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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반(Sargassum fulvellum) 추출물 첨가에 의한 빵의 저장성 및 품질증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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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he effect of Sargassum fulvellum extracts (SFE) on the shelf-life and quality
improvement of bread. Bread was added with 0.5, 1 and 2% SFE and stored for 9 days. Total microbial counts
of the bread added with 1 and 2% SFE were reduced by 2 log cycles at 9 days,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in pH value or moisture content compared to the control. In addition, the protection factor of the bread
added SFE measured by Rancimat showed a higher level than that of the control. Yellowness increased as bread
was added with SFE while lightness and redness decreased. Springiness showed no considerable differences
between the control and the group added with SFE. Hardness, shear force, gumminess and chewiness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control. In the sensory evaluation, right after manufacturing, taste, texture, and total
preference of the bread containing 0.5 and 1% SFE were preferred compared to the control.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addition of 0.5% and 1% SFE to bread enhance the quality and shelf-life of b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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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한 주식대용으로서 빵의 수요가 증

가되면서 우리나라의 제빵산업 규모는 연간 8,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1). 빵은 수분함량이 많아 밀가루가 원료인 다

른 제품에 비해 미생물의 성장이 용이하며 유통기한이 짧은

편이다(2). 따라서 유통과정 중에 미생물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쉽다(3). 특히 온도

와 습도가 높은 하절기에는 유통기간 중 곰팡이 발생이 많아

지며(4), 이를 방지하기 위해 nitrite, sorbic acid, sodium

metabisulfite, 염소제 등의 합성보존료가 장기간 사용되어

왔다(5). 하지만 최근에는 합성 보존제의 체내 축적성 등 안

전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합성 보존

제의 사용량과 종류에 따라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6).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건강지향적인 인식변화에 부

응하기 위해 항균 및 항산화 효과와 인체에 유용한 생리활성

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천연물을 첨가한 빵의 저장성 및

품질증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7). 지금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홍삼박 분말(8), 버찌 분말(9), 새송이버

섯 분말(10), 녹차 추출물(11), 상백피 및 강황 추출 혼합물

(12) 등 육상식물로부터의 천연물 첨가를 통하여 빵의 저장

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꽈배기 모자반(13), 외톨개 모자반(14) 등

해양식물인 해조류 추출물을 첨가한 빵의 연구도 이루어지

고 있다.

해조류는 식물성 플랑크톤과 함께 해양 생태계의 주요한

해양생물자원의 하나이다. 1900년대 초반까지는 해조류가

여러 산업의 기반이 되고 막대한 천연자원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일부 식용 해조류만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

나 최근에는 식량 자원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의약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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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cipe for preparation of the bread1) (Unit: %)

Ingredient Control A B C

Hard flour
Water
Extracts
Dry yeast
Sugar
Salt
Shortening
Defatted milk flour
Egg

100
45
－
4
15
2
12
4
20

100
44.5
0.5
4
15
2
12
4
20

100
44
1
4
15
2
12
4
20

100
43
2
4
15
2
12
4
20

1)
Control: untreated, A: bread with 0.5% SFE, B: bread with
1% SFE, C: bread with 2% SFE.

료공업, 사료원료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면서 그 실용

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15). 식용으로 쓰이는 해조류의 대

부분은 미네랄, 비타민, 식이섬유 등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으며 인체 내에서 생리활성이 큰 다량의 수용성 식이섬유

와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mycosporine-glycine 등

다양한 생리활성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다(13,16). 특히 갈조

류의 경우, 특유의 점질성 다당류인 alginic acid, fucoidan

등이 인체에 유익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되고 있고, 갈조

류로부터 추출한 alginic acid의 항균효과(17)와 해조류 성분

의 노화억제작용(18)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생리활성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과거에는 열량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해조류의

특성 때문에 식품으로서 사용되는 일이 빈번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급격히 진행되는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

로 인해 식품의 양적인 면보다는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중요

시되어 식품 첨가물 소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19).

