 큰 입자로 분산되어 있고

큰 입자 그룹은 50-150µm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작은 입자는 큰 입자보다 다소 적은 양으로 1-10 µm 그룹과 20-

50 µm 그룹으로 분산되어 구분되어 있다. 이는 Kwon과 Ahn(30)

이 보고한 강력분의 입자크기 분포도와 유사하였다. 뽕잎분말의

입자크기 분포도는 0.4-30 µm 범위로 구성된 작은 그룹과 30-

400 µm 까지 큰 그룹으로 넓게 분산되어 있어 작은 입자와 큰

입자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제빵에서 첨가되

는 원료의 입자크기는 수화속도와 글루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밀가루의 입자크기가 미세할수록 흰색을 띠고 수화속도가 빨라진다.

색도

밀가루에 뽕잎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혼합한 가루의 색도는

Table 7과 같다. 뽕잎분말 첨가량 증가에 따라 색의 밝기를 나타

내는 L값은 대조구가 92.46±0.42이었다. 뽕잎분말을 2.0, 4.0% 혼

합한 가루는 85.32±0.33와 81.63±0.29로 유의성을 보였고, 뽕잎분

말이 많을수록 총색도 ∆E값은 높아져 전반적인 밝기는 어두운

색상을 띠었다. 황색도인 b값은 대조구 9.05±0.15에서 뽕잎분말

2.0, 4.0% 첨가시 각각 14.76±0.13, 17.34±0.16로 뽕잎분말을 증가

하였을 때 값이 높게 나타났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에서 대조

구는 -0.93±0.21, 뽕잎분말을 2%에서 4%로 증가 시 -4.30±0.18,

-5.12±0.19로 음의 값이 커지는 유의성을 나타내어 녹색으로 짙

Table 6.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wheat flour and mulberry leaf powder

 Mean (µm) Median (µm) Mode (µm)  Specific surface area (cm2/mL)

Wheat flour 066.95±2.121) 65.73±2.85 89.79±3.56 4,041±10.25

Mulberry leaf powder 67.11±5.86 24.80±2.45 30.73 ±1.89 9,552±54.89

1)The values are means±SD of three experimental data.

Fig. 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wheat flour (A) and mulberry

leaf powder (B).

Table 7. Color values of flour blended with mulberry leaf powder 

 Mulberry leaf powder (%)

0 0.5 1.0 2.0 3.0 4.0

L1) 92.46±0.425)a6) 89.75±0.38a 87.88±0.31ab 85.32±0.33b 83.01±0.36b 81.63±0.29bc

a2) -0.93±0.21ac0 -2.84±0.12ab -3.50±0.25bc -4.30±0.18bc -4.82±0.20bc -5.12±0.19cc

b3) 9.05±0.15bc 11.25±0.09b 12.93±0.18bc 14.76±0.13ab 16.57±0.14a 17.34±0.16ac

∆E4) 0.00d 3.98±0.19cc 6.52±0.24bc 9.74±0.21ab 12.68±0.23ac 11.96±0.21ac

1)L: degree of lightness (white 100↔0 black)
2)a: degree of redness (red +100↔-80 green)
3)b: degree of yellowness (yellow +70↔-80 blue)

4)  (total color difference)

5)The values are means±SD of three experimental data.
6)Different letters(a-b)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E ∆L
2

∆a
2

∆b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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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뽕잎분말 첨가빵은 천연의 녹색을 나타낼 것이다.

가루의 초미세구조

밀가루와 뽕잎분말의 초미세구조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

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밀가루는 전분 입자들이 원형모양의 형

태로 관찰되었고 단백질은 전분 입자를 덮고 있으면서 이들은 하

나의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분의 입자 크기는

5-20 µm의 다양한 크기로 나타났다. 뽕잎분말은 건조된 잎이 분

쇄된 형태로 약간 길쭉한 모양을 하면서 다양한 크기의 입자들

로 분산되어 있었다.

