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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steamed bread by the number of
times through the fermentation process. The number of fermentations varied from 1 to 5 while the steamed
bread was prepared by measuring the duration of fermentation, and samples were analyzed in terms of general
ingredients, physical properties, in vitro starch hydrolysis, protein digestibility, and sensory characteristics. Five
times of fermentation resulted in significantly higher water content (p<0.01), and single fermentation led to
the highest protein content (p<0.01). Protein levels decreased as fermentation was repeated. Single fermentation
gave the lowest specific bread volume (p<0.05) and it increased with the number of fermentation times. Physical
properties also varied with the number of times of fermentation. With more fermentation, hardness, gumminess,
and chewiness decreased (p<0.01), whereas resilience (p<0.01) and cohesiveness (p<0.05) increased. In vitro
starch hydrolysis was higher with 5 times of fermentation than with single to 3 times of fermentation (p<0.05).
Protein digestibility was also higher with 5 times of fermentation (p<0.05). In sensory evaluations, whiteness
scores were higher with 4 to 5 times of fermentation (p<0.01) whereas scores for crumb uniformity were lower
with 4 and 5 times of fermentation. Moistness (p<0.01), cohesiveness (p<0.01), and chewiness (p<0.05) showed
their highest scores with 4 times of fer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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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스팀빵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오래 전부터 소비되

었으며 중국 한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증병(蒸餠,

Chinese steamed bread, CSB)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발효시

킨 빵 반죽을 증기(steam)에 찐다는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

(1). 스팀빵은 중원의 찜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발달하였고

중국 북방 사람들의 약 2/3가 소비하는 주식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주로 손으로 제조되고 있다(2). 국내에서는 스

팀빵의 형태로 찐빵이 소비되고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의 스

팀빵 제조법과 다른 것은 빵 반죽에 팥 앙금, 야채 등을 넣고

이스트와 화학팽창제를 동시에 사용한다(3).

스팀빵은 주로 이스트를 발효시킨 빵으로 반죽 시, 글루텐

막 내에서 CO2가 생성되어 반죽이 팽창하게 하는데 이때

밀가루, 이스트 사용량, 설탕, 발효 온도, 배합 재료 등의 상

호작용으로 발효가 이루어지며 적절한 발효상태가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게 된다(4). 특히 제빵 발효에서 발효시간은

이스트 및 설탕 첨가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좋은 품질의

스팀빵을 제조하는데 이들의 적절한 첨가가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4,5). 즉, 이스트 발효시간이 길어져 발효가 지나

치게 진행되면 신맛과 술 냄새가 나는 과발효 현상이 나타나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므로 밀가루 제품의 발효에 대한 적

절한 발효횟수나 발효시간은 매우 중요하다(6,7). 이스트 발

효 빵의 경우, 이와 같은 과발효로 인한 품질 저하 때문에

발효횟수를 일반적으로 1～2회 실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2-4,6,7).

한국의 전통 떡 중 증편은 이스트 빵과 같은 원리를 이용

한 것으로 발효 및 찌는 과정을 거치면서 빵과 같은 질감을

부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증편의 경우, 보통 발효횟수

가 1～2회였는데(8-10) Yoon(11)은 3차 발효시킨 증편의 품

질변화 연구에서 발효시간을 단축하여 제조한 증편의 경우,

견고성이 낮고 촉촉하며 관능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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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for dough of the steamed bread

Ingredients Ratio Weight (g)

Flour powder
Sugar
Baking powder
Raw yeast
Water

100.00
10.00
0.01
0.37
32.80

9000.0
900.0
1.1
33.6
2952.0

Fig. 1. Procedure of the steamed bread with repeated fer-
mentation processes.

나타내어 증편에서의 발효 횟수와 발효시간이 제품의 품질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밀가루 제품은 반죽 시 형성되는 글루텐의 구성 성분

중 일부가 장점막 세포막에 결합하여 설사, 복통 등 알레르

기 장질환인 만성소화장애(celiac sprue)를 일으키며 동양인

보다 서양인에게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13). 만성소화장애는 글루텐 단백질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할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14,15)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습

관의 서구화로 빵류를 비롯한 밀가루 제품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만성소화장애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16).

