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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 of black garlic extract on quality characteristics 
of white pan bread. White pan bread contained black garlic extract at levels of 0%, 5%, 10%, and 15% based on 
flour. Analysis of volume and specific loaf volume, water activity, texture, crumb color, and sensory evaluation of 
white pan bread were performed. As the amount of black garlic extract increased, volume and specific loaf volume 
decreased. Hardness, Max. G (maximum gram), gumminess, and cohesiveness by texture analyser showed a higher 
value in treatment, however, in hardness, no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control and treatment with addition 
of 5% black garlic extract. In crumb color analysis, as the amount of black garlic extract increased, L value decreased 
and values for a and b increased. On sensory evaluation, no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control and treatment 
containing 5% black garlic extract, however, addition of more than 10% resulted in lower scores. As a result of 
this study, 5% black garlic extract was considered a reasonable level for preparation of a health promoting white 
pan b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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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문화수준의 향상과 외식산업의 발달로 건강 지향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식품을 선호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빵을 선

택함에 있어서도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고 있다. 빵은 밀가

루를 주재료로 하여 효모로 발효시켜 굽거나, 찌거나, 튀기

거나 하여 만드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식품 중의 하나이다

(1). 마늘(Allium sativum)은 중앙아시아와 지중해 연안 지

방이 원산지로 다년생 초본 구근식물이며 우리나라, 중국, 

인도, 미국 및 남부 유럽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

다. 생마늘은 수분 약 60%, 탄수화물 28%, 유기황화합물 

2.3%, 단백질 2%, 유리아미노산 1.2%, 섬유소 1.5%, 지방 

0.15% 그리고 미량의 phytic acid 0.08%, 사포닌 0.07%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타민 B1, B2, C 등과 칼슘을 비롯

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2). 마늘은 체내의 콜레스테롤 

저하 및 노화방지(3), 항암 및 항균작용(4) 등 여러 가지 기

능성이 밝혀져 건강에 유익한 식품 중의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마늘의 allicin은 특유의 복합적인 냄새를 내는 물질로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마늘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냄새를 제거하고 영양성분을 개선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마늘 가공방법이 개발되었다. 찌거나 

굽는 가공공정을 거친 마늘은 조건에 따라 풍미, 색, 영양성

분 등 마늘의 이화학적 성분이 변한다(5). 특히 마늘에 적절

한 습도를 유지하면서 고온에 저장하면 자체 성분과 효소작

용으로 발효되면서 갈변반응이 일어나 검은 색의 흑마늘이 

된다. 흑마늘은 일본에서 처음 비롯되었으며, 생마늘을 

40~90°C에서 수십일 간 숙성시키면 마늘의 유기물이 분해

되어 냄새가 줄어들고 갈변화 반응이 일어나 갈색 및 과당 

함량이 증가한다(6). 이러한 흑마늘은 매운 맛 감소, 점도 

증가, 단맛 증가, 향과 씹힙성 개선, 유용한 생리활성 물질 

등이 생성되어 엑기스 음료, 사탕, 젤리 및 가공품의 부재료 

등의 새로운 기능성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7). 

흑마늘의 이용에 관한 연구로는 스펀지 케이크에 흑마늘 

분말의 첨가(8), 흑마늘 잼의 이화학적․관능적 특성 및 항산

화성(5), 화장품 소재로 이용 시 흑마늘 추출물의 안전성(9) 

등이 있으나 흑마늘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흑마늘은 유백색의 생마늘과 달리 

검은색으로 폴리페놀류 함량이 증가하고, 생마늘에는 존재

하지 않는 S-allyl cysteine인 수용성의 함황아미노산이 생

성된다(10). Choi 등(11)은 흑마늘의 이화학적 특성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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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s for white pan bread containing black garlic 
extract (BGE)   

Ingredients
Weight (g)

Control BGE
5%

BGE
10%

BGE
15%

Bread flour
Water
Aged black garlic
  extract
Salt
Sugar
Shortening
Fresh yeast
Bread improver

