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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functional breads added with spirulina, improvement of Quality Characteristics 
and for long-term storage of spirulina bread. Three different levels of spirulina (0.4, 0.8, 1.2 %) were added to 
the total amount of ingredient. The weight of spirulina containing bread decreased with spirulina level. During 
storage, moisture content was higher in spirulina containing breads compared with control bread. During storage, 
contents of phycocyanin increased with increasing spirulina powder. There was Hunter color value(L*, a* and b* 
value) lightness of the crumb of bread with increasing spirulina powder was decreased during storage. Textural 
properties by TPA showed that hardness was increased during storage, but the hardness of spirulina bread decreased 
as spirulina addition amount increased. Also, springiness was decreased during storage. The antioxidant activities 
was decreased with increasing spirulina powder content. Sensory results showed that the scores of over-all preference 
buy in the bread with spirulina 0.8 % higher than the control and the othe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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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스피루리나는 1827년 독일의 해조류학자인 Turpin이 최

초로 분리하여 보고한 사이아노박테리아(cyanobacteria)의

한 종류로 단백질이 55-70%, 지방이 6-9%, 탄수화물이

15-20% 함유되어 있고 다량의 무기질, 비타민, 섬유질 색소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Kay(1)는 스피루리나의 세포벽은

셀룰로즈가 적고 부드러운 점액다당(mucopolysaccharide)

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우 얇기 때문에 소화 흡수율이 높고

단백질 함량이 높고 품질도 우수하여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으며 단백질 이용율(NPU)도 높아 완전

단백질 식품(complete protein)인 육류, 우유, 계란처럼 우수

한 단백질 식품이다(2). 또한 고도불포화 필수지방산인 리

놀렌산(18:2), 감마리놀렌산(γ-linolenic acid, 18:3)이 풍부

하며 n-3지방산인 리놀레익산(linoleic acid, 18:2)도 상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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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되어 있고(3), 이중 프로스타글란딘의 전구물질인 감

마리놀렌산은 콜레스테롤 상승억제, 아토피성 피부염 개

선, 월경 전 증후군의 경감, 알코올대사산물의 분해․촉진

작용, 혈압조절, 혈전방지, 항 천식, 항종양작용 등이 있으

며 프로스타글란딘은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혈액응

고에 관여하며,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며 혈

액 순환을 향상시키고, 염증을 줄여주는 등 다양한 기능성

이 보고되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또

한 베타카로틴(β-carotene), 토코페롤(tocopherol)과 같은 항

산화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클로로필

(chlorophyll), 카로티노이드(carotinoid), 피코시아닌(phycocyanin)

등의 색소를 가지며, 이 중 피코시아닌(phycocyanin)은 항

산화, 항염증 작용을 한다(4,5). 최근 바쁜 현대인들에게

빵은 간편한 편의식,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좋은 간식

으로 많이 친근한 식품이다. 현대인에게 빵은 식사대용으

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양 강화 및 기능성 물질

첨가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밀가루에 신선초(6), 메밀(7),

감잎(8), β-Glucan (9), 청국장(10), 녹차가루(11), 호박(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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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13) 등을 첨가하여 빵을 제조하고 그 품질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장성 향상을 위한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빵의 저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

적으로 현대인의 식사대용 및 자라나는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수적인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스피루리나를 식빵에

첨가하여 저장기간 중 식빵의 품질특성 및 항산화능을 평가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는 식빵의 재료로 밀가루(백설 빵용밀가루),

소금(하얀나라꽃소금, 영진그린식품), 분유(서울 전지분

유), 설탕(큐원 하얀설탕), s-500(유니온 무역상사), 이스트

(오뚜기 생이스트), 버터(서울우유)를 사용하였으며 스피

루리나는 (주) ES 바이오텍(천안)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

다.