국내에서 수행된 제빵 관련 연구의 경우, 주로 기능성 부

재료 첨가에 따른 제빵의 물성, 관능적 품질 특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스트 발효 빵의 경우에서도 발

효횟수를 증가시킨 제빵의 품질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밀가루 단백질이 만성

소화장애와 연관성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는데(12-16) 이에

비해 밀가루 제품의 발효횟수에 따른 단백질 소화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스팀빵의 최

대 가능한 발효횟수와 이와 관련된 제품 특성의 변화를 파악

하는 것은 앞으로 밀가루 제품 개발에 대한 또 다른 시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빵류 중 스팀빵의 최대 발효횟수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전분 가수분해율, 단백질 소화율, 물성

및 관능특성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스팀빵의 발효횟

수 증가와 제품 특성 변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스팀빵 제조에는 밀가루(중력분 1등급, 대한제분, 인천,

한국)를 실온에서 보관하며 사용하였고 빵 배합 시에 사용된

재료인 생이스트(제니코), 베이킹파우더(남양), 백설탕(CJ

제일제당), 콩기름(CJ 제일제당)은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실험용수는 정수기 물을 사용하였다.

스팀빵의 제조 방법

발효 스팀빵의 기준 배합 비율은 제과제빵에서 이용하는

백분율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Table 1과 같이 중력분 100%

(9,000 g) 기준으로 설탕 10%(900 g), 물 32.8%(2,952 g), 생

이스트 0.37%(33.6 g)이었다. 제조공정은 30oC의 온수에 생

이스트와 설탕을 잘 섞은 후 밀가루에 넣어가면서 10분 동안

손으로 반죽하여 반죽덩어리를 제조하였다.

스팀빵의 발효 및 성형과정은 Fig. 1과 같다. 반죽의 발효

조건은 드라이 오븐(GF-21W, JEIO Tech., Seoul, Korea)에서

온도를 40
o
C로 고정시키고 반죽의 내부온도가 30～32

o
C가

되는 지점으로 설정하였다. 1차 발효는 제조한 전체 밀가루

반죽 중 일부 반죽(1,000 g)을 분리하여 스팀빵 성형을 한

후 발효시켰다. 2차 발효는 나머지 반죽을 발효시킨 후(1차

발효), 발효된 반죽에 베이킹파우더를 첨가하면서 4분 동안

손으로 치대면서 가스를 제거하고 이 중 일부 반죽(1,000 g)

을 분리하여 스팀빵 성형을 하여 다시 발효시켰다. 동일한

과정을 5회에 걸쳐 시행하여 발효 성형 스팀빵을 제조하였

다(Fig. 1).

스팀빵 성형은 제면기(150 mm-deluxe, Marcato Co.,

Campodarsedo, Italy)를 이용하여 두께를 1단계(3.0 mm)에

맞춘 뒤 반죽을 제면기에 넣어 편평하게 펼치기를 7회 반복

한 후, 펼쳐진 반죽의 윗면에 약간의 식용유를 바른 후 꽃빵

형태로 성형하여 발효시켰다.

발효 완성된 스팀빵은 끓는 물에서 10분간 찐 후 실온에서

30분간 방냉시킨 다음 시중에서 보관․유통되는 온도인 -18.0
oC로 2일간 냉동 보관하였다. 일반성분 및 물리적 특성, 관능

평가는 냉동 보관된 스팀빵을 끓는 물에서 5분 동안 찐 후,

30분간 방냉 후 실시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AOAC법(17)에 따라 수분은 상압가열건조법, 조단백은

semi-micro Kjeldahl법, 조지방은 Soxhlet법, 회분은 건식회

화법으로 정량하였다.

비용적 측정

스팀빵을 각 발효횟수에 따라 3개씩 무작위로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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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mL)와 질량(g)을 측정하고 이를 3회 반복실험 하였다.

부피는 좁쌀을 이용한 종자치환법을 이용하였고, 빵의 질량

은 전자저울(CUX 2200H, CAS Corp., Seoul, Korea)을 사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비용적(mL/g)은 부피를 질량으로 나누

어 계산하였다.

물성 측정

스팀빵의 기계적 조직감은 Texture Analyzer(TA-XT2,

Stable Micro System, Godalming, England)를 사용하여

adaptor, 25.0 mm plexiglass cylinder; force, 40 g; defor-

mation, 50%; test speed, 1.0 mm/sec와 같은 조건으로 측정

하였으며, 스팀빵 시료는 빵 속 중간 부분을 20 mm×20 mm
×20 mm 크기로 잘라 3회 압착실험을 실시하였다.