1,000
640
－
18
60
30
20
10

1,000
622
50

18
60
30
20
10

1,000
604
100

18
60
30
20
10

1,000
586
150

18
60
30
20
10

Total 1,778 1,810 1,842 1,874

반성분 중 조지방, 조단백 및 총당은 흑마늘>찐마늘>생마늘 

순으로 높고 생마늘은 포도당, 찐마늘은 자당, 흑마늘은 과

당의 함량이 높다고 하였으며, 칼륨이 전체 무기물의 약 

76%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 분야에 마늘 활용도를 높이고 건강기

능성 식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가공한 흑마늘 추출액을 첨가

한 빵용 반죽의 레오로지 특성 연구(12)에 이어 식빵 제조에 

일정량 첨가하여 빵의 부피 및 비용적, 수분활성도, 조직감, 

색도 및 관능검사 등의 분석으로 적정한 첨가량을 도출하여 

건강기능성 식빵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경상북도 의성군 영농조합에서 제조한 흑마늘 추출액은 

점질성을 갖는 흑갈색으로 수분 함량은 약 36%, 고형분 64%

이었다(12). 식빵 제조에 사용한 밀가루는 강력분(단백질 

13.15%, 회분 0.41%, 수분 13.3%, 대한제분, 인천, 한국), 

정백당(순도 99.0%, 삼양사, 울산, 한국), 소금(순도 99%, 

한주소금, 울산, 한국), 쇼트닝(롯데삼강, 천안, 한국), 생효

모(조흥화학, 안산, 한국), 제빵개량제(빵 SP-2, (주)에스엘

식품, 안산, 한국) 등을 사용하였다. 

식빵의 제조

식빵 배합비는 Table 1과 같으며 배합수의 64% 중 5, 

10, 15% 중량을 흑마늘 추출액으로 대체 첨가하였고 흑마

늘의 수분함량을 고려하여 배합수 양을 조절하였다. AACC 

(10-10A)(13) 방법의 직날법(straight dough method)을 

다소 변형하여 식빵을 제조하였다. 반죽기(A200, Hobart 

Co. Ltd., Troy, MI, USA)에서 13~15분간 믹싱하여 온도 

27°C, 상대습도 75%인 1차 발효실에서 2시간 발효시켰다. 

발효된 반죽을 540 g씩 분할하여 둥글리기 하고 15분간 상

온에서 중간발효 시켰다. 정형(밀기, 말기, 봉하기)하여 팬에 

넣고 온도 40°C, 상대습도 85%의 2차 발효실에서 50분간 

발효시켰다. 발효된 반죽을 미리 예열하여 놓은 200°C의 

데크 오븐(FDO-7104, electric deck oven, Daeyung 

Bakery Machinery Co., Ltd., Seoul, Korea)에서 30분간 

구운 후 상온에서 1.5시간 냉각시켜 폴리에틸렌 포장지로 

포장하여 분석용 시료로 하였다.  

부피 및 비용적 측정

흑마늘 추출액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부피는 

종자치환법(14)으로 측정하였으며 비용적은 식빵의 부피를 

빵 무게로 나누어 구하였다. 각각의 시료 5개씩 측정하여 

그 평균을 자료로 하였다.  

수분활성도 측정

흑마늘 추출액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수분활

성도는 시료를 25°C에 보존하면서 24시간 이후부터 1일 간

격으로 4일간 수분활성도 측정기(AQS-2-TC, NAGY, 

Gäufelden, Germany)로 측정하였다. 식빵의 내부를 믹서

기로 균일하게 갈아 측정기의 cell에 채운 후 미리 25°C로 

조절하여 놓은 측정기의 chamber에 cell을 삽입하여 수분

활성도 값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5회 반복 측정하였다. 

Crumb 조직감 측정 

흑마늘 추출액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crumb 

조직감으로 경도(hardness), Max. G(maximun gram), 검

성(gumminess), 응집성(cohesiveness) 등을 rheometer 

(CR-200D, Sun Co., Ltd., Tokyo, Japan)로 측정하였다. 