이에 합성 보존료나 BHT, BHA 등 합성 항산화제의 사용

대신 인체에 유용한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비교적

안전한 천연물 유래 첨가물 소재로서 해조류가 각광받고 있

다(20).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모자반(Sargassum fulvellum)은

한국의 연안에 분포하고 있는 난해성 다년생 갈조식물로서

연안동물들이 먹이를 얻거나 산란하기 적합한 곳에 주로 서

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식용해조류이다. 모자반의 일부는 식

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alginic acid 등이 해조공업의 원료나

비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모자반에 관한 연구로는

항발암(21), 항균 및 항산화효과(17,22)에 관한 일부 연구가

수행되고 있을 뿐, 풍부한 자원과 다양한 기능성에 비해 식

품분야에 적용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모자반 발효주정 추출물을 모닝빵에 첨가하여 빵의

저장성 및 품질증진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모자반은 2008년 부산 근해에서 채취한 것으로 담수로 깨

끗이 수세, 건조, 분쇄한 후 -20
o
C에서 보관하며 실험에 사용

하였다.

모자반 추출물 제조

모자반 분말에 10배량의 발효주정(Woori Ehanol Supplies

Co., Busan, Korea)을 가하고, 교반기(H-0820, Dongwon

Sicence Co., Busan, Korea)를 이용하여 24시간 추출하였다.

원심분리기(UNION 32R, Hanil Co., Incheon, Korea)를 이

용하여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취하

였고, 남은 잔사를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2회 반복하여 추출

하였다. 추출한 상층액은 37
o
C에서 감압농축기(RE200, Ya-

mato Co., Tokyo, Japan)로 1회에 가한 용매량의 1/10로 농

축하여 사용하였다.

모닝빵 제조

Table 1의 배합비에 따라 직접 반죽법으로 모닝빵을 제조

하였다. 온도 28
o
C, 상대습도 75% 조건에서 50분 동안 1차

발효하고 20 g씩 둥글리기 하여 온도 28oC, 상대습도 75%에

서 50분간 2차 발효한 후, 상층온도 200oC, 하층온도 190oC

오븐(DK303, Daekyo Co., Seoul, Korea)에서 7분간 구웠다.

오븐에서 구운 빵은 실온에서 방냉시킨 후 포장하여 온도

25oC, 상대습도 75%의 인큐베이터(Dongwon Science Co.,

Busan, Korea)에서 9일간 저장하여 실험하였다.

일반세균 및 곰팡이수 측정

각 시료 2 g을 무균적으로 취하여 10배량의 멸균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4)를 첨가한 후, 1,000 rpm

에서 1분간 호모게나이저(AM-7, Ace homogenizer, Ni-

honseiki, Tokyo, Japan)로 균질화한 다음 10배 희석법으로

희석하였다. 일반세균수는 희석액을 PCA(plate count agar)

에 도말하여 37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생성된 집락의 수를

측정하였다. 곰팡이 수는 시료 희석액을 PDB(potato dex-

trose broth)에 도말하여 실온에서 3～5일간 배양한 후 생성

된 집락을 계수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사용한 PCA 및 PDB

는 Difco사(Franklin Lakes, NJ,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Rancimat에 의한 산화 안정도

유지 산화안정도 실험을 위해 rancimat(743, Metrohm

Co., Herisau, Swiss)을 이용하였다. 분쇄한 시료를 80 mesh

체로 걸러서 반응용기에 각 시료 0.5 g과 lard oil 2.5 g을

취한 후, 80oC에서 시간당 20 L의 여과된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산화시켰다. 이때 발생하는 aldehyde, ketone 등의

휘발성 산화생성물을 증류수 65 mL이 든 흡수용기에 이행

시켜 전기 전도도 변화에 따른 유도기간을 측정하였다. 산화

안정도 비교를 위해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시료를 대조구

로 하여 산출한 Protection Index(PI)로 나타내었다.