전분의 가수분해율

전분의 소화율(starch in vitro hydrolysis)은 Singh 등

(18)과 Xue 등(19)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스팀빵은 진

공동결 건조시킨 후 곱게 갈았다. 이와 같이 진공동결 건조

시료(50 mg)를 0.2 M phosphate buffer(pH 6.9) 2.0 mL에

녹여 시료 현탁액을 만들었다. 여기에 pancreatic amylase

(90 units/mg, SIGMA, St. Louis, MO, USA) 20 mg을 0.2

M phosphate buffer(pH 6.9) 50 mL에 녹여 만든 amylase

buffer 0.5 mL을 첨가한다. Amylase를 첨가한 시료 buffer

액을 37
o
C에서 2시간 incubation한 후 3,5-dinitrosalicylic

acid reagent 4 mL를 첨가하여 boiling water bath에서 5분

간 가열하고 20분간 방냉 후 증류수로 25 mL로 정량한 뒤

여과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blank는 시료

가 없는 buffer solution으로 대체하였다. Maltose(JUNSEI,

Tokyo, Japan)를 standard로 한 표준곡선을 그린 후, 이를

사용하여 시료 50 mg에서 분해되어 나온 maltose의 양(mg)

을 계산하였다.

단백질 소화율

단백질 소화율(in vitro protein digestibility)은 Satterlee

등(20)의 방법을 수정한 AOAC법(17)으로 측정하였다. 대조

단백질로는 ANRC sodium caseinate를 사용하였으며, α-

chymotrypsin(41 units/mg solid, SIGMA), trypsin(17,600

BAEE units/mg solid, SIGMA) 및 peptidase(102 units/mg

solid, SIGMA) 혼합효소 1 mL를 가하여 37oC에서 10분간

가수분해 시킨 뒤, Streptomyces griceus protease(4.5 units

/mg solid, SIGMA)로 55oC에서 10분간 다시 가수분해 시켰

을 때의 pH를 측정하고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 digestibility＝234.84－22.56X

X: 효소 가수분해 20분후의 pH

관능평가

관능평가원은 식품영양학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차이

식별 검사 중 1～2점 검사와 3점 검사를 실시하여 정답률이

80% 이상인 11명을 선정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스팀빵을 시식시키면서 스팀빵의 품질에 대

한 훈련을 시켰다. 관능평가 방법으로, 스팀빵은 냉동된 것

을 끓는 물에서 3분간 찐 후, 동일한 크기(2.5 cm×2.5 cm
×2.5 cm)로 잘라 흰 접시에 담아 물과 함께 관능평가원에게

제시하였으며 3회 반복 실시 평가하였다.

관능평가 측정 항목으로는 색상(whiteness), 냄새(smell),

기공의 균일성(crumb uniformity), 촉촉한 정도(moistness),

씹힘성(chewiness), 단맛(sweetness)으로 구성하였다. 측정

척도는 9점 척도법을 이용하였으며 각 측정항목에 대해 점

수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표현을 나타내었다.

통계분석

각 실험에 대한 자료처리는 SPSS(ver 10.0)을 이용하였

고, 발효횟수에 따른 전분가수분해율, 단백질 소화율, 물성

및 관능적 특성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여 유의성 검정을 실

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발효횟수에 따른 스팀빵의 발효시간

본 연구의 스팀빵의 발효시간은 1차 발효는 250분, 2차

발효 77분, 3차 발효 60분, 4차 발효 50분, 5차 발효는 45분으

로 발효횟수를 거듭할수록 발효시간은 점차 단축되었다.

Rubenthaler 등(4)은 스팀빵의 1차 최적 발효시간은 1.5%의

생 이스트를 사용하였을 경우, 3시간 30분이 적정 발효시간

이라 보고하여 본 연구보다 발효시간이 짧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는 생 이스트를 0.37% 사용하였기 때문이라 사료

된다. 일반적으로 스팀빵 제조 시 건이스트 첨가 비율이

0.8%인데 비해(3) 본 연구 스팀빵의 이스트 첨가가 낮은 이

유는 예비실험에서 이스트 첨가 비율을 0.8%로 하는 경우,

3차 발효 시 수분이 많이 생겨 반죽이 질어짐으로써 스팀빵

이 성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트를 적게 첨가하였다.