시료를 가로, 세로, 높이 각각 40 mm, 40 mm, 30 mm로 

잘라 24시간 이후부터 1일 간격으로 4일간 측정하였으며 

측정조건은 table speed 100 mm/min, chart speed 60 

mm/min, load cell range 1 kg, critical area 314 mm2, 

% deformation 25, probe 30 mm cylinder 등이었다. 각 

시료를 10회 반복 측정하여 오차 범위가 큰 상하 값은 제외

하고 자료로 하였다.

Crumb 색도 측정

흑마늘 추출액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crumb 

색도는 색차계(CE-7000, Macbeth Spectrophotometer 

Co. Ltd., Manasquan, NJ, USA)로 측정하였다. 식빵의 

crumb 부위를 가로, 세로, 높이 각각 20 mm, 20 mm, 10 

mm 크기로 잘라 준비하여 Hunter 명도(L, lightness), 적색

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 등을 5회 반복 측정

하여 자료로 하였다. L값은 0(검정색)에서 100(흰색)까지, 

a값(적색도)은 -80(녹색)에서 100(적색)까지, b값(황색도)

은 -70(청색)에서 70(황색)까지 측정하였으며, 표준판은 백

색판을 사용하였고 백색판이 나타내는 L, a, b는 각각 89.2, 

0.923, 0.783이었다. 

관능검사

흑마늘 추출액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관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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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olumes and specific loaf volumes (SLF) of white pan 
bread containing different quantity of black garlic extract (BGE)

Samples Loaf volume 
(cc)

Loaf weight
(g) SLF

Control
BGE 5%
BGE 10%
BGE 15%

 1,960±22a1)

1,840±18b

1,720±12c

1,610±20d

490±3a

492±2a

493±2a

492±1a

 4.0±0.2a

3.73±0.1b

3.48±0.2c

3.27±0.3d

1)Values are mean±SD.
a-d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3. Water activity of white pan bread containing different quantity of black garlic extract (BGE)

Samples
Storage (days)

1 2 3 4 
Control
BGE 5%
BGE 10%
BGE 15%

 0.971±0.008aA1)

0.986±0.004aA

0.973±0.005aA

0.966±0.006bA

0.966±0.004bB

0.983±0.002aA

0.971±0.008aA

0.965±0.003bA

0.965±0.006bB

0.979±0.001aB

0.970±0.002bA

0.964±0.005bA

0.963±0.004cB

0.975±0.002aB

0.967±0.002bB

0.962±0.004cB

1)Values are mean±SD.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a column (a-c) and a row (A,B)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사는 식품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본 실

험의 목적과 평가방법에 대하여 교육시킨 후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은 외관(appearance), 향(odor), 맛(taste), 조직

감(texture), 종합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등이

었고, 9점 평점법을 이용하여 1점으로 갈수록 ‘아주 싫다’에

서 9점으로 갈수록 ‘아주 좋다’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개인

별로 평가표에 점수를 작성하도록 하여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하고 자료로 하였다.

통계 분석 

실험결과는 평균값±표준편차(mean±SD)로 나타냈으

며, 각각의 실험을 5회 반복 실행하여 얻은 값을 Statistical 

Analysis System(SAS)(15)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각 시료 간의 유의성 검증

은 P<0.05 수준으로 던컨의 다중 범위시험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부피 및 비용적 특성 

흑마늘 추출액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부피 및 

비용적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부피는 대조구가 

1,960 cc로 가장 컸고 흑마늘 추출액 첨가량이 많을수록 

부피는 작아져 15% 첨가구는 1,610 cc로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5). 비용적도 대조구가 4.0 cc/g으로 가장 컸

으며, 흑마늘 추출액 15% 첨가구는 3.27 cc/g으로 가장 작

아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5). 흑마늘 추출액 첨가량이 

많을수록 부피와 비용적이 작아지는 것은 단백질 희석작용

으로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빵 제조 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양질의 밀가루로 제품을 만