Protection Index (PI)＝
추출물 첨가구의 유도기간

무첨가구의 유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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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viable cell count of bread1) treated with
Sargassum fulvellum extracts (Unit: CFU/mL)

Days Control 0.5% 1% 2%

0
3
6
9

0.50×101
0.50×101
2.66×103
3.30×104

－2)

－
1.90×102
1.80×103

－
－

0.50×101
5.60×102

－
－

1.50×101
2.00×102

1)
Refer to Table 1.
2)Not detected.

Table 3. Changes in mold cell count of bread
1)
treated with

Sargassum fulvellum extracts (Unit: CFU/mL)

Days Control 0.5% 1% 2%

0
3
6
9

－
2)

－
1.38×103
8.77×105

－
－

2.12×104
1.30×106

－
－
－

8.07×105

－
－

3.35×103
8.90×105

1)Refer to Table 1.
2)
Not detected.

수분함량 측정

시료 모닝빵을 믹서기(DY-3005SV, Yangji Produce,

Incheon, Korea)로 1분간 분쇄한 뒤, 이를 1 g 취하여 알루미

늄 호일에 균일하게 펼친 후 AOAC(23)의 105oC 상압가열

건조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pH 측정

시료 모닝빵을 믹서기(DY-3005SV, Yangji Produce, In-

cheon, Korea)로 1분간 분쇄하여 5 g 취한 후, 10배량의 증류

수 50 mL과 혼합하여 10,000 rpm에서 2분 동안 호모게나이

저를 이용하여 균질화한 다음 pH meter(HM-30V, TOA,

Kobe, Japan)로 측정하였다.

색도

1 cm 두께로 시료 빵의 표면을 제거하고 내부를 취하여

분쇄한 뒤, 3.5 g을 cell에 넣어 색차계(JC801, Color

Technosystem Co., Tokyo, Japan)로 L
*
, a
*
, b
*
값으로 색도

를 측정하였다. 이때 사용된 표준백판의 값은 L*=93.73,

a*=-0.21, b*=0.11이었다.

물성 측정

빵을 2.0×2.0×2.0 cm의 크기로 자른 후 test speed 2

mm/s, test force 100 g, test distance 10 mm의 조건으로

Texture meter(T1-AT2, SMS Co., Tokyo, Japan)를 이용

하여 경도(hardness), 탄력성(springiness), 검성(gumminess),

씹힘성(chewiness), 복원성(resiliene) 및 전단력(shear

force)을 측정하였다.

관능평가

모자반 발효주정 추출물이 빵의 관능적 특성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하기 위해 13명의 숙달된 panel(부경대학교 식품

공학전공 식품자원개발실험실원, 남 2명, 여 11명, 20～29세)

을 선정하여 제조 직후의 빵으로 외부 색, 내부 색, 형태,

향, 맛, 질감 및 전체적 호감도의 7가지 항목에 대해 7점 점수

법으로 평가하였다.

통계처리

각 실험에 대한 유의차 검정은 SAS software(SAS In-

stitute, Inc., Cary, NC, USA)에서 평균값을 분산분석 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법에 따라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세균 및 곰팡이수 측정

모자반 추출물이 빵의 저장성 및 품질증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모닝빵을 25
o
C에서 9일간 저장하면서 일

반세균수와 곰팡이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저장 3일째까

지 모든 첨가구에서 일반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저장 6일

과 9일째에는 0.5% 첨가구가 무첨가구에 비해 1 log cycle,

1 및 2% 첨가구가 2 log cycle 가량 낮은 균수를 보여 미생물

의 증식이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Table 2). 곰팡이수에 있어

서는 저장 6일과 9일째에 0.5% 첨가구의 곰팡이수가 무첨가

구에 비해 다소 높은 반면, 1 및 2% 첨가구와 무첨가구 사이

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Table 3). 빵은 수분함량이 비교적

높아 미생물에 노출되기 쉬우며(24), 빵을 부패시키는 대표

적인 미생물로는 Bacillus속 균주를 들 수 있다(3). 모자반

에탄올 추출물은 Bacillus subtilis에 대하여 높은 항균활성

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25)되어 있으며, 항균작용을 하는 주

성분은 tetradecanoic acid, hexadecanoic acid, neophyta-

diene 및 oleic acid 등과 같은 유기용매에 가용성인 소수성

물질이라는 연구결과(25,26)가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

구결과는 발효주정에 추출되어진 모자반의 항균물질들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모자반 추출물 1 및 2% 첨가구

