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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rheological properties of doughs blended with 5% to 20% fermented rice bran (FRB) were investigated

using farinographs, amylographs, extensographs, and SEM. In the farinograph analysis, the water absorption decreased and

the replacement ratio of FRB increased over the time of development of the dough. The stability time of the dough was

shortened, and the degree of softening decreased with added volume of FRB. The amylograph analysis showed that the

temperature at the beginning of gelatinization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with increasing replacement ratio of FRB, but

the gelatinization temperature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FRB-added groups and control group. The

extensograph analysis showed that when the replacement ratio of FRB was over 10%, the extension of the dough decreased

while the resistance was increased. In the SEM analysis, the added dough with less than 10% FRB had similar characteristics

in gluten matrix and gas bubbles to those of the control of wheat flour alone. It was concluded that an added FRB volume

of below 10% is most suitable for bread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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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식생활의 변화와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각종 성인병

의 증가, 가공식품의 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건강에 대한 의

식변화, 식품 소비 및 식품 산업의 변화로 건강 지향적 식

품 개발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Kum 1998). 이러한 추

세에 따라 각 업체나 학계에서는 이미 기능성 식품의 탐색,

기존 제품의 효과 규명 및 식품들의 기능성 연구와 개선에

힘쓰는 한편 급변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Shin 1997).

빵은 고대 이집트시대에 이미 주식으로 등장하였고, 현재

전 세계 인구의 53%가 빵에 의존하고 있으며, 빵 소비가 증

가함에 따라 차츰 제품의 질적인 면과 영양적인 면을 강조

하게 되었다. 빵을 제조하는데 있어서도 단순히 부족한 영

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곡물을 첨가하던 단계에서 다양한 기

능성 물질들을 이용한 제품의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쌀겨는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

산물로 현미의 도정과정에서 약 8% 정도 얻어지고 있다. 쌀

겨의 조성은 벼의 품종이나 도정방법 등에 따라 다르나, 수

분함량 14%를 기준으로 할 때 조단백질 11~17%, 조지방질

15~20%, 조섬유질 7~11%, 조회분 7~10%, 탄수화물

34~52%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40여종 이상의 단백

질, 지질, 비타민 B군, 미네랄 섬유질과 유용한 여러 미량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다(Juliano BO 1985). 또한 쌀겨의

지방은 반건성유로써 palmitic acid 20%, linoleic acid

30%, oleic acid 45%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thiamin,

riboflavin, niacin 등의 vitamin B군과 Tocopherol과

Tocotrienol의 vitamin E, 그리고 octacosanol, γ-

oryzanol 등의 생리활성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최근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Kim

& Kim 2003; Park & Han 2008; Park 등 2008).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보고가 없었던 발효쌀겨를 첨가

한 식빵 반죽의 물리적 변화를 Farinograph, Amylograph,

Extensograph 그리고 미세구조를 주사현미경(Se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실험에서 밀가루는 (주)대한제분에서 생산된 강력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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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쌀겨는 쌀 농부유기농협회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쌀

겨가루를 이용하였다. 이스트는 (주)제니코의 압착효모를,

쇼트닝은 (주)웰가의 코코 쇼트닝, 탈지분유는 서울우유 제

품을, CJ 제일제당에서 생산되는 설탕과 소금을 사용하였다.

배합 비는 Baker %로 밀가루 100%에 대해 발효쌀겨를

0, 5, 10, 15 및 20%로 각각 첨가하였다<Table 1>.

2. 발효쌀겨의 제조

발효쌀겨의 제조는 Park & Han(2008)의 방법으로 제조

하여 사용하였다. 발효를 위한 쌀겨는 도정 후 일주일 이내

의 유기농 쌀겨를 이용하여 쌀겨 중량대비 20%(v/w)의 수

분을 첨가하여 121oC에서 15분간 멸균하고, 자체 동정균을

접종하여 37oC에서 36시간 동안 배양하여 제조 하였다.

3. 식빵의 제조

식빵의 제조 공정은 유지를 제외한 전 재료를 동시에 혼

합하는 straight method로 실시하였다. 혼합은 반죽기

(HL200, Hobart, USA)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식빵 제조

공정으로 저속에서 밀가루를 수화시킨 후 클린업단계에 쇼

트닝을 혼합하여 최종단계에서 혼합을 완료하였다. 1차 발

효는 발효기(Electric Proofer EP-40, Dae yung bakery

machinery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온도 27oC, 습

도 75-80% 에서 90분간 발효시키고, 180 g씩 분할한 후

둥글리기 하여 실온에서 15분간 중간 발효를 하였다. 성형

은 밀대로 밀어 펴기 한 후 3겹 접기로 말아 식빵 팬에 3개

씩 산형으로 넣어 온도 35-42oC, 습도 85-90%로 50분간

2차 발효시킨 후 오븐(Dae yung, Korea)에서 윗불 180oC,

아랫불 160oC로 35분간 구웠다.

4. Farinograph 측정

AACC방법(1985)에 따라 farinograph mixing bowl

(Brabender CO., Germany)을 30±0.2oC로 유지하여, 수

분 함량 14%를 기준으로 한 밀가루 반죽에 발효쌀겨를 각

각 0, 5, 10, 15, 20% 첨가하여 반죽한 시료 300 g에 curve

의 중심선이 500 B.U(Brabender Units)에 도달하도록 물

을 첨가하여 수분흡수율(water absorption), 반죽도달시간

(arrival time), 반죽형성시간(development time), 안정도

(stability) 및 약화도(weakness) 등을 측정하였다.