일반성분

발효횟수에 따른 스팀빵의 일반성분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수분함량은 1차 발효 스팀빵이 31.65%로 2, 3,

5차 발효 스팀빵보다 낮았고 5차 발효 스팀빵이 33.31%로

가장 높았으며 유의적인(p<0.01) 차이를 보였다. 수분함량

의 경우, 증편의 품질연구에서(10) 발효시간이 길어짐에 따

라 반죽들의 수분함량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스트 발효 시 생성된 CO2와 에

탄올은 반죽 내에서 용해된 상태로 존재하다가 일부가 기공

으로 이동되는데 에탄올은 CO2보다 수분에 대한 용해도가

크고 이동속도가 늦다고 보고하여(21) 본 연구의 스팀빵의

경우, 수분함량이 증가한 것은 발효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생성된 에탄올이 반죽 내 용해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

이라 사료된다. 단백질의 함량은 1차 7.59%, 2차 7.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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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mposition of the steamed bread with repeated fermentation processes

Fermentation (number) Water (%) Ash (%) Protein (%) Fat (%)

1
2
3
4
5

31.65±0.091)c2)
32.10±0.09b
32.34±0.04b
31.98±0.08bc
33.31±0.47a

0.22±0.00NS3)
0.20±0.00
0.27±0.11
0.33±0.12
0.30±0.10

7.59±0.22a
7.30±0.14b
7.21±0.11b
7.21±0.21b
7.08±0.11b

0.93±0.11NS
0.96±0.04
0.96±0.05
1.03±0.14
1.10±0.12

1)Values are mean±SD.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3)Not significant.

Table 3. Specific volume of the steamed bread with repeated
fermentation processes

Fermentation
(number)

Volume (mL) Weight (g)
Specific volume

(mL/g)

1
2
3
4
5

20.00±0.001)
35.00±5.00
38.33±10.41
40.00±10.00
41.67±7.64

31.85±1.15NS3)
35.27±1.09
31.86±1.27
32.72±1.08
34.56±0.73

0.63±0.02b2)
0.99±0.12ab
1.20±0.28a
1.22±0.27a
1.21±0.19a

1)Values are mean±SD.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3)
Not significant.

Table 4. Texture properties of the steamed bread with repeated fermentation processes

Fermentation (number) Hardness Springiness Cohesiveness Gumminess

1
2
3
4
5

326.05±24.141)a2)
240.62±27.77b
158.47±34.33c
184.03±11.97c
111.76±4.54d

0.98±0.03NS3)
1.01±0.01
0.99±0.02
1.02±0.05
1.00±0.00

0.59±0.01c
0.59±0.00bc
0.61±0.01a
0.59±0.00c
0.60±0.02ab

190.67±12.55a
142.11±16.33b
96.9±20.24c
108.27±6.93c
67.63±3.63d

1)
Values are mean±SD.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3)
Not significant.

4차 발효 스팀빵은 각각 7.21%, 5차는 7.08%로 발효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1차 발효가 2～5

차 발효보다 유의적(p<0.01)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

용적의 증가로 때문이라 사료할 수 있겠다. 그러나 회분함량

과 지방함량은 발효횟수 증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비용적

발효횟수에 따른 스팀빵의 비용적 결과를 Table 3에 제시

하였다. 비용적이 클수록 발효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

었는데(22) 3, 4, 5차 발효 스팀빵의 비용적은 각각 1.20 mL/

g, 1.22 mL/g, 1.21 mL/g으로 1차 발효 스팀빵의 비용적 0.63

mL/g보다 유의적(p<0.05)으로 높게 나타나 발효횟수가 거

듭될수록 스팀빵의 부피가 늘어나 비용적이 커져 발효가 잘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스팀빵에 관한 연구(4)에서 발

효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스팀빵의 크게 부피가 증가되었고

증편에 관한 연구에서(23)도 발효횟수와 발효시간이 증가

함에 따라 비용적이 증가되어 본 연구과 유사한 결과를 보

였다.