반죽의 초미세구조

뽕잎분말을 첨가한 반죽의 초미세구조는 Fig. 3과 같다. 혼합

후 대조구의 초미세구조를 나타낸 Fig. 3(A)는 protein-starch

matrix로 형성되어 크고 작은 전분 입자가 불규칙적으로 밀도 있

게 잘 분포되어 있었고 표면이 매끄럽고 깨끗한 상태였다. 크고

작은 전분 입자는 반죽내부에 형성된 protein matrix와 상호 작용

하면서 분포되어 있고 전분 입자 크기는 큰 것이 직경 15-25 µm

정도이고 작은 전분입자는 2-10 µm로 크기가 다양하였다. 이는

Parades-Lopez와 Bushuk(31)이 보고한 잘 형성된 반죽과 유사한

모양이었다. 발효 후 반죽의 구조는 protein-starch martix의 구조

가 약간 흐트러져 보였고 가스 발생으로 인해 기공 커지면서 전

분입자를 덮고 있던 단백질 막이 벗겨져 있었고 matrix 내부에는

작은 기공들이 나타났다. 뽕잎분말을 첨가한 반죽은 Fig. 3(C,D,E,F)

와 같이 뽕잎분말 함량의 증가에 따라 단백질 matrix 구조가 엉

성하며 불안정하게 나타났다. 전분입자와 protein-matrix 상호간의

결합 형태도 밀가루 반죽과 달리 연속적인 matrix를 형성하지 못

하여 반죽의 점탄성, 오븐스프링 및 가스 보유력 상태는 정상의

밀가루 반죽과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뽕잎분말을 3.0% 첨가 시

혼합 후의 matrix 구조는 더욱 불연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나

타났다. 발효 후에는 matrix 구조가 파열된 상태로 관찰되어 가

스 보유력이 크게 저하됨이 예측되었으며 이는 반죽구조가 제대

로 형성되지 못한 구조(32)와 유사한 상태로 제빵성 저하와 함께

품질에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뽕잎분말 첨가량을 3.0%

이상 증가할 경우 혼합 시 글루텐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가스 보

유력이 저하되고 탄력성과 신장성의 결여로 인하여 빵의 팽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파리노그램 특성

뽕잎분말 첨가량에 따른 파리노그램은 Fig. 4, 특성치는 Table

8과 같다. 대조구인 밀가루의 흡수율은 63.1±0.3%였으나 뽕잎분

말을 1.0, 2.0% 첨가한 경우는 64.1±0.2, 65.4±0.3%였고, 3.0,

4.0% 첨가는 각각 66.3±0.3, 66.9±0.3%로 뽕잎분말이 증가할수록

흡수율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밀가루의 흡수율은 제빵의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로서 일반적으로 파리노그래프에 의

하여 결정된다. 밀가루의 흡수율은 여러 인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주로 단백질, 펜토산 함량, 입도 및 손상전분 등에 영향

을 받는다(33). 쌀, 옥수수 및 전분 등을 첨가하면 밀가루 단백질

의 희석 효과로 흡수율은 낮아지고(34) 영양강화를 위해 보리가

루, 분리대두단백, whey protein(35) 등과 식이섬유가 함유된 곡

분을 첨가하면 흡수율이 증가된다(36). 본 실험에서 흡수율의 증

가는 뽕잎분말에 함유된 식이섬유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증가하면 수화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감안하

면 뽕잎분말의 미세한 입자 또한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Sych 등(37)은 반죽 혼합 시 첨가되는 수분 함량을 증가시키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뽕잎분말 첨가에 의

한 수분 함량의 증가는 노화지연 효과와 품질수명 연장에 도움

이 될 것이다. 반죽의 수화 속도를 나타내는 반죽도달시간은 뽕

잎분말 0.5% 첨가 시는 대조구의 1.5분과 같았으나 2.0, 4.0% 증

가 시는 각각 2.3±0.2, 2.5±0.2분으로 대조구보다 시간이 연장되

었다. 뽕잎분말 증가에 따라 반죽 도달시간이 길어진 것은 입자

가 미세한 뽕잎분말이 밀가루와 혼합된 상태에서 밀가루의 수화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1,500) of a fresh mixed

dough and fermented dough added with mulberry leaf powder. 

