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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톨개 모자반(Myagropsis myagroides) 추출물 첨가에 의한

빵의 저장성 증진 및 품질 향상 효과

이청조·최정수1·송유진·이소영2·김꽃봉우리·김서진·윤소영·이소정
박나비·정지연·곽지희·김태완3

·박년호4
·안동현*

부경대학교 식품공학과/식품연구소, 1경남정보대학 제과제빵조리전공, 2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연구단
3안동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4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Effect of Myagropsis myagroides Extracts on Shelf-life and Quality of B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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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helf-life and quality of breads made with 0.5, 1 and 2% of
Myagropsis myagroides fermented ethanol extracts (MOE). The total microbial count in breads made with 2% MOE
decreased to about 1.6 log cycles as compared to that of breads not containing MOE. The protection index measured by
rancimat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quantity of MOE in the breads. During the storage period, the pH value was
not different between breads containing MOE and breads not containing MOE. The lightness and redness of the breads
de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quantity of MOE, while the yellowness increased. In the sensory evaluation, the breads
containing 0.5% MOE were more preferred than the breads not containing MO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addition
of 0.5% MOE to breads has a good effect on improving the shelf-life and overall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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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사회, 문화적 변화의 영향으로

현대인의 식생활이 간편화, 서구화되면서 주식으로써 빵의 이용

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웰빙(well-being)문화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빵류 제품에서도

건강, 기능성에 대한 요구에 맞추어 기존의 제품과는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이 개발 및 출시되고 있다(1). 또한 빵의 가공, 저장

및 유통과정 중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 합성 보존료는

식품에 잔류하여 급만성 독성,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2), 합성 보존료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로 인해 규정된 유통기한 내에도 부패현상이 발생하여

상당량이 반품되거나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3). 이러한 문제점

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안전성이 입증된 기능성 천연소재를

이용하여 기능성 증진뿐만 아니라 부패 미생물의 생육억제를 통

한 저장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

다. 생리활성을 가지는 연자육(4), 연잎분말(5), 함초(6), 미강(7),

소나무잔나비버섯 균사체 배양액(8) 및 생약 복합물(9) 등의 기

능성 부재료를 첨가하여 빵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주

를 이루며 propolis(10), 풋마늘(11) 및 솔잎 발효액(12)을 빵에 첨

가하여 빵의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또한 쌀겨, 발효쌀겨 및 쌀겨유를 이용한 제품(13)과 올

리브유를 이용한 제품(14) 등 지방대체 원료 개발에 대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한편,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에는 육상 생

물과는 다른 대사작용과 생체방어계를 가진 다양한 해양 생물들

이 서식하고 있다(15). 그 중 해조류는 다량의 무기질과 비타민

을 함유하고 있으며, 다당류의 함량이 높아 체내의 중금속을 흡

착하여 배출시키는 효과(15)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높은 페놀함

량과 유리 라디칼 소거능을 통한 항산화효과(16)와 항균효과(17)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식품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

고 있다. 특히 갈조류는 fucoidan, alginic acid 및 laminarin과 같

은 점질성 다당류가 많이 함유되어 항암효과(18), 항혈액응고효

과(19) 및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효과(20)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예로 다시마는 항산화(16), 항균

(17) 및 항당뇨효과(21) 등의 생리활성이 보고되어 있으며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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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쿠키(22), 빵(23) 등 식품가공분야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꽈배기 모자반(24), 패(25) 등 다양한 갈조류의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톨개 모자반은 모자반과에 속하는 갈조류이며 다년생으로 봄

에 성숙하며 주로 우리나라 남해안과 일본에 서식한다. 현재까지

외톨개 모자반에 대한 연구로는 항고혈압활성(26), 간손상보호

(27), 항응혈성효과(28) 등이 보고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식품산

업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빵의 저장성 및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

는 기능성 천연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빵에 외톨개 모자반 발효

주정 추출물을 첨가하여 저장성 증진 및 품질 향상 효과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외톨개 모자반(Myagropsis myagroides)은 부

산 기장에서 채취한 것으로 담수로 깨끗이 수세하고 동결 건조

한 후, 이를 분말상태로 잘게 분쇄하고 진공 포장하여 −70oC에

서 저장하며 사용하였다.