들면 부피가 커진다(16). Lee 등(8)은 스펀지케이크 제조에 

밀가루의 8%까지 흑마늘로 대체 첨가하였을 때 비용적은 

대조구가 가장 컸고 첨가량이 많을수록 작아졌다고 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Ronald(14)는 제빵에서 비용적

은 제품의 부피, 부드러움, 제조공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수분활성도 특성

흑마늘 추출액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을 상온에

서 4일간 보존하면서 수분활성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저장 1일에 대조구의 0.971에 비하여 흑마늘 추

출액 5% 첨가구는 0.986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10% 

까지 첨가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고 15% 첨가구는 대조구보

다 낮게 나타났다. 저장 2일과 3일에도 같은 경향을 나타냈

고, 저장 4일에 5% 첨가구가 가장 높았다. Kim 등(17)은 

천마분말을 0.5%에서 2%까지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수분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대조구와 첨가구의 수분

활성도 값이 유사하였다고 하였다. Park(18)은 chlorella 

growth factor(CGF)를 첨가한 식빵의 품질 특성 연구에서 

대조구보다 CGF의 첨가량이 많은 시험구의 수분함량이 다

소 높았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고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

라 CGF를 첨가한 시험구의 수분함량이 높아 수분보유능력

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수분활성도는 식품속의 자유수 

함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본 실험에서 흑마늘 추출액 첨가로 

수분활성도가 달라진 것은 흑마늘의 총당 함량이 증가하였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Choi 등(11)은 생마늘과 흑마늘의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생마늘은 수분 66.64%, 총당 

4.47%이었고 흑마늘은 수분 58.20%, 총당 6.19%라고 보

고하여 흑마늘의 당 함량이 높다고 하였다. 설탕, 전화당, 

솔비톨과 같은 당류나 당알코올을 식품 가공에 첨가하면 수

분활성도가 낮아져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9). 

Crumb 조직감 특성

흑마늘 추출액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을 4일간 

저장하면서 조직감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7과 같다. 

Table 4에서 경도 변화는 저장 1일에 대조구가 158±5.2 

g/cm2이었고, 흑마늘 추출액을 5, 10, 15% 첨가한 시험구

들은 각각 162±9.3, 174±0.9, 189±1.3 g/cm2로 흑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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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of hardness of the white pan bread containing 
different quantity of black garlic extract (BGE) during storage

(Unit: g/cm2)

Samples  
Storage (days)

    1     2     3     4 
Control
BGE 5%
BGE 10%
BGE 15%

 158±5.2cD1)

162±9.3cC

174±0.9bD

189±1.3aC

168±1.7dC

176±0.6cB

185±5.7bC

200±0.4aB

179±1.1dB

188±1.5cA

195±5.5bB

217±5.9aA

189±4.8cA

195±2.8cA

208±4.1bA

222±0.3aA

1)Values are mean±SD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a column (a-d) and a row (A-D)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5. Changes of Max. G (maximum gram) of the white 
pan bread with different quantity of black garlic extract during 
storage                                        (Unit: g)

Samples  
Storage (days)

     1      2      3      4
Control
5%
10%
15%

100±1.4cC1)

143±5.7bC

159±14.1bC 
199±14.8aC

146±19.1cB

184±7.1bB

209±0.0bB

269±0.0aB

172±9.2cA

250±13.4bA

263±5.7bA

303±5.7aA

184±7.1cA

237±27.6bA

266±2.8bA

346±31.1aA

1)Values are mean±SD.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a column (a-c) and a row (A-C)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6. Changes of gumminess of the white pan bread with 
different quantity of black garlic extract during storage

(Unit: g)

Samples  
Storage (days)

1 2 3 4
Control
5%
10%
15%

15±1.0dC1)