Fig. 2.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1,000) of wheat flour
and mulberry leaf powder. (A) Fresh mixed dough of 100% wheat
flour, (B) fermented dough of 100% wheat flour, (C) fresh mixed
dough with 1.0% mulberry leaf powder, (D) fermented dough with
1.0% mulberry leaf powder, (E) fresh mixed dough of 3.0%
mulberry leaf powder, (F) fermented dough with 3.0% mulberry leaf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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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해하여 초기의 글루텐 형성을 지연시키는 방해 물질로 작

용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반죽형성시간은 1.0% 첨가까지는 대

조구의 5.0분과 같았으나 2.0, 3.0, 및 4.0%로 증가 시 각각

5.5±0.3, 6.0±0.2, 및 6.5±0.2분으로 시간이 길어졌다.

파리노그래프에서 혼합에 의해서 글루텐의 연속적인 망상구조

를 형성하면서 점탄성이 생겨 반죽의 최고 형성점에 도달하는 시

간이 반죽형성시간이다. 밀 단백질의 gliadin은 반죽형성시간을 줄

이고 약화도를 증가시키며 탄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glutenin은 그

반대의 작용을 한다(38). 뽕잎분말 첨가량 증가 시 반죽형성시간

이 길어진 것은 글루텐의 탄성에 의한 영향이 아니라 뽕잎분말

혼합 시 밀가루의 수화속도를 지연시키며, 글루텐 형성의 방해

및 희석 인자로 작용하여 정상적인 글루텐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소요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반죽의 안정도는 밀가루

가 15분이었으나 뽕잎분말 1, 2% 첨가 시는 각각 10±0.4, 7.0±0.3

분이며 3, 4% 첨가는 각각 6.5±0.2, 6.0±0.3분을 나타내어 뽕잎분

말 증가에 따라 안정도가 급격히 짧아졌다. 안정도는 밀가루 반

죽에 대한 저항도를 가리키는 지표가 되며 Lindborg 등(39)은 반

죽의 힘이 강하면 높은 안정도를 갖고 힘이 약한 밀가루는 낮은

안정도를 가지면서 제빵성이 떨어져 빵의 부피가 감소한다고 하

였다. 이는 Kim 등(40)의 밀과 쌀보리 복합분이 밀가루의 흡수

율을 증가시키고 반죽의 안정성을 감소시킨다는 보고와 유사하

였다. 약화도는 대조구가 40 B.U.인데 비하여 뽕잎분말 0.5%는

60±5.0 B.U., 2.0%는 100±5.0 B.U.였고 3.0%인 경우는 125±5.0

B.U.로 뽕잎가루가 증가할수록 약화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2%이

상의 뽕잎분말을 첨가한 반죽은 준강력분에 가까운 성질을 보였

다. 특히 뽕잎분말 3.0% 이상 첨가된 반죽은 안정도 및 반죽 저

항도가 매우 약해 쉽게 과반죽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는 반죽의 초미세구조 사진 Fig. 3(E,F)에서 관찰된 것과 일치

함을 알 수 있었다. 뽕잎분말 증가에 따라 안정도의 감소, 약화

도의 큰 증가로 반죽의 힘이 약해져서 제빵성에 문제점이 일어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산화제와 같은 반죽 개량제

를 첨가하고(41) 반죽의 혼합시간, 발효시간 조절 및 배합비 등

제빵공정에 변화를 주어 제빵시 뽕잎 분말 첨가에 따른 문제점

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밀로그램 특성

뽕잎분말 첨가량을 달리한 아밀로그램은 Fig. 5와 같고 특성값

은 Table 9와 같다. 뽕잎분말 첨가시 호화개시온도 및 최고점도

온도는 대조구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고점도는 제빵과정 중

α-amylase의 활성을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되는데 최고점도 값이

높아지면 α-amylase 활성도가 낮고, 최고점도 값이 낮아지면 α-

amylase 활성도가 높다. 본 실험에서 대조구의 최고점도가 780±10

B.U.였다. 뽕잎분말 0.5% 첨가시 최고점도는 880±8 B.U., 1.0%

첨가시 900±10 B.U.로 증가하고, 2.0% 첨가 이후에는 810±10

B.U.로 다시 감소하였다. 양잠산물 중에는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

하는 당 분해효소(α-glycosidase)에 대한 억제제들이 존재한다. 이

들 당분해 억제제들은 deoxynojirimycin류 11종, fagomine류 2종,

arabinitol류 2종, ribitol, calystegin, tropane 등으로 뽕잎가루와 누

에가루에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물질들은 α-

glycosidase 활성을 억제하여 혈당강하의 효과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밀로그램의 점도는 효소의 활성도와 전분의 팽윤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전분입자의 팽윤 정도는 현탁액의