외톨개 모자반 발효주정 추출물의 제조

분말상태의 외톨개 모자반을 일정량 취해 당분의 발효에 의해

생산되는 95% 발효주정을 10배 가한 후 shaker(H-0802, Dongwon

science co., Busan, Korea)로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교반하여 추

출하였다. 이를 원심분리기(UNION 32R, Hanil Co., Incheon,

Korea)를 이용하여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취하고 잔사는 동일한 방법으로 10배의 발효주정을 가해 2회 반

복 추출하였다. 3회 반복하여 추출한 상층액은 여과지(Advantec

5A, Advantec MFS, Inc., Irvine, CA, USA)로 여과하여 rotary

evaporator(RE200, Yamato Co., Tokyo, Japan)로 1/10 농축물을

제조한 뒤 −20oC에서 보관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모닝빵의 제조

모닝빵의 제조는 Table 1의 배합비에 따라 직접반죽법으로 제

조하였다. 쇼트닝을 제외한 0.5, 1 및 2%의 외톨개 모자반 추출

물과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저속에서 2분간 혼합한 후 쇼

트닝을 넣고 저속에서 1분, 중속에서 7분간 회전시켜 반죽을 제

조하였다. 이를 온도 28oC, 상대습도 75%의 조건에서 50분 동안

1차 발효한 후 20 g씩 둥글리기하여 온도 28oC, 상대습도 75%에

서 50분 동안 2차 발효하였다. 그 후 상부온도 200oC, 하부온도

190oC의 컨벡션 오븐(DK303, Daekyo Co., Seoul, Korea)에서 10

분 동안 구워서 실온에서 방냉시킨 후 polyethylene film 봉지에

함기포장하여 온도 25oC, 상대습도 75%의 incubator(Dongwon

science Co., Busan, Korea)에서 6일간 저장하며 실험하였다.

일반세균 및 곰팡이수 측정

모닝빵의 내, 외부를 2 g씩 무균적으로 취하여 멸균 PBS액을

10배 가하고 homogenizer(AM-7, Ace homogenizer, Nihonseiki,

Japan)를 이용하여 1000 rpm에서 1분간 균질화한 후 10배 희석법

으로 희석하였다. 일반세균수는 희석된 시료를 plate count agar에

도말하여 37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생성된 집락을 계수하여

측정하였으며, 곰팡이수는 희석된 시료를 potato dextrose agar에

도말하여 25oC에서 3-5일간 배양한 후 생성된 집락을 계수하여

측정하였다(24).

Rancimat에 의한 산화안정도

유지 산화안정도 실험은 rancimat(743, Metrohm Co., Herisau,

Swis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를 분쇄한 후 80 mesh체

로 걸러서 반응용기에 시료 0.5 g과 lard oil 2.5 g을 취한 후, 80oC

에서 시간당 20 L의 여과된 공기를 주입해서 산화시켰다. 이때

발생하는 aldehyde, ketone 등의 휘발성 산화생성물을 65 mL의 증

류수가 든 흡수용기에 이행시켜 전기전도도 변화에 의한 유도기

간을 측정하였다. 산화안정도 비교를 위해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

은 시료를 대조구로 하여 산출한 Protection Index(PI)로 나타냈다.

                    처리구의 유도기간
Protection Index(PI) =

 무처리구의 유도기간

pH측정

시료 빵을 믹서기로 1분간 분쇄하여 5 g 취한 후, 증류수 50

mL과 혼합하여 10000 rpm에서 2분 동안 homogenizer(AM-7, Ace

homogenizer, Nihonseiki, Japan)를 이용하여 균질화한 다음 pH

meter(HM-30V, TOA, Kobe, Japan)로 측정하였다.

색도

1 cm 두께로 시료 빵의 표면부를 제거하고 내부를 취하여 분

쇄한 뒤, 3.5 g을 cell에 채워 넣어 색차계(JC801, Color techno

system Co., Tokyo, Japan)로 L*, a*, b*값으로 색도를 측정하였

다. 이 때 사용된 표준백판의 값은 L*=93.73, a*= −0.12, b*=0.11

이었다.

관능평가

외톨개 발효주정 추출물이 빵의 관능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숙달된 14명의 panel들(부경대학교 식품공학전공

식품자원개발실험실원, 남 2명, 여 12명, 20-28세)을 대상으로 하

여 제조 직후의 빵으로 color(outside, inside), inner shape, smell,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의 6가지 항목을 7점 점수법으로

매우 좋다는 7점, 매우 싫다는 1점으로 평가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에 대한 통계처리는 SAS software(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에서 평균값을 분산분석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법에 따라 시료간의 유의적 차이를 검

정하였다.