시료의 제조

스피루리나 첨가량을 달리한 식빵을 제조하기 위해 스피

루리나 첨가량은 밀가루 240 g 기준에 대해 0.4%, 0.8%,

및 1.2%로 각각 달리하여 첨가하였고, 소금 1.6%, 설탕

5.8%, 버터 20%, S-500 (yeast food)는 1%, 이스트 4% 물

4% 계란 20% 탈지분유 2.9%를 첨가하였다. 제빵의 반죽은

직접 반죽법으로 수직형 반죽기를 사용하였으며, 27℃ 발

효기에서 40분동안 1차 발효를 하였다. 460 g 씩분할하여

10분 동안 벤치타임을 주었으며, 30℃에서 40분 동안 2차

발효를 한 후 윗불 170℃, 아랫불 190℃에서 20분 굽기를

하고, 1시간 방냉하여 폴리에틸렌 비닐로 포장하였다.

무게 측정

스피루리나 빵을 제조하여 실온에서 1시간 식힌후 무게

를 측정하였다. 빵의 부피는 종자치환법(14) 으로 측정하였

으며 이것으로 specific loaf volume을 계산하였다.

수분함량

식빵의 수분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식빵의 안쪽 부분을

1 x 1 x 1 cm로잘라서 자외선 수분측정기를 사용하여측정

하였다.

피코시아닌 색소 측정

시료 10 g에 증류수 100 mL 넣어 1분간 blending 시켜

15시간 교반 후 3,000 rpm으로 4℃에서 10분간원심분리

하여상등액을취해서 여과 paper에거른뒤 spectrophotometer

를 사용하여 562 nm에서 흡광도의 값으로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Phycoerythrin (mg/mL)=[A652-2.41(PC)-0.849 (APC)]/9.62

색도 측정

색도는 식빵의 껍질과 속을 분리하여 각각 분쇄기로 곱

게 마쇄한 후 5 g을 패트리디쉬에 색차계(Digital color

measuring/differece caculation meter, Model ND-1001 DP,

Nippon Denshoku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Hunter L

값(명도), a 값(적색도), b 값(황색도) 및 △E 값(색차지수)를

측정하였다. 이 때 표준색은 L 값 90.46, a 값 0.13, b 값

3.36 인 calibration plate를 표준으로 사용하였다.

조직감 측정

Texture analyzer를 사용하여 빵의 껍질부분을 제거 한

후 안쪽부분만 주사위모양(1 x 1 x 1 cm)으로깍둑썰기하

여 probe를 2회 연속적으로 눌렀을 때 얻어지는 힘-시간

곡선으로부터 경도, 씹힘성, 응집성 탄력성 및 복원성을

측정하였다. 이때 probe는 직경이 25 mm인 compression

plate 였고, force threshold는 20 g, pre-test, post-test, speed

및 test speed는 5.0 m/s로 통일하고 압축 시 변형률 70%를

주어 측정한 값을 측정하였다.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소거능

스피루리나를 첨가한 식빵 1.5 g에 methanol 50 mL을

넣은 후 1분간 잘 교반하여 3,000 rpm으로 4℃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얻어진 상등액을 evaporator로 용매를 휘발

하여 추출물만 얻어서 100 mg/mL농도의 추출물 용액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시료 용액을 1.5x10
-4
M DPPH 용약에

30분간 반응시키고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515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으며 라디칼 소거능(%)을 다음 식으로 계

산한 후 각농도별라디칼소거능에 대한 검량선에서 라디

칼 소거능이 50%가 되는 농도인 IC50을 구하였다(15).

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 (%)=
AbsDPPH-Abssample

×100
AbsDPPH

관능검사

스피루리나 첨가 식빵에 대하여 9점 척도법을 사용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패널은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

과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기호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강도

특성에 대한 관능검사는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생

10명을 panel로 선정하여 검사방법과 평가특성을 교육시킨

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패널 20명은 기호도 검사를 실시하

였다. 각 시료는 3자리 난수를 표기한 코팅된 일회용 컵에

담아서 제시하였다. 평가항목은 외관, 냄새, 맛, 조직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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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강도 특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외관, 냄새, 맛, 조직감

및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해서 기호도 검사와 구입의향을

조사하였다.

통계처리

스피루리나 첨가 식빵의 이화학적, 관능적 특성치 실험

은 3회 반복하였으며 실험 결과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

package 프로그램 중에서 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여

유의성이 있는 경우에 Duncan의 다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시료간의 유의차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무게와 수분함량

스피루리나 식빵의 저장일에 따른 무게는 Fig. 1과 같다.