pH 즉 알카리성에서 크게 촉진된다. 본 실험에서 최고점도의 상

승은 뽕잎분말에 존재하는 α-glycosidase 활성 억제제가 밀가루의

Fig. 4. Farinograms of wheat flour added with mulberry leaf

powder (MP) at various levels.

Table 8. Farinogram characteristics of wheat flour added with mulberry leaf powder at various levels.

 Mulberry leaf powder (%)

0 0.5 1.0 2.0 3.0 4.0

Abs.1) (%) 63.1±0.36)a7 63.4±0.3a 64.1±0.2a 65.4±0.3ab 66.3±0.3ab 66.9±0.3ab

A.T.2)  (min) 01.5±0.2ab 01.5±0.2ab 01.7±0.1ab 02.3±0.2a 02.5±0.3a 02.5±.0.2a

D.T.3) (min) 05.0±0.2ab 04.5±0.2b 05.0±0.2ab 05.5±0.3ab 06.0.±0.2a 06.5±0.2a

Sta4) (min) 0.15±0.3a 0.13±0.5a 0.10±0.4b 07.0±0.3bc 06.5±0.2bc 06.0±0.3c

W.K.5) (B.U.) 0.40±5.0d 0.60±5.0c 0.80±5.0bc .100±5.0b .125±5.0a .135±5.0a

1)Abs.: water absorption
2)A.T.: arrival time
3)D.T.: development time
4)Sta.: stability
5)W.K.: weakness
6)The values are means±SD of three experi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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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amylase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뽕잎분말 첨가에 따라 최고점도

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뽕잎분말 첨가량이 2.0% 이상부

터 최고점도가 다시 낮아지는 것은 뽕잎분말의 증가로 인해 α-

amylase 활성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으며 뽕잎분말 증가는 전분의

희석 효과와 불용성 물질인 뽕잎분말의 미세한 입자들이 호화겔

의 점도를 저하시키는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익스텐소그래프 특성

뽕잎분말을 첨가한 반죽의 익스텐소그램은 Fig. 6과 같고 특성

값은 Table 10과 같다. 일반적으로 강력분은 박력분에 비하여 저

항도(R, resistance) 및 신장도(E, extension)의 값이 크며 R/E 값은

높은 경향을 보이며 저항도와 신장도의 균형은 반죽의 가스 보

유력에 중요하다. Table 10의 대조구의 저항도는 45분에 560±10

B.U., 90분 경과시 610±12 B.U., 135분 경과 후에는 700±5 B.U.

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신장도 값은 처음 45분

183±10 mm, 90분 170±8 mm, 135분 경과 후는 162±5 mm로 짧아

졌다. Fig. 6의 대조구는 저항도와 신장도가 균형을 이루어 가스

보유력이 좋으며 제빵성에 적당함을 제시하고 전형적인 강력분

의 모양을 보였다. 뽕잎분말 첨가 시 발효시간이 45, 90, 135분

까지 경과함에 따라 저항도가 증가하였으나 신장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이는 밀가루 반죽은 발효에 의하여 탄성과

점성이 증가되며 신장도는 감소한다는 Hoseney 등(42)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뽕잎분말을 0%와 4.0% 첨가 시 45분 후를 각각 비

교하면, 신장도는 183±10 mm에서 119±10 mm, 저항도는 560±10

B.U.에서 430±8 B.U.로 전체면적은 133±5 cm2에서 96±4 cm2로 각

각 감소되는 변화를 보였다. 또한 시간이 경과한 135분 후에도

신장도는 162±5 mm에서 116±3 mm로, 저항도는 700±5 B.U.에서

630±6 B.U.로 전체면적은 149±3 cm2에서 73±3 cm2로 뽕잎분말이

Fig. 5. Amylograms of wheat flour added with mulberry leaf

powder (MP) at various levels.