가 0.5% 첨가구보다 비교적 높은 항균 활성을 보인 결과는,

외톨개 모자반 추출물(14), 꽈배기 모자반 추출물(13), 마늘

(27), 솔잎(28), 민들레(29) 첨가에 따른 항균작용에 대한 연

구에서 첨가농도 의존적으로 균의 증식이 억제되는 것과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모자반 추출

물을 빵에 첨가하였을 경우 빵의 유통과정 중 우려되는 미생

물의 증식을 억제하여 빵의 저장성 증진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Rancimat에 의한 산화 안정도

빵의 품질에 있어 지질은 반죽을 부드럽게 하고 풍미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빵용으로는 마가린, 쇼트닝, 버

터 등의 각종 유지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데 마가린과

버터의 경우, 우유 또는 물이 15% 이내로 함유되어 있어

온도나 공기 등의 주위환경에 의해 쉽게 빵을 산화시킨다

(26). 따라서 모자반 추출물이 빵의 산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rancimat을 통한 산화안정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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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oisture content of bread1) treated with Sargassum
fulvellum extracts (Unit: %)

Days Control 0.5% 1% 2%

0
3
6
9

32.0±1.19Aa2)
28.2±0.43Ab
27.1±0.62Ab
27.2±0.60ABb

30.0±0.35Ba
27.6±0.53Ab
26.7±0.74Abc
26.5±0.41BCc

29.7±0.56Ba
27.4±0.85Ab
26.9±0.35Ab
27.7±0.38Ab

27.7±0.38Ca
27.4±0.16Aa
27.4±0.25Aa
25.7±0.41Cb

1)
Refer to Table 1.
2)
Means in the same row (A-C) and the same column (a-c)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Table 6. pH value of bread1) treated with Sargassum fulvel-
lum extracts

Days Control 0.5% 1% 2%

0
3
6
9

6.14±0.02Ab2)
6.28±0.01Aa
6.21±0.06Aab
5.75±0.04Cc

6.11±0.04ABa
6.15±0.01Ba
6.16±0.04Aa
5.99±0.01Ab

6.03±0.02Ca
6.06±0.01Ca
6.12±0.12Aa
5.85±0.00Bb

6.06±0.01BCb
6.03±0.02Cb
6.12±0.02Aa
5.88±0.00Bc

1)
Refer to Table 1.
2)Means in the same row (A-C) and the same column (a-c)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Table 4. Protection factor of bread1) treated with Sargassum
fulvellum extracts

days Control 0.5% 1% 2%

0
3
6
9

1.00±0.07Ba2)
1.00±0.19Ca
1.00±0.14Ba
1.00±0.16Ca

1.14±0.04Ac
1.40±0.00Ba
1.31±0.02Aab
1.19±0.08BCbc

1.10±0.07ABb
1.42±0.00Ba
1.23±0.03Aab
1.35±0.17ABab

1.16±0.04Ac
1.63±0.00Aa
1.41±0.00Ab
1.54±0.08Aa

1)
Refer to Table 1.
2)Means in the same row (A-C) and the same column (a-c)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Rancimat에 의한 산화안정도 측정은 고온에서 공기를 주입

하여 유지가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aldehyde, ketone 등의 휘

발성 물질에 의한 증류수의 전기전도도 차이를 측정하여 유

도기간을 산출함으로써 유지의 산화안정도를 알 수 있는 방

법이다(12). 이를 통해 산화안정도를 측정한 결과, 저장기간

동안 0.5, 1 및 2% 첨가구의 산화보호지수는 각각 1.19～1.40,

1.10～1.42 및 1.16～1.63으로 무첨가구의 산화보호지수인

1.00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4). 특히 저장 3일과

9일째에 모자반 추출물 2% 첨가구의 산화보호지수가 각각

1.63과 1.54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모자반의 에탄올

추출물이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인다(22)는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볼 때, 본 연구의 모자반 추출물 첨가 빵의 산화 지연