저장일이 증가할수록 대조구와첨가구모두무게가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무게는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Jung 등(16)의 보고에 의하면발아

콩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무게는 감소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1. Weight of the bread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s of
spirulina during storage at 20℃

적외선 수분측정기로 식빵의 껍질을 저장일별로 수분함

량을측정한결과는 Fig. 2와같다. 대조구의 경우 저장일이

증가할수록 수분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저장일 5일과 7일에서는 수분함량의 유의적인 차이가없었

다. 스피루리나 첨가구는 저장일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스피루리나 첨가

량에 따른수분함량의변화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유의적

으로 수분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Kim

등(17)의 스피루리나를 첨가한 다식의 수분함량 변화와 같

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Kim(18)의 식빵에

키토산을 첨가한 경우 수분감소가 적어 노화를 방지하고

저장기간이 증가되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본 연

구에서의 결과에서는 스피루리나의 수분 결합능력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2. Moisture content of the bread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s of spirulina during storage at 20℃.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피코시아닌 색소

피코시아닌은 다른 녹조류에 없는 스피루리나 특유의

청색 색소로 항산화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피코

시아닌 색소의 항산화 활성은 플라보노이드나 폴리페놀과

비슷하다고 보고되어(19), 스피루리나 식빵의 항산화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PE (phycoerythrin)의

저장일별변화의 그림은 Fig. 3과 같다. PE의값은 스피루리

나 0.4% 첨가구는 저장1일에 가장낮은 것으로 나타내었고,

저장 7일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0.8% 첨가구는

저장 1일에 가장낮은 것으로 나타내었고, 저장 5일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내었으며, 1.2% 첨가구는 저장 1일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스피루리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E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3. Phycocyanin PE of the bread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s of spirulina during storage at 20℃.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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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도

스피루리나 식빵 안쪽 부분의 저장일별 색도 변화를 측

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저장일에 따른 명도는 0.4%

첨가가 저장일이 증가할수록 명도도 증가하였고, 0.8%는

저장일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다. 1.2% 첨가구는 저장일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첨가량에

따른변화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스피루리나 첨가군에서 저장일에 따른 적색도는

0.4% 첨가구가 저장 5일째에서 가장낮은 것으로 나타내었

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0.8% 첨가구는 3일째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1.2% 첨가구는 저장일이 증가함에 따라 적색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장일에 따른 황색도는 모든 첨가구가 저

장일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다. 이는 Kang 등(9)의 β-Glucan을 첨가한

우유식빵의 저장기간 동안 명도의 변화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4. Color value for crumb of the bread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s of spirulina during storage at 20℃.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Fig. 5. Texture of the bread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s of spirulina during storage at 20℃.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조직감

Texture analyzer로 식빵의 안쪽 부분을 2회 압착하여 얻

은 저장일별 스피루리나 식빵의 물성을 측정한결과는 Fig.

5와같다. 대조구는 저장 0일에서 131.3으로 가장낮게 나타

났고 저장일이 변화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저장 7일에는 23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내었다. 0.4% 첨가

구는 저장 0일에 123.5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저장일이 변

화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저장7일에는 195.6

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마찬가지로 0.8%와

1.2% 첨가구도 저장 7일에 가장 높게 나타내었다. 첨가량에

따른변화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경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탄력성의 대조구는 저장 0일에서1.035로 가장 높게

나타내었고, 저장일이 변화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어 저장 7일에는 0.889로 가장 낮게 나타내었다. 마찬

가지로 0.4%, 0.8%첨가구 저장 0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내었고, 저장일이 변화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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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nsory evaluation of the bread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s of spirulina during storage at 20℃

spirulina (%)
storage time (day)

　 0 1 3 5 7

Preference

color

0 7.2±0.8
a1)