44±4.3cC 
65±5.0bC

88±13.5aB

42±10.4cB

81±0.4bB

96±2.3aB

98±0.0aB

 62±8.9dA

 86±7.5cB

117±7.8bA

130±0.9aA

 69±11.6cA

109±0.9bA

114±4.0bA

144±13.8aA

1)Values are mean±SD.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a column (a-d) and a row (A-C)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7. Changes of cohesiveness of the white pan bread with 
different quantity of black garlic extract during storage

(Unit: %)

Samples  
Storage (days)

1 2 3 4
Control
5%
10%
15%

14±0.7cC1)

31±1.8bB

41±0.5aB

44±3.5aB

29±3.4cB

36±0.9bB

44±1.9aA

47±0.0aB

36±3.2cA

43±3.6bcA

49±1.9bA

52±2.4aA

38±4.9bA

40±2.1bA

44±4.4abA

52±0.3aA

1)Values are mean±SD.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a column (a-c) and a row (A-C)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추출액 첨가량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 유의적 차이가 있었

으나(P<0.05), 대조구와 5% 첨가구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

다. 이러한 경향은 저장 2일과 3일에도 유사하였고 저장 4일

에 대조구가 189±4.8 g/cm2이었고, 15% 첨가한 시험구가 

222±0.3 g/cm2로 경도 값이 높아 부드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피 및 비용적 측정에서 대조구에 비하여 흑마늘 

추출액 첨가량이 많을수록 부피와 비용적이 작아 식빵이 부

드럽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rheometer로 경도를 측

정한 결과 흑마늘 추출액 첨가량이 많을수록 그 값이 높아 

식빵이 부드럽지 못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Jeon과 Kim(20)

은 느릅나무 추출액을 첨가한 식빵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

에서 느릅나무 추출액 첨가량이 많아짐에 따라 경도가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하였고, Kim과 Kim(21)도 홍삼분

말 첨가량이 많을수록 식빵의 경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고 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Shin과 Hwang 

(22)은 질경이 분말을 첨가한 식빵의 제빵적성 연구에서 저

장 1일에는 대조구의 경도가 낮았으나 저장 3일과 6일에는 

질경이 분말을 0.3~0.9% 첨가하였을 경우 대조구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 질경이 분말이 수분보유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Kim 등(23)은 생마늘을 밀가루 대비 9%까지 첨가하

여 제조한 쿠키를 rheometer로 경도를 측정한 결과 대조구

는 시험구들보다 높았으나 시험구들 간에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Table 5에서 Max. G는 저장 1일에 대조구가 100±1.4 

g이었고 흑마늘 추출액을 5, 10, 15% 첨가한 시험구들은 

143±5.7, 159±14.1, 199±14.8 g으로 대조구에 비해 시험

구들의 값이 높아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5). 저장기간

이 경과하여도 시험구의 Max. G값이 높았고 특히 첨가량이 

많을수록 증가폭이 커 저장 4일에 대조구가 184±7.1 g, 

15% 첨가한 시험구가 346±31.1 g을 나타냈다. Shin과 

Hwang(22)은 질경이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식빵의 Max. 

G 값은 대조구에 비해 시험구들이 높은 값을 나타냈고 특히 

첨가량이 많을수록 높았다고 하여 본 실험과 일치하였다. 

Table 6에서 검성(gumminess)은 저장 1일에 대조구에 비

하여 시험구들이 높은 값이었고 첨가량이 많을수록 그 값이 

높아 유의적 차이가 있었으며(P<0.05) 저장 기간이 경과하

여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Jung 등(24)의 흑미가루를 

첨가한 식빵의 품질 특성 연구에서 대조구에 비하여 흑미가

루를 첨가한 시험구들의 검성이 높은 값을 나타냈고 첨가량

이 많을수록 높아 본 실험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Table 7에

서 응집성(cohesiveness)은 저장 1일에 대조구에 비하여 

시험구들이 높은 값이었고 첨가량이 많을수록 높아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5). Bae 등(25)은 대추 추출액 첨가량

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조직감 특성에서 대조구보다 대

추 추출액을 첨가한 시험구들의 응집성 값이 높았고 첨가량

이 많을수록 그 값이 높았다고 하였다. 