효과는 발효주정에 추출되어진 모자반의 항산화 물질들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모자반 추출물이 기존에 쓰이

고 있는 합성 항산화제인 BHA나 BHT를 대체하여 천연 항

산화제로서 빵의 저장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수분함량

빵의 수분함량은 빵 특유의 부드럽고 촉촉한 질감에 영향

을 주는 주된 요인(30)이며, 전분을 호화, 팽윤시켜 글루텐

막 사이를 채워주는 작용을 함으로써 빵의 물성에 기여한다

(31). 모자반 추출물 첨가량에 따른 모닝빵의 수분함량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저장 초기에는 첨가구의 수분함량이

27.71～30.03으로 무첨가구의 수분함량이 32.03인 것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저장기간 9일 동안, 첨가

구의 수분함량이 12.1% 감소하여 수분함량이 14.9% 감소한

무첨가구보다 감소폭이 작아 모자반 추출물을 첨가한 빵의

수분손실이 적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첨가구 간의 감소

폭을 살펴보면,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그 변화가 작았으며

2% 첨가구에서는 저장 6일째까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꽈배기 모자반을 첨가한 빵(13), 녹차 추

출물을 첨가한 식빵(11), 양파분말 첨가 식빵(32)과 상백피,

곰피 및 강황 추출물 첨가 카스텔라(12)에서 빵의 수분손실

이 적어졌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첨가물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수분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청국장 분말 첨

가 카스텔라(33)의 연구 결과와는 달랐다. 이는 추출물량이

2% 이하로 작지만 모자반이 많은 양의 섬유소를 포함하고

있어(34) 빵의 보수력을 향상시켜 무첨가구와 비교 시 수분

감소폭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수분함량

의 작은 변화폭은 수분손실로 인한 빵의 노화를 방지하여

관능평가에 있어 전체적 기호도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pH

빵의 품질을 좌우하는 이스트의 활성은 pH, 완충작용 및

삼투압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어있다(35). 일반적으로

반죽의 pH는 4.7 정도에서 이스트의 활성이 최대가 되고

(10), pH 5.0～5.5에서 가장 좋은 가스 보유력을 가진다(16).

따라서 모닝빵에 첨가되는 원료의 pH는 빵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추출물 첨가량에 따른 빵의 pH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모자반 추출물을 첨가한 모든 첨가구

의 pH가 저장기간 동안 5.85～6.16으로 5.75～6.28의 pH를

보인 무첨가구와 비교하였을 때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저장기간 전반에 걸쳐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이

결과는 pH 3.39인 외톨개 모자반 추출물을 첨가한 빵의 pH

변화가 무첨가구와 비슷하였고 저장기간 동안 안정하였다

는 결과(14)와 유사한 결과였다. 반면, 감피 분말을 첨가한

식빵에서 분말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pH가 감소한다(36)는

연구결과와는 다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자반의 pH는

3.26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첨가되는 추출물의 농도가 높

지 않아 전체적인 빵의 pH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색도

색은 빵의 외관 평가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항목

중의 하나로 색이 좋아야 먹음직스럽게 보일 뿐만 아니라

풍미를 향상시킬 수 있다(37). 본 연구에서 모자반의 첨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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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Lightness of bread1) treated with Sargassum fulvel-
lum extracts

Days Control 0.5% 1% 2%

0
3
6
9

72.3±0.04Ac2)
74.5±0.25Ab
74.5±0.25Aa
75.3±0.17Aa

67.9±0.04Bb
65.4±0.03Db
65.4±0.03Ba
71.2±0.28Ba

65.9±0.05Cb
68.2±0.40Ca
68.2±0.40Ca
68.8±0.05Ca

63.4±0.03Dd
70.3±0.02Ba
70.3±0.02Db
65.1±0.02Dc

1)
Refer to Table 1.
2)Means in the same row (A-D) and the same column (a-d)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Table 8. Redness of bread1) treated with Sargassum fulvellum
extracts