물성특성

스팀빵의 발효횟수에 따른 물성 특성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스팀빵의 발효횟수에서 견고성은 1차 발효 스

팀빵이 가장 높았고 5차 발효 스팀빵이 가장 낮았으며 유의

적인(p<0.001) 차이를 보였다. 스팀빵에 관한 연구에서(4)

수분 흡수가 높은 경우, 스팀빵의 질감이 부드럽게 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의 Table 2에서 5차 발효 스팀빵

의 수분 함유량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므로 5차 발효에서 견

고성이 가장 낮다고 사료된다. 탄력성에서는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 응집성에서 3차 발효 스팀빵이 1, 2, 4차

발효 스팀빵보다 유의적(p<0.05)으로 높게 나타났다. 검성

은 1차 발효 스팀빵이 가장 높았고 5차 발효 스팀빵이 가장

낮았으며 발효횟수에 따라 검성이 유의적(p<0.01)으로 감소

하였다. 이는 발효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밀가루 반죽의 글루

텐의 3차원적 그물망 구조에 기공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21) 견고성과 검성이 감소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Yoon

(11)은 발효시간에 따른 증편의 물성특성 연구에서 발효시

간을 단축시키는 경우, 견고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고 검성

에는 변화가 없으나 씹힘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진다고 보고

하였고, Choi와 Lee(23)의 연구에서는 증편의 발효시간 증

가가 견고성, 탄력성, 응집성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는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전분 가수분해율

스팀빵의 발효횟수에 따른 전분 가수분해율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전분 가수분해율은 발효횟수가 많아

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차 발효 스팀빵이 가장

낮았으며 5차 발효 스팀빵이 1, 2, 3차 발효 스팀빵보다 유의

적(p<0.05)으로 전분 가수분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Snow와

O'Dea(24)는 밀가루의 전분 가수분해율을 17.6%로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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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arch in vitro hydrolysis of the steamed bread with
repeated fermentation processes

Fermentation
(number)

Starch in vitro hydrolysis (%)

1
2
3
4
5

19.97±0.141)b2)
20.48±0.59b
20.39±0.53b
20.82±0.51ab
21.42±0.29a

1)Mean±SD.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6. In vitro protein digestibility of the steamed bread
with repeated fermentation processes

Fermentation
(number)

in vitro protein digestibility (%)

1
2
3
4
5

86.34±0.431)b2)
86.19±0.83b
86.84±0.3ab
86.50±0.39b
87.30±0.26a

1)
Mean±SD.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7. Sensory evaluation
1)
of the steamed bread with repeated fermentation processes

Fermentation
(number)

Whiteness
Crumb
uniformity

Smell Moistness Chewiness Sweetness Mean

1
2
3
4
5

3.76±2.052)b3)
4.39±1.52ab
4.48±1.64ab
5.12±1.49a
5.18±1.69a

5.36±1.39ab
5.82±1.18a
5.55±1.52ab
4.91±1.04b
4.21±1.29c

5.03±1.45NS4)
5.39±0.83
5.24±1.09
5.67±1.14
5.18±1.16

4.58±1.35c
5.70±0.92ab
5.52±1.06b
6.21±1.27a
5.85±1.23ab

5.00±1.17b
5.58±1.17ab
5.27±1.33b
5.94±0.93a
5.42±1.06ab

5.00±1.484)
5.00±1.82
4.73±1.55
5.15±1.46
4.94±1.73

4.80±0.69c
5.34±0.57ab
5.20±0.59b
5.62±0.52a
5.27±0.78b

1)
Scale score: 1 (dislike extremely)～9 (like extremely).
2)
Mean±SD.
3)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4)
Not significant.

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5차 발효 스팀빵은 21.47%로 나타났

다. Shin 등(25)은 이스트빵의 경우, 발효가 진행될 때 이스

트에 당을 공급하기 위해 전분이 계속 말토오스로 분해된다

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스팀빵의 경우, 발효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분 가수분해율이 높아진 것이라 사료할 수 있겠다.

Coulston 등(26)은 전분 소화율이 높은 경우, 체내에서의 흡

수율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공급할 수 있다

고 보고하여 5차 발효 스팀빵의 경우, 전분 가수분해율이

높아 아침식사 대용, 수험생 간식 대용 등으로 활용이 가능

할 수 있겠다.