Crumb 색도

흑마늘 추출액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cr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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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ensory evaluation of white pan bread containing different quantity of black garlic extract (BGE)
Samples Appearance Od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Control
BGE 5%
BGE 10%
BEG 15%

 8.8±0.1a1)

8.6±0.4a

6.9±0.1b

4.7±0.8c

8.5±0.2a

8.4±0.8a

7.1±0.4b

5.2±0.5c

8.5±0.1a

8.6±0.1a

7.1±0.4b

5.3±0.7c

8.6±0.2a

8.5±0.4a

6.8±0.6b

5.9±0.5c

8.5±0.5a

8.5±0.7a

6.6±0.2b

5.0±0.8c

Score 1 (very dislike)～9 (very like).
1)Values are mean±SD.
a-c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8. Changes of color value of white pan bread containing 
different quantity of black garlic extract (BGE)

Samples Storage
(days)

Color values
L a b

Control

1
2
3
4

87.7±0.5a1)

87.3±0.5a

87.0±0.5a

86.2±0.5a

 2.9±0.2c

 2.8±0.3c

 2.8±0.3c

 2.8±0.2c

13.9±0.2b

13.8±0.2b

13.7±0.2b

13.6±0.2b

BGE 5%

1
2
3
4

67.3±1.5b

66.9±1.4b

66.8±1.5b

65.8±1.4b

 9.4±3.1b

 9.3±3.0b

 9.3±3.0b

 9.2±3.0b

29.6±4.5a

29.3±1.5a

28.8±1.5a

28.7±1.5a

BGE 10%

1
2
3
4

58.5±1.6c

58.3±1.6c

57.5±1.6c

56.7±1.6c

12.1±2.9a

12.0±2.9a

11.9±2.9a

11.9±3.0a

31.5±1.8a

31.3±1.8a

30.7±1.9a

30.3±1.8a

BGE 15%

1
2
3
4

50.1±1.7d

48.3±1.7d

47.1±1.7d

44.1±1.6d

14.0±2.6a

13.5±2.6a

13.3±2.7a

12.8±2.4a

31.2±2.1a

30.1±2.0a

29.7±2.0a

27.1±2.0a

1) Values are mean±SD.
a-d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색도 변화를 4일간 측정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대조구가 87.7±0.5이었고 흑마늘 추출액

을 5, 10, 15% 첨가한 시험구들은 각각 67.3±1.5, 58.5± 

1.6, 50.1±1.7로 흑마늘 추출액 첨가량이 많을수록 L값이 

낮아져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고 저장기간이 경과하여도 같

은 경향이었다. 첨가구 중 15% 첨가구는 저장기간이 경과함

에 따라 L값이 낮아져 더 어두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대조구

와 각 시험구간의 유의적 차이는 있었으나, 각 시험구내에서 

저장기간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Park과 Hong(26)

은 매실 과육을 첨가한 빵의 품질 시험에서 매실 과육 첨가

량이 많을수록 L값이 낮아졌다고 보고하였고, Kim과 Shin 

(27)도 제조방법을 달리하여 제조한 현미가루를 첨가한 식

빵의 품질 특성에서 L값이 낮아졌다고 하여 본 실험의 결과

와 일치하였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대조구가 2.9±0.2이었고 흑마

늘 추출액을 5, 10, 15% 첨가한 시험구들은 각각 9.4±3.1, 

12.1±2.9, 14.0±2.6으로, 첨가량이 많을수록 a값이 증가하

였다. 10% 첨가구와 15% 첨가구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

나, 대조구와 다른 시험구와의 유의적 차이는 있었다(P< 

0.05). 그러나 같은 시험구의 저장기간에 따라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15% 첨가구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냈다. Park과 Chung(28)은 허브를 첨가한 빵의 물성학적 