Days Control 0.5% 1% 2%

0
3
6
9

3.73±0.10Ab2)
4.78±0.09Aa
4.72±0.42Aa
4.62±0.13Aa

2.60±0.07Bb
3.38±0.62Aab
4.12±0.03Ba
4.22±0.01Ba

2.28±0.07Cb
3.57±0.78Aa
3.68±0.00BCa
4.01±0.10Ba

1.72±0.00Db
3.68±0.02Aa
3.20±0.02Ca
3.58±0.02Ca

1)
Refer to Table 1.
2)Means in the same row (A-D) and the same column (a,b)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Table 9. Yellowness of bread1) treated with Sargassum ful-
vellum extracts

Days Control 0.5% 1% 2%

0
3
6
9

16.5±0.03Dab2)
16.4±0.25Ab
16.7±0.29Cab
17.0±0.02Da

19.4±0.20Ca
21.1±2.41Aa
19.3±0.15Ba
19.7±0.03Ca

20.1±0.25Ba
20.9±2.34Aa
19.7±0.14Ba
20.6±0.01Ba

22.0±0.26Ab
19.7±0.07Ad
21.4±0.20Ac
23.0±0.19Aa

1)
Refer to Table 1.
2)Means in the same row (A-D) and the same column (a-c)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Table 10. Hardness of bread1) treated with Sargassum ful-
vellum extracts

Days Control 0.5% 1% 2%

0
3
6
9

132.9±1.29Ad2)
424.5±21.75Ac
600.6±6.85Ab
763.7±6.32Aa

121.9±2.99Bd
386.5±14.35Ac
534.4±12.16Bb
652.8±30.13Ba

93.1±2.45Dd
242.2±8.02Bc
364.0±3.77Cb
547.2±22.01Ca

106.1±5.11Cd
245.4±8.87Bc
376.0±4.05Cb
487.5±14.72Da

1)
Refer to Table 1.
2)Means in the same row (A-D) and the same column (a-d)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Table 11. Shear force of bread1) treated with Sargassum ful-
vellum extracts

Days Control 0.5% 1% 2%

0
3
6
9

61.2±3.92Ab2)
232.4±12.44Aa
250.4±13.21Aa
246.6±14.04Aa

48.1±6.82Bc
163.3±6.49Bb
197.8±7.55Bab
226.2±36.85Aa

43.0±3.18Bd
113.5±0.44Cc
173.2±4.71Cb
190.5±2.65Aa

43.7±1.16Bc
109.4±8.37Cb
215.9±2.47Ba
230.7±17.07Aa

1)
Refer to Table 1.
2)
Means in the same row (A-C) and the same column (a-c)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Table 12. Gumminess of bread1) treated with Sargassum ful-
vellum extracts

Days Control 0.5% 1% 2%

0
3
6
9

102.7±1.75Ad2)
268.1±13.91Ac
333.0±1.67Ab
394.3±0.57Aa

89.7±2.18Bd
233.5±20.42Ac
276.6±11.76Bb
343.5±5.32Ba

68.8±2.55Dd
148.2±1.8Bc
192.7±2.32Cb
268.1±16.15Ca

78.3±5.65Cd
138.3±7.51Bc
192.5±6.85Cb
245.7±14.19Ca

1)
Refer to Table 1.
2)
Means in the same row (A-D) and the same column (a-d)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Table 13. Chewiness of bread1) treated with Sargassum ful-
vellum extracts

Days Control 0.5% 1% 2%

0
3
6
9

99.5±2.09Ad2)
251.2±12.86Ac
312.5±1.02Ab
366.0±7.50Aa

85.1±0.6Bd
218.9±16.06Bc
256.6±10.17Bb
312.7±12.00Ba

65.9±3.34Cd
140.7±0.25Cc
179.7±4.31Cb
251.1±14.28Ca

76.7±5.59Bd
129.5±6.94Cc
180.5±6.98Cb
232.0±8.31Ca

1)
Refer to Table 1.
2)
Means in the same row (A-C) and the same column (a-d)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을 다르게 하여 만든 빵의 색도는 Table 7～9와 같다. 저장초