Table 1. Recipe for preparation of the breads1) (Unit: g)

Ingredient Control A B C

Hard flour 100 100 100 100

Water 45 44.5 44 43

Dry yeast 4 4 4 4

Sugar 15 15 15 15

Salt 2 2 2 2

Shortening 12 12 12 12

Skim milk powder 4 4 4 4

Whole egg 20 20 20 20

Myagropsis myagroides extract - 0.5 1 2

1)Control, untreated; A, bread with 0.5% MOE; B, bread with 1.0%;
C, bread with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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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일반세균수 및 곰팡이수

빵은 높은 온도와 열을 이용하여 굽는 제품이므로 대부분의 미

생물은 사멸하지만 내부에 존재하는 소수의 내열성 균이나 저장

및 유통과정 중 오염된 미생물에 의해 빵의 부패가 진행되게 된

다(29). 이에 외톨개 모자반 추출물이 빵의 저장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모닝빵을 6일간 25oC에 저장하며 일반

세균수와 곰팡이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1, 2% 첨가구에서 저

장기간 전반에 걸쳐 미생물의 생육이 억제되었다. 일반세균수의

경우 0.5% 첨가구에서는 무첨가구에 비해 약 1 log cycle 정도

높은 균수를 보였지만, 1, 2% 첨가구에서는 저장 3일째까지 일

반세균이 관찰되지 않았다. 저장 6일째에 2% 외톨개 모자반 첨

가구의 일반세균수가 1.8×102 CFU/g으로 6.91×103 CFU/g인 무첨

가구에 비해 약 1.6 log cycle 정도 균수가 감소되었다(Table 2).

곰팡이수 측정 결과, 저장 3일째까지는 모든 실험구에서 곰팡이

가 관찰되지 않았고 저장 6일째에 외톨개 모자반 추출물 첨가구

의 곰팡이 수는 무첨가구에 비해 약 1 log cycle 정도 낮게 나타

났다(Table 3). 빵을 부패시키는 대표적인 미생물로는 Bacillus속

균주를 들 수 있는데(30), 외톨개 모자반 추출물은 Bacillus subtilis

균주에 항균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31)되어 외톨개 모자반 첨

가에 의해 생균수가 감소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0.5% 첨가구에서는 다소 효과가 낮았지만 1, 2% 첨가구에서 균

의 증식이 억제되는 것으로 보아 항균효과를 가지는 꽈배기 모

자반 추출물(24)과 백작약(32) 및 풋마늘(11) 첨가에 의한 저장성

향상 연구에서 첨가농도에 의존적으로 세균의 증식이 억제되었

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Rancimat에 의한 산화안정도

빵에 있어서 지질은 반죽을 부드럽게하고 풍미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빵의 저장 및 유통과정 중 산소와 접촉으로

인해 지질이 산화되어 빵의 품질 및 풍미를 저하시키게 된다. 이

에 외톨개 모자반 추출물이 빵의 산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rancimat을 이용하여 산화안정도를 측정하였다. Rancimat

에 의한 산화안정도 측정은 유지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하면서 공

기를 주입하여 유지가 산화되어 발생하는 aldehyde, ketone 등의

휘발성 산화생성물에 의해 변화된 증류수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하

여 유도기간을 산출해 내는 원리로 일정조건에서 유지의 산화안

정도를 알 수 있는 장치이다(33). 이를 이용하여 산화안정도를 측

정한 결과, 모든 외톨개 모자반 추출물 첨가구가 무첨가구에 비해

높은 산화안정도를 보였다(Table 4). 특히 산화가 많이 진행된 저

장 6일째의 경우 0.5, 1, 2% 첨가구에서 산화보호지수가 각각 1.10,

1.17, 1.56으로 외톨개 모자반 추출물 첨가농도에 의존적으로 지질

산화 억제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올리

브유를 기질 유지로 한 rancimat 측정에 있어 carotenoid와 chloro-

phyll의 함량과 유도기간이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34)결과로

미루어 볼 때 외톨개 모자반에 존재하는 색소성분인 chlorophyll과

carotenoid(35)에 의해 PI값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흑미

와 녹차 혼합분을 첨가한 빵에서 anthocyanin 색소성분에 의해 지

질산화가 억제된 연구(36)와 함초 첨가로 인해 빵의 지질산화가

억제되었다는 연구(7) 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외톨개 모자반 추

출물의 첨가를 통해 빵의 지질산화를 억제하여 빵류 제품의 저장

및 유통 기간을 연장시킴과 동시에 빵의 풍미저하를 억제하여 품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H