단백질 소화율

스팀빵의 발효횟수에 따른 단백질 소화율 분석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단백질 소화율은 5차 발효 스팀빵이

87.30%이며 1, 2, 4차 발효 스팀빵보다는 유의적(p<0.05)으

로 높게 나타났으나 3차 발효 스팀빵과는 유의적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Elizabeth와 Gerald(27)는 발효는 음식의 미생

물학적 안전성과 소화율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는데 밀

가루 반죽의 발효는 일반적인 발효와는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의 스팀빵에서는 5차 발효 시 단백질 소화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관능평가

스팀빵의 발효횟수에 따른 관능평가 점수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색상의 흰 정도는 4, 5차 발효 스팀빵이 1차

발효 스팀빵보다 관능평가 점수가 유의적으로(p<0.01) 높았

고 기공의 균일성은 2차 발효 스팀빵이 4, 5차 발효 스팀빵보

다 유의적으로(p<0.01) 높은 관능평가 점수를 보였다. 냄새

는 1차 발효 스팀빵의 관능평가 점수가 가장 낮았고 4차 발

효 스팀빵이 가장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촉촉한 정도는 4차 발효 스팀빵이 1차, 3차 발효 스팀빵보다

유의적(p<0.01)으로 높은 관능평가 점수를 보였고 씹힘성은

4차 발효 스팀빵이 1, 3차 발효 스팀빵보다 유의적(p<0.05)

으로 높은 관능평가 점수를 보였고 단맛은 4차 발효 스팀빵

의 관능평가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인 평균 점수는 4차 발효 스팀빵이 가장 높았

고 1차 발효 스팀빵이 가장 낮았으며 3, 5차 발효 스팀빵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발효 스팀빵은 발효횟수

가 증가하였는데도 발효가 많이 진행됨으로써 나타나는 현

상인 과발효에 의한 냄새가 인식되지 않았으며 촉촉함, 씹힘

성이 증가하였는데 4차 발효 스팀빵의 관능평가 점수가 가

장 높았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스팀빵을 1차부터 5차까지 발효시켜 일반

성분, 물리적 특성, 전분 가수 분해율, 단백질 소화율, 관능평

가를 실시하여 최대 적정 발효횟수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성분 중 수분함량은 1차

발효 스팀빵이 가장 낮았고 5차 발효 스팀빵이 유의적(p<

0.01)으로 가장 높았고 단백질 함량은 1차 발효 스팀빵이 유

의적(p<0.01)으로 가장 높았다. 물리적 특성에서 비용적은

1차 발효 스팀빵이 유의적(p<0.05)으로 가장 낮았고 발효횟

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물성 특성에서는 발효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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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견고성, 검성이 유의적(p<0.01)으로 감소하였고 응

집성(p<0.05)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전분 가수분해율은

5차 발효 스팀빵이 1, 2, 3차 발효 스팀빵보다 유의적(p<

0.05)으로 높게 나타났고, 단백질 소화율은 5차 발효 스팀빵

이 1, 2, 4차보다 유의적(p<0.05)으로 높았다. 관능평가에서

는 색상의 흰 정도는 4, 5차 발효 스팀빵에서 유의적(p<0.01)

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공의 균일성은 4, 5차 발효 스팀빵에

서 유의적(p<0.01)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촉촉한 정도

(p<0.01), 응집성(p<0.01), 씹힘성(p<0.05), 전반적인 기호도

(p<0.01)는 4차 발효 스팀빵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전체 평

균 점수에서도 4차 발효 스팀빵이 유의적(p<0.01)으로 가장

높은 관능평가 점수를 보였다. 이상을 살펴볼 때, 스팀빵의

발효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능적인 측면에서 5차 발효까지

는 과발효에 의한 불쾌취가 없었고 색상, 촉촉한 정도, 씹힘

성, 단맛 등이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인 기호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였으므로 발효 스팀빵의 발효횟수를 늘린다면, 부

드러운 질감이 향상되어 입안의 식감을 높일 수 있는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발효횟수를 증가시킨

경우,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고, 전분 가수분해율과 단백질

소화율은 증가하였다. 따라서 기존 스팀빵의 발효횟수를 적

절히 증가시키는 경우, 관능적, 물성적 측면뿐 아니라 소화

율도 높일 수 있는 향상된 품질의 신제품 제조가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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