기 첨가구의 명도(L*) 및 적색도(a*)는 각각 67～67.88 및

1.72～2.60으로 무첨가구의 명도(72.25) 및 적색도(3.73) 값

보다 낮았다. 반면, 저장초기 첨가구의 황색도(b
*
)는 19.35～

22.03으로 무첨가구의 16.05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첨가구

간의 색도 차이를 살펴보면, 모자반 추출물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황색도는 높아지고 명도와 적색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톨개 모자반 추출물(14)을 첨

가한 빵에서 황색도는 높아지고 명도와 적색도가 낮아진 결

과와 일치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해조류의 색이 붉은색, 녹

색, 갈색을 띄고 있으며 가공하지 않은 것일 경우에는 색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건조 후에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색을

띄게(26) 되므로 건조 후 어두운 색을 띠는 모자반 발효주정

추출물을 빵에 첨가하는데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물성 측정

모자반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빵의 경도, 전단력, 검

성, 씹힘성, 탄력성 및 복원성을 측정하였다. 저장기간 동안

첨가구가 무첨가구에 비해 경도, 전단력, 검성 및 씹힘성은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1 및 2% 첨가구에서 그 값이

무첨가구에 비해 낮았다(Table 10～13). 또한, 탄력성과 복

원성에 있어서는 첨가구가 무첨가구보다 다소 낮은 값을 보

였으나 각 저장일차별로 첨가농도에 따른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14, 15).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력에

서는 무첨가구와 첨가구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탄력

성에서는 0.5 및 1% 첨가구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경도, 검성, 씹힘성 및 복원성은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첨가구가 무첨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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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Sensory evaluation of bread1) treated with Sargassum
fulvellum extracts after manufacturing

Control 0.5% 1% 2%

Color (inside)
Color (outside)
Inner shape
Smell
Taste
Texture
Total

5.36±1.01NS2)
5.43±1.02NS
5.43±1.02NS
4.93±1.21NS
4.86±1.10NS
4.64±1.01NS
5.00±1.11NS

4.93±1.27
4.93±0.92
5.21±1.19
4.93±1.14
5.21±0.97
5.00±0.96
5.36±0.93

4.43±1.50
4.93±1.07
5.29±1.27
4.79±1.12
4.93±0.73
5.29±1.07
5.07±1.00

4.43±1.45
4.71±1.38
5.07±1.49
4.57±0.94
3.71±1.27
4.93±1.21
3.79±1.31

1)Refer to Table 1.
2)
Not significant.

Table 14. Springiness of bread1) treated with Sargassum ful-
vellum extracts

Days Control 0.5% 1% 2%

0
3
6
9

0.97±0.00ABa2)
0.94±0.00Ab
0.94±0.00Ab
0.93±0.02Ab

0.95±0.02Ba
0.94±0.01Aa
0.93±0.00Aa
0.91±0.02Aa

0.96±0.01ABa
0.95±0.01Aa
0.93±0.01Aa
0.94±0.00Aa

0.98±0.00Aa
0.94±0.00Ab
0.94±0.00Ab
0.95±0.02Ab

1)
Refer to Table 1.
2)Means in the same row (A,B) and the same column (a,b) bear-
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15. Resilience of bread1) treated with Sargassum ful-
vellum extracts

Days Control 0.5% 1% 2%

0
3
6
9

0.39±0.01Aa2)
0.27±0.00Ab
0.23±0.00Ac
0.21±0.00Ad

0.35±0.01Ba
0.25±0.03ABb
0.2±0.01Bc
0.2±0.01ABc

0.35±0.00Ba
0.25±0.01ABb
0.21±0.00Bc
0.18±0.01Cd

0.34±0.01Ba
0.22±0.00Bb
0.19±0.00Bc
0.19±0.00BCc

1)
Refer to Table 1.
2)Means in the same row (A-C) and the same column (a-d)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에 비해 경도, 전단력, 검성 및 씹힘성이 낮은 경향을 보인