6.7±0.9
ab

6.5±1.0
b

5.7±1.1
c

5.5±1.2
c

0.4 6.7±0.9
a

5.8±1.5
bc

6.6±1.0
ab

6.5±0.9
ab

5.4±1.1
c

0.8 7.2±0.9a 7.0±1.3a 7.0±0.9a 7.2±1.3a 6.2±1.2b

1.2 6.0±0.9a 5.3±1.4a 6.1±1.0a 5.6±1.5a 4.5±1.6b

odor

0 6.8±0.8
a

5.7±1.3
b

6.1±1.2
b

5.9±1.2
b

5.8±1.1
b

0.4 6.3±1.1
ab

5.1±1.4
c

6.4±0.9
ab

6.7±1.0
a

5.8±1.1
b

0.8 6.4±1.2a 6.1±0.9a 6.5±0.9a 6.0±1.3a 6.0±1.1a

1.2 6.1±1.6a 3.9±1.3c 5.7±1.3ab 5.6±1.5ab 4.9±1.3b

taste

0 7.1±1.0
a

5.8±1.0
b

6.3±1.0
b

6.1±1.0
b

6.2±0.9
b

0.4 6.4±1.4
a

4.9±1.5
b

6.2±0.8
a

6.4±1.1
a

6.3±0.8
a

0.8 7.3±1.4a 6.1±1.3b 6.8±1.0ab 6.6±1.2ab 6.3±1.0b

1.2 6.3±1.3a 3.9±1.6b 6.3±1.2a 5.8±1.5a 5.6±0.8a

texture

0 6.6±1.1
a

5.6±1.3
bc

6.2±0.8
ab

5.9±0.8
b

5.1±0.8
c

0.4 6.8±0.9
a

6.0±0.8
b

5.9±0.9
b

6.5±1.5
ab

5.2±0.8
c

0.8 6.6±1.1a 6.1±1.6a 6.3±1.1a 6.3±1.6a 6.1±1.2a

1.2 6.0±1.4ab 4.4±1.4c 6.2±1.0a 5.7±1.2ab 5.2±1.2b

overall preference

0 7.3±0.7
a

6.4±1.2
b

6.1±0.7
bc

6.0±1.0
bc

5.6±0.8
c

0.4 6.6±1.0
a

5.6±1.5
bc

6.2±0.7
ab

6.5±1.2
a

5.5±0.7
c

0.8 6.9±0.8a 6.5±1.3a 6.8±1.1a 7.1±1.4a 6.6±0.7a

1.2 6.1±1.0a 4.0±0.9c 6.1±1.0a 5.7±1.5a 5.0±0.8b

buying
intention

0 7.2±1.1
a

6.2±1.5
b

6.3±0.9
b

6.8±1.2
ab

6.1±0.7
b

0.4 6.1±0.9
ab

4.8±1.5
c

6.3±0.8
a

6.4±1.1
a

5.6±0.9
b

0.8 6.6±1.3ab 5.8±1.7b 7.1±1.3a 6.7±1.5a 6.6±0.8ab

1.2 5.8±1.3a 4.2±1.4c 5.8±1.4a 5.2±1.5ab 4.7±0.8bc

volume

0 6.3±1.3
ab

6.0±1.1
ab

6.1±1.0
ab

6.8±1.3
a

5.6±1.3
b

0.4 7.1±1.1
a

6.0±1.2
a

6.3±1.0
a

6.3±1.3
a

5.9±1.3
a

0.8 6.4±1.7a 6.2±0.8ab 6.8±0.8a 5.4±1.7b 6.2±0.9ab

1.2 6.4±0.9ab 5.4±1.3ab 6.3±0.7a 5.1±2.2b 6.2±1.1ab

air cell size

0 6.4±1.0
a

5.7±1.3
b

6.1±0.8
ab

5.4±1.6
b

6.7±1.1
a

0.4 7.1±1.1
a

5.0±1.7
b

6.2±1.2
ab

5.8±1.4
ab

6.5±1.3
ab

0.8 5.5±1.7a 5.9±1.6a 6.3±1.5a 5.8±1.7a 6.6±0.7a

1.2 6.0±0.9a 5.7±1.8a 6.3±1.9a 4.9±1.5a 5.6±0.9a

color

0 4.5±1.9
a

3.6±1.7
a

4.5±1.5
a

4.6±1.0
a

4.6±1.6
a

0.4 5.4±0.5
a

4.1±1.5
b

5.6±1.2
a

5.2±0.8
a

5.4±0.7
a

0.8 6.4±0.7a 5.9±1.2a 6.8±1.0a 6.5±0.9a 6.7±1.0a

1.2 7.6±1.0a 7.7±1.9b 7.7±0.7a 7.6±1.2a 7.9±0.9a

spirulina flavor

0 1.5±1.5
a

1.5±1.0
a

1.5±1.2
a

1.7±1.2
a

1.2±0.6
a

0.4 4.3±2.0
a

4.3±1.9
a

4.6±1.6
a

3.4±1.8
ab

2.5±1.5
b

0.8 5.1±1.6ab 6.0±1.1a 6.1±1.1a 4.6±1.8b 3.5±2.6c

1.2 5.1±1.4b 7.3±0.7a 7.7±0.9a 5.2±2.1b 4.1±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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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ulina (%)
storage time (day)