빵 반죽 시 효모의 활성 pH는 4.5-5.5로 첨가된 원료의 pH는

효모의 발효속도에 영향을 미쳐 빵의 품질특성을 좌우하게 된다

(37). 이에 pH 3.39의 외톨개 모자반 추출물이 빵의 품질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빵의 pH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외톨개 모자반 추출물 첨가구의 경우 pH가 5.70-5.77

로 무첨가구의 5.70-5.79와 비교하여 비슷하였고 저장기간 전반

에 걸쳐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이는 함초분말을 첨가

한 식빵에 관한 연구(7) 결과와 유사하며 양파분말을 식빵에 첨

가하여 추출물 자체가 가지는 pH에 의해 빵의 pH가 감소한다는

연구(38) 결과와는 대조적인 결과였다. 이는 외톨개 모자반 추출

물의 첨가농도가 2% 이하의 소량이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으로 사료된다.

Table 2. Changes in viable cell count of the breads1) treated with

Myagropsis myagroides extracts                               (Unit: CFU/mL)

Untreated 0.5% 1% 2%

0 Day2) 1.50×101 1.00×101 - -

3 Days 3.50×101 2.90×102 - -

6 Days 6.91×103 1.73×103 2.85×103 1.80×102

1)Refer to Table 1.
2)After cooling and before air packing.

Table 3. Changes in mold cell count of the breads1) treated with

Myagropsis myagroides extracts                               (Unit: CFU/mL)

Untreated 0.5% 1% 2%

0 Day2) - - - -

3 Days - - - -

6 Days 3.79×103 1.95×102 2.25×102 1.10×102

1)Refer to Table 1.
2)After cooling and before air packing.

Table 4. Protection factor of breads1) treated with Myagropsis

myagroides extracts

Untreated 0.5% 1% 2%

0 Day2) 1.00±0.10Ba 1.26±0.20ABa 1.76±0.39Aa 1.53±0.00ABa

3 Days 1.00±0.18Ba 1.18±0.07ABa 1.23±0.10ABa 1.42±0.01Aa

6 Days 1.00±0.17Ba 1.10±0.02Ba 1.17±0.07Ba 1.56±0.08Aa

1)Refer to Table 1.
2)After cooling and before air packing.
A-BMeans in the same row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5. pH value of the breads1) treated with Myagropsis
myagroides extracts

Untreated 0.5% 1% 2%

0 Day2) 5.70±0.01Ab 5.72±0.03Aa 5.75±0.02Aa 5.77±0.04Aa

3 Days 5.78±0.01Aa 5.76±0.03Aa 5.71±0.01Ba 5.65±0.01Cb

6 Days 5.79±0.02Aa 5.74±0.00ABa 5.70±0.03Ba 5.74±0.01Aa

1)Refer to Table 1.
2)After cooling and before air packing.
A-CMeans in the same row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b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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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도

외톨개 모자반 추출물을 첨가한 빵의 색도를 Table 6-8에 나타

내었다. 갈조류는 chlorophyll과 carotenoid, flavonoid 색소에 의해

서 독특한 색을 나타내며 저장 및 가공 중에 변색된다(39). 외톨

개 모자반 추출물을 첨가한 빵 내부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 명도

(L*)와 적색도(a*)는 외톨개 모자반 추출물의 첨가농도가 증가할

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6-7). 반면 황색도(b*)의 경우에는 첨가

농도에 의존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저장기간에 따른 유

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8). 이러한 색도의 변화는 외

톨개 모자반에 존재하는 chlorophyll과 carotenoid 등의 색소성분

에서 유래(35)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꽈배기 모자반 추출물

(24), 파래(39), 다시마가루(40), 감잎(41) 등의 첨가에 따른 빵의

명도 감소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율무(42), 녹차가루(43)를

첨가한 빵의 경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황색도(b*)가 증가한다는

실험결과와 유사하였다.

관능평가

외톨개 모자반 추출물을 첨가하여 모닝빵을 제조하고 함기포

장 전 색, 형태, 향, 맛, 질감 및 전체적 기호도의 6개 항목에 대

한 관능검사 결과를 Table 9에 나타내었다. 외톨개 모자반 추출

물 첨가 시 빵의 외부색상은 0.5% 첨가구가 무첨가구에 비해 높

은 점수를 받았으며, 내부 색상의 경우에는 모든 첨가구가 무첨

가구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향에서는 0.5, 1% 첨가구가 무첨가구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2% 첨가구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외톨개

모자반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조류 특유의 향기성분

인 함황화합물에 의해 낮은 기호도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44).