것은 수분함량의 감소폭이 첨가구가 무첨가구보다 작아 수

분손실에 의한 빵의 노화가 지연된 것과 관련되며, 저장기간

이 길어짐에 따라 경도, 검성 및 씹힘성이 유의적으로 증가

하는 것은 수분함량의 감소에 따른 빵의 상태 변화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는 첨가농도가 증가할수록 경도 및

검성이 낮아지는 고수가루를 첨가한 식빵(38)과 유사한 결

과를 보였다. 한편, 감피 첨가 식빵(36), 다시마 분말 첨가

빵(39) 등 첨가물 농도 의존적으로 경도가 증가하는 연구결

과가 많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자반 추출물이

수분함량의 낮은 감소폭과 미생물의 생육 저해에 효과를 보

인 것과 관련하여 빵의 경도가 증가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관능평가

모자반 추출물을 0.5, 1 및 2% 첨가하여 제조한 빵의 외부

와 내부 색, 형태, 향, 맛, 질감 및 전체적 기호도를 나타낸

결과는 Table 16과 같다. 모닝빵 제조 직후, 외부 색의 기호

도는 0.5% 첨가구가 가장 높았으며 2% 첨가구의 외부와 내

부 색의 기호도가 0.5와 1% 첨가구에 비해 낮았다. 이는 처

리구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색이 탁하고 어두워 외관상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기호도의 경향은

꽈배기 모자반 추출물 첨가 빵(13), 감피 첨가 식빵(36), 다시

마 가루 첨가 식빵(39)의 연구결과에서 첨가물의 농도가 증

가할수록 색에 대한 기호도가 감소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이

다. 또한, 맛과 향의 기호도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2% 첨가구에서 해조류 특

유의 쓴맛과 향이 모닝빵의 맛과 향의 기호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질감에 대한 기호도는 첨가구가 무첨가구보

다 그 값이 높았으며, 이는 가루녹차를 첨가한 식빵(40)에서

보인 질감에 대한 기호도 결과와 유사하다. 이 결과로 미루

어 볼 때, 물성 측정에서 씹힘성 및 검성이 무첨가구보다

첨가구에서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점에서 씹힘성 및 검성이

질감에 대한 기호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

기호도에 있어서는 모든 첨가구에서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

었으나 0.5% 첨가구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

1%, 무첨가구 그리고 2% 첨가구 순이었다. 이와 같은 관능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모자반 추출물을 빵에 0.5

및 1% 첨가한다면 관능적 기호도를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으

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모자반(Sargassum fulvellum) 발효주정 추출물을 모닝빵

에 첨가한 후 모닝빵의 저장성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았다. 9일간 저장하며 모닝빵의 일반 세균수를 측정한

결과, 저장 3일째까지 모든 첨가구에서 일반세균이 검출되

지 않아 미생물의 생육이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 곰팡이수

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저장 6일과 9일째에 0.5% 첨가구의

곰팡이수가 무첨가구에 비해 다소 높은 반면, 1 및 2% 첨가

구와 무첨가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수분함량은

25.72～32.03으로 변화폭이 크지 않아 저장기간 동안 전반적

으로 안정을 유지하였으며, pH는 저장기간 동안 모든 첨가

구에서 5.75～6.28의 값을 보여 큰 변화가 없었다. Rancimat

을 이용하여 산화안정도를 측정한 결과, 저장기간 동안 모든

첨가구가 무첨가구에 비해 높은 산화안정도 값을 보였다.

색도 측정결과, 명도와 적색도의 경우 첨가구가 무첨가구에

비해 낮은 값을 보인 반면 황색도에서는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경도, 전단력, 검성 및 씹힙성은 저장기간 동안 첨가구

가 무첨가구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탄력성 및 복원

성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관능평가에서는 0.5 및 1%

의 모자반 추출물 첨가구가 맛, 질감 및 전체적 호감도 항목

이 무첨가구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모닝빵에 모자반 추출물 0.5 및 1%를 첨가할

경우 모닝빵의 관능적인 면을 충족시키면서 저장성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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