0 1 3 5 7

Intensity

toasty

0 6.6±1.1
a

6.1±0.9
ab

5.3±0.9
bc

4.9±1.4
c

5.9±1.0
abc

0.4 6.9±1.1
a

5.3±1.9
abc

4.9±1.1
bc

4.3±1.5
c

6.1±0.9
ab

0.8 5.9±2.0a 4.3±1.8b 4.9±2.0b 4.8±1.6b 6.4±1.3a

1.2 6.2±1.2ab 3.6±1.5c 4.4±2.2abc 4.6±1.5c 6.3±1.2a

yeast flavor

0 4.7±2.1
a

5.2±2.2
a

5.4±1.9
a

5.4±1.6
a

4.7±2.0
a

0.4 4.2±2.1
a

4.4±1.1
a

4.7±1.0
a

4.2±1.2
a

4.1±1.2
a

0.8 4.6±1.7ab 5.4±1.4a 5.1±1.4a 4.4±1.4a 3.5±1.0b

1.2 4.0±1.4ab 4.8±1.6a 5.2±1.0a 4.0±1.9b 3.0±1.2b

spirulina taste

0 1.6±1.5
a

1.6±1.2
a

1.3±0.6
a

1.6±1.0
a

1.2±0.6
a

0.4 3.3±1.4
ab

4.6±1.6
ab

5.2±1.2
a

3.5±2.0
b

3.6±1.6
ab

0.8 5.1±2.0ab 6.0±1.2a 5.4±1.4ab 4.7±2.0ab 4.4±2.1b

1.2 5.7±1.1b 7.7±0.7a 7.6±0.9a 5.2±2.2b 5.8±2.0b

yest taste

0 3.5±1.3
b

4.8±2.6
ab

5.4±1.6
a

4.9±1.5
ab

3.5±1.1
a

0.4 2.8±1.5
bc

4.2±1.6
abc

4.5±1.1
a

4.1±1.4
ab

2.9±1.0
a

0.8 4.2±1.6a 4.5±1.3a 3.7±0.8a 3.6±1.4a 2.4±1.4b

1.2 4.0±1.7ab 5.0±1.8a 4.0±0.9ab 3.6±1.3b 1.7±1.3c

toasty taste

0 6.4±1.0
a

5.6±1.6
a

5.6±0.8
a

5.1±1.2
a

5.3±1.9
a

0.4 5.9±1.1
a

4.6±1.5
a

5.5±0.7
a

5.3±1.5
a

6.2±1.1
a

0.8 6.3±1.3a 4.2±1.6b 6.0±0.7a 5.7±1.5a 6.3±1.2a

1.2 5.8±0.8a 4.4±2.1a 5.4±1.6a 5.6±2.2a 5.4±1.1a

springness

0 5.6±0.8
a

5.6±1.4
a

5.6±0.7
a

4.8±1.7
ab

3.9±0.9
b

0.4 6.5±1.9
a

4.8±1.4
ab

4.7±1.3
ab

5.0±1.2
ab

4.2±1.0
b

0.8 5.7±1.9a 5.0±1.3ab 5.0±1.0ab 5.0±1.1ab 4.6±1.5b

1.2 6.9±0.9a 3.9±1.6b 4.4±0.9b 5.0±2.7ab 4.1±0.8b

softness

0 5.9±1.0
a

5.8±1.4
a

4.9±0.9
a

5.4±1.2
a

4.8±1.4
a

0.4 5.8±1.3
a

4.9±1.3
a

4.6±1.1
a

5.6±1.4
a

4.9±1.6
a

0.8 5.1±1.6a 4.7±1.6a 5.3±1.1a 5.1±1.5a 4.5±1.3a

1.2 6.7±1.8a 3.3±1.7b 4.7±1.2ab 5.1±2.2ab 4.0±0.9b

1)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PPH

스피루리나 식빵의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 IC50

값은 Fig. 6과 같다. 스피루리나 첨가군에서 0.4% 첨가구는

저장 0일에서 59.56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내었고, 저

장일이 증가할수록 DPPH radical 소거능의 IC50값이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0.8% 첨가구는 저장 0일에서 44.02