및 관능적 특성 연구에서 허브 첨가량이 많을수록 a값이 낮

아졌다고 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대조구가 가장 낮았고 첨가량

이 많을수록 값이 높아졌다. 저장 4일 동안 5% 첨가구와 

10% 및 15% 첨가구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Lee 등(29)은 버섯(Lentinus tuberregium)분말 첨가가 

제빵 특성에 미치는 연구에서 버섯분말 첨가량이 많을수록 

대조구에 비하여 b값이 높아졌다고 하여 본 실험과 같은 결

과를 나타냈다. 이상의 실험 결과 빵 제조 시 흑마늘 추출액

을 첨가한 경우 대조구에 비해 L값은 낮아졌으나 적색도 a 

값과 황색도 b값은 높아졌으며 시료별로 저장기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관능검사

흑마늘 추출액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관능검

사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외관과 향은 대조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흑마늘 추출액 첨가량이 많을수록 점수는 낮

아져 유의적 차이가 있었으나(P<0.05), 대조구와 5% 첨가

구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흑마늘 추출액 첨가량이 

10% 이상 많아지면 마늘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환원성 

물질의 작용으로 반죽이 질어져 반죽특성이 나빠지고(12), 

결과적으로 제품의 break 및 shred가 적고 색상이 어두워

져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실험에서 제품의 맛과 

조직감도 대조구와 5% 첨가구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

나, 흑마늘 추출액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얻었

다. 이러한 결과는 흑마늘 추출액 첨가량이 많을수록 부피가 

작고 rheometer에 의한 경도 값이 높아 부드럽지 못한 것과 

일치하였다. Kim(30)은 녹차 빵의 품질 특성 연구에서 대조

구에 비하여 녹차분말 첨가량이 많을수록 조직감이 저하되

어 대조구와 첨가구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전체적 기호도는 대조구와 5% 첨가구 간에 유의적인 차

이가 없이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10%와 15% 첨가구는 낮은 

점수를 얻어 기호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첨가구를 선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마늘이 전통적으

로 널리 사용되는 향신료이고, 냄새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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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Cho와 Lee(31)는 보릿가루를 이용한 고 식이섬

유 빵의 제조 연구에서 쌀보리를 10% 혼합하여 만든 빵과 

밀가루로만 만든 빵의 관능검사 비교에서 모든 평가항목에

서 유의적 차이가 없어 빵의 관능적 특성이 변하지 않아 고 

식이섬유 빵의 제조에 보릿가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Kim 등(32)은 미강에서 추출한 식이섬유 추출물을 첨가한 

고 식이섬유 식빵에서 6%까지는 대조구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9% 이상 첨가에서는 미강 취를 느끼기 시

작하면서 제품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식빵 제조 시 미강

에서 추출한 식이섬유 추출물을 6%까지 첨가하는 것이 좋

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관능검사에서 흑

마늘 추출액 5%까지 첨가는 향, 맛, 조직감 및 전반적인 기

호도가 대조구와 유사하여 향후 건강지향적 기능성 제품으

로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   약

식빵 제조 시 흑마늘 추출액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품의 

품질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품의 부피 및 

비용적, 수분활성도, crumb 조직감 및 색도, 관능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부피 및 비용적은 대조구가 가장 컸고 흑마늘 

추출액 첨가량이 많을수록 작아졌다. Rheometer에 의한 경

도, Max. G, 검성 및 응집성 모두 대조구에 비하여 흑마늘 

추출액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높아져 부드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도의 경우 5% 첨가구는 대조구와 유의적 차이

가 없었다. 색도 측정에서 L값은 흑마늘 추출액 첨가량이 

많을수록 낮아졌고, a와 b값은 높아져 어두운 것으로 나타

났다. 관능검사에서 흑마늘 추출액 5% 첨가구가 향과 전체

적인 기호도에서 대조구 및 다른 시험구들에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얻어 흑마늘 추출액 5%까지는 첨가가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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