Table 9. Amylogram characteristics of wheat flour added with mulberry leaf powder at various levels

 Mulberry leaf powder (%)

0 0.5 1.0 2.0 3.0 4.0

S.T.1)  (oC) 25.0±05)a6) 25.0±0a 25.0±0a 25.0±0a 25.0±0a 25.0±0a

G.T.2)  (oC) 59.5±1.5a 59.5±1.6a 59.5±1.2a 59.5±1.4a 59.5±1.2a 59.5±1.3a

M.T.3)  (oC) 90.0±1.5a 90.0±1.4a 90.5±1.6a 90.0±1.5a 91.0±1.8a 91.0±1.4a

M.V.4) (B.U.) .780±10b .880±8a .900±10a .810±10ab .830±7ab .810±12ab

1)S.T.: starting temperature
2)G.T.: gelatinization temperature
3)M.T.: temperature at max. viscosity
4)M.V.: max. viscosity

Fig. 6. Extensograms of dough added with mulberry leaf powder

(MP) at various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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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수록 신장도, 저항도 및 전체면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뽕잎분말을 첨가하는 경우는 반죽의

가스 보유력과 발효내구력이 밀가루만 사용할 경우보다는 저하

되는 반죽 물성을 보였다. 이와 같이 뽕잎분말 첨가는 가스 보유

력이 저하되고 제빵시에 발효시간의 증가와 함께 제품의 부피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신장도와 저항도 값의 비율인 R/E 값

의 변화는 Fig. 7과 같다. R/E 값은 뽕잎분말 2.0% 첨가까지는

증가하다가 3.0% 이상은 발효시간이 경과하면서 다시 감소하는

경향으로 불안정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R/E는 그 값

이 적을수록 힘이 약한 박력분인 경향이 있다. 저항도 값이 큰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저항도의 증가가 현저한 것은 제빵 공정

에서 반죽이 쉽고 좋은 빵이 된다. 또한 신장도가 크고 저항도가

낮은 것은 약한 반죽의 특성을 나타내며 가스 보유력도 낮아진

다. 뽕잎가루 첨가시 R/E 값이 높아진 것은 뽕잎분말의 섬유소,

입도 등 성분 특성으로 인해 수화 속도는 뽕잎분말이 밀가루 보

다 늦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반죽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밀가루에 수화된 수분이 뽕잎분말로 재분산 이동됨으로써 반

죽이 경직되어 저항도가 커지게 되고 R/E 값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요 약

뽕잎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뽕잎가루 첨가빵 제조시 반죽의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뽕잎분말의 조단백질은 21.25±0.19%

로 밀가루의 12.46±0.06%보다 높았으며, 조섬유는 18.23±0.1%로

밀가루에 비해 높은 함량을 보였고, 반죽의 초미세구조는 뽕잎분

말 첨가량 증가 시 글루텐의 망상구조가 불연속적이고 파열된 상

태로 불안정하였으며 반죽 혼합 시 글루텐 형성을 저해하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반죽의 물리적 특성인 파리노그램의 반죽도달

시간은 뽕잎분말 증가 시 대조구에 비해 시간이 다소 연장되었

으며 반죽형성시간은 길어졌고, 안정도는 뽕잎분말 2.0% 이상 첨

가구부터 낮았으며 약화도는 증가하였다. 아밀로그램 특성의 호

화개시온도는 뽕잎분말 증가 시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최

고점도온도는 뽕잎분말 첨가구와 대조구와의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며 최고점도는 뽕잎분말 증가 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익스텐소그램 특성은 뽕잎분말 첨가량 증가시 반죽의 저항도는

크게 감소하였고 신장도의 값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였다.

신장도와 저항도 값의 비율인 R/E값의 변화는 뽕잎분말 증가에

따라 시간 경과 시 R/E값은 감소하였으며, 뽕잎분말을 첨가하는

경우는 반죽의 가스 보유력과 발효 내구력이 밀가루만 사용할 경

우보다는 구조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빵시 반죽의 점탄성

을 보완하는 산화제, 제빵개량제 등 새로운 원료를 첨가하는 배

합비 수정 및 공정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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