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내었고, 저장일이 증가할수록

DPPH radical 소거능의 IC50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마찬가지로 1.2% 첨가구도 저장일이 증가할수록

DPPH radical 소거능의 IC50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스피루리나 첨가량에 따른 변화는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DPPH radical 소거능의 IC50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식빵을 제조할 때 스피루리나 첨가량이 많을수록

높은 항산화성을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Fig. 6. The antioxidative activity by DPPH of the bread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s of spirulina during storage a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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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검사

스피루리나 식빵의 저장일에 따른 관능평가는 Table 1과

같다. 색은 저장일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고, 스피루리나 첨가양이 증가할수록 색에 대한 기

호도는 0.4% 첨가구가 저장0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0.8% 첨가구는 저장5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1.2% 첨가구는 저장3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전반적인 향에 대한 기호도는

저장3일째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스피루리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향에 대한 기호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맛에 대한 기호도는 0.8% 첨가구가 저장일별마다

가장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었다. 스피루리나 1.2% 첨가구

의 맛의 기호도가 가장 낮았다. 조직감은 대조구와 1.2%

첨가구가 저장 3일째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0.4% 첨가구와 0.8% 첨가구는 저장7일째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저장일이 증가

할수록 대조구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저장7일에

서 가장낮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0.4% 첨가구는 저장7일에

서 가장낮은 것으로 나타내었고, 0.8% 첨가구는 저장1일에

서 가장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2% 첨가구도 저장1일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제품 구매 의향은 저장일이

증가할수록,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내

었다. 스피루리나 첨가군에서 빵 속 색의 강도는 스피루리

나 0.4%, 0.8% 첨가구는 저장3일에 가장 높은 강도를 나타

내었고, 1.2% 첨가구는 저장7일에 가장 높은 강도를 나타내

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스피루리나 향에서 첨가

구 모두 저장7일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스피루리나 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스피루리나 맛에서 0.4% 첨가구는 저장3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내었고, 0.8%, 1.2% 첨가구는 저장 1일에서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탄력도에서 0.4%, 0.8%는 저장

일이 증가할수록탄력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

적인 차이는없었다. 1.2% 첨가구는 저장1일에서 가장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촉촉한 정도에서 0.4%, 1.2% 첨가구는

저장0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0.8% 첨가구는

저장3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요 약

본 연구는 저장기간 중 스피루리나를 첨가한 식빵의 품

질 특성 및 항산화 효과에 대하여 보고하고자스피루리나를

0.4, 0.8, 1.2% 첨가한 식빵을 만들어 0,1,3,5,7일간 저장실험

을 하였다. 저장일이 증가할수록 대조구와 첨가구 모두 무

게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수분함량은 저장일이 증

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피코시아닌 색소는 스피루

리나 0.4%, 0.8%, 1.2% 첨가구는 각각 저장7일, 5일, 1일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냈고, 저장1일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도는 저장일이 변화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냈다. 적색도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황색도는

모든 첨가구가 저장일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조직감의 경도는 모든

첨가구가 저장 7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탄력성

은 저장일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스피루리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IC50 값이낮아 첨가량이 증가할수록항산화성이 높게 나타

났다. 관능평가는 색은 저장일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났고, 전반적인 향에 대한 기호도는 저

장3일째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났으며, 맛에 대한 기호

도는 0.8% 첨가구가 저장일별마다 가장 높은 기호도를 나

타났다. 조직감은 대조구와 1.2% 첨가구가 저장 3일째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났고, 0.4% 첨가구와 0.8% 첨가구는

저장7일째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기호

도는 저장일이 증가 할수록대조구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났고, 저장7일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구매

의향은 저장일이 증가할수록,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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