맛의 경우 0.5, 1% 첨가구가 5.08와 4.67로 4.50인 무첨가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빵에 파래분말 첨가 시 아미

노-카르보닐 반응이 증가하였다는 연구(39) 결과와 유사한 것으

로 외톨개 모자반 추출물의 첨가에 의해 아미노-카르보닐 반응이

증가되어 다양한 풍미가 생성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질감에

있어서는 0.5, 1, 2% 첨가구가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0.5,

1% 첨가구가 5.58로 4.50인 무첨가구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전체적 기호도에서도 0.5, 1% 외톨개 모자반 추출

물 첨가구가 무첨가구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

는 감초와 강황 추출물을 첨가한 식빵에 관한 연구(45)와 민들레

잎분말을 첨가한 식빵의 관능적 특성 향상과 유사한 결과였다

(46).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외톨개 모자반 발효주정 추출

물을 0.5-1% 정도 첨가하면 빵의 관능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요 약

외톨개 모자반 발효주정 추출물을 0.5, 1, 2% 농도로 첨가하여

제조한 모닝빵의 저장성, 품질 및 관능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6

일간 25oC에 저장하며 일반세균수와 곰팡이수를 측정한 결과 저

장기간 전반에 걸쳐서 외톨개 모자반 추출물 첨가농도에 의존적

으로 미생물의 생육이 억제되었다. 또한 외톨개 모자반 추출물

첨가농도가 증가할수록 지질산화 억제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색도의 경우 추출물의 첨가 농도가 증가할수록 명도와

적색도는 감소하여 어두워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면 황색도의

경우 농도에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관능평가결과 전체적 기호

도에서 0.5, 1% 첨가구가 무첨가구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

며, 특히 0.5% 첨가구가 맛과 질감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외톨개 모자반 발효주정 추

출물을 0.5-1% 정도 첨가할 경우 저장성, 품질 증진 및 관능 개

선에 효과가 있었다.

Table 6. Lightness of the breads1) treated with Myagropsis

myagroides extracts

Untreated 0.5% 1% 2%

0 Day2) 72.44±0.75Ab 70.03±0.17Bb 67.88±0.30Cb 64.91±0.40Db

3 Days 74.78±0.00Aa 72.07±0.12Ba 69.92±0.39Ca 66.57±0.04Da

6 Days 75.62±0.33Aa 72.46± 0.08Ba 70.34±0.58Ca 67.02±0.41Da

1)Refer to Table 1.
2)After cooling and before air packing.
A-DMeans in the same row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b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7. Redness of the breads1) treated with Myagropsis myagroides

extracts

Untreated 0.5% 1% 2%

0 Day2) 3.30±0.18Ab 2.34±0.04Bc 1.71±0.06Cb 1.09±0.07Dc

3 Days 3.66±0.07Aab 2.77±0.02Bb 2.33±0.04Ca 1.58±0.11Db

6 Days 3.89±0.11Aa 2.93±0.01Ba 2.52±0.17Ca 2.11±0.02Da

1)Refer to Table 1.
2)After cooling and before air packing.
A-DMeans in the same row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8. Yellowness of the breads1) treated with Myagropsis

myagroides extracts

Untreated 0.5% 1% 2%

0 Day2) 20.40±0.14Da 23.40±0.45Ca 25.20±0.47Ba 27.12±0.10Aa

3 Days 19.77±0.21Da 23.03±0.31Ca 24.47±0.26Ba 26.78±0.09Ab

6 Days 20.18±0.24Ca 23.13±0.24Ba 24.32±0.91ABa25.66±0.08Ac

1)Refer to Table 1.
2)After cooling and before air packing.
A-DMeans in the same row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9. Sensory evaluation of the breads1) treated with
Myagropsis myagroides extracts (0 Day2))

Untreated 0.5% 1% 2%

Color (outside) 4.83±0.94A 5.00±0.74A 4.58±0.67A 3.83±0.94B

Color (inside) 4.67±0.89A 4.92±0.51A 5.00±0.85A 4.83±1.40A

Inner shape 5.00±0.74A 4.83±0.94A 4.83±0.72A 4.25±0.97A

Smell 4.75±0.87A 5.08±0.67A 5.00±0.60A 4.67±1.44A

Taste 4.50±0.52A 5.08±0.90A 4.67±1.37A 3.50±1.45B

Texture 4.50±0.90B 5.58±0.67A 5.58±0.51A 5.42±0.51A

Overall
acceptability

4.75±0.75B 5.42±0.67A A5.00±0.85AB 3.33±0.78C

1)Refer to Table 1.
2)After cooling and before air packing.
A-CMeans in the same row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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