5. Amylograph 측정

시료의 호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AACC(1985)방법에

따라 amylograph(Brabender CO. Germany)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수분함량 14% 기준으로 시료 65 g에 증류수

450 mL를 첨가한 후 측정개시온도(starting temperature)

는 25oC부터 90oC까지 1.5oC/min로 올리면서 호화개시온

도(gelatinization temperature), 최고점도온도(temperature

at max. viscosity) 및 최고점도(max. viscosity)의 특성

을 측정하였다.

6. Extensograph 측정

AACC방법에 따라 farinograoh에서 얻어진 흡수율보다

4% 적은 증류수에 2%의 NaCl(6 g)을 용해시킨 다음 1분간

혼합하고 switch를 끄고 덮개를 덮어 5분간 그대로 방치하

였다가, 다시 2분간 반죽하고 peak의 중심이 500 B.U가

되면 반죽을 mixer로부터 분리한 다음, 150 g 2개를 평

량하여 extensograph (Brabender CO., Germany)의

rounder에 넣고 20번 회전시켜 둥근 모양으로 만들었다.

반죽의 신장도 측정은 30±0.2oC 발효조에서 45분마다 3회

반복 측정하여 반죽의 신장도(extensibility), 신장저항도

(resistance to extension), R/E(resistance/extensibility)

값을 측정하였다. 신장도(extensibility)는 시작점으로부터

끝까지의 거리(mm), 신장저항도(resistance)는 그래프의 최

고 높이(B.U)로 나타내며, 이들 비율은 R/E로 나타내었다.

7. SEM을 이용한 반죽의 미세구조 관찰

발효쌀겨 첨가 식빵의 내부 구조를 관찰하기 위하여 반죽

직후와 2차 발효 후를 구분하여 각각의 반죽을 -20oC에서

24시간 냉동시킨 후 동결 건조 하여 0.5×0.5×0.5 cm 이하

로 샘플링 한 다음 알루미늄 표본 지지대 위에서 200Å 두

께로 도금시킨 후 주사전자현미경(FE-SEM/EDS; model

S-4100, HITACHI, LTD, JAPAN)을 사용하여 가속전압

15 kV에서 500배, 1000배, 2000배의 배율로 관찰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Farinograph 분석을 통한 반죽의 특성

Farinograph는 밀가루를 이겨서 반죽을 만들었을 때 생

기는 점탄성을 알 수 있다. 발효쌀겨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 반죽의 수분흡수율(water absorption), 반죽

도달시간(arrival time), 반죽형성시간(development

time), 안정도(stability) 및 약화도(weakness) 등을

farinograph로 관찰한 결과는 <Figure 1>과 같았다.

반죽의 경도는 <Table 2>에서 보면 대조구가 543 FU,

<Table 1> Formula of bread making (%)

Control
Fermented rice bran(%)

5 10 15 20
Strong flour 100 95 90 85 80
Water 62 62 62 62 62
Yeast 3 3 3 3 3
Sugar 6 6 6 6 6
Shortening 4 4 4 4 4
Milk powdar 3 3 3 3 3
Salt 2 2 2 2 2
Fermented Rice Bran 0 5 10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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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쌀겨 5% 첨가구가 538 FU, 발효쌀겨 10% 첨가구가

503 FU, 발효쌀겨 15% 첨가구가 497 FU로 점차 낮아지

는 경향을 보였다.

수분흡수율은 대조구의 경우 65.8%였으며, 발효쌀겨 5,

10, 15, 20% 첨가구의 수분흡수율은 각각 63.7, 61.8,

59.7, 57.7%로 발효쌀겨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수분흡수

율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발효쌀겨의 첨가량이 많

아질수록 수분흡수율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

은 발효쌀겨의 제조 시 첨가된 수분의 양과 쌀겨에 수분을

첨가한 상태에서 발효시키면서 쌀겨에 수분이 흡수되어 약

간 뭉쳐진 상태로 그 입자가 밀가루의 입자보다 크기가 크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수분흡수율은 제빵의 생산에 있

어서 중요한 인자로써 작용하는데, 주로 단백질 함량이나 손

상전분 등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Kim & Kim 1997), 밀

가루의 입자크기 분포가 반죽을 하는데 밀가루의 수분흡수

량과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반죽 형성에 까

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입자가 작고 가늘수

록 수화력과 수화속도가 빨라지며, 수분흡수율도 증가하여

가공 적성을 좋게 한다(Choi 등 2005).

<Figure 1> Farinogram of wheat flour added with various levels of fermented rice bran 

(A) Fresh mixed dough of wheat flour, (B) Fresh mixed dough with added 5% fermented rice bran, (C) Fresh mixed dough with added 10%
fermented rice bran, (D) Fresh mixed dough with added 15% fermented rice bran, (E) Fresh mixed dough with added 20% fermented rice bran

<Table 2> Farinogram characteristic of wheat flour added with vari-

ous levels of fermented rice bran

The content of fermented rice bran (%)
0 5 10 15 20 

Water absorption (%) 65.8 63.7 61.8 59.7 57.7
Arrival time (min) 2 2 2 2 2
Development time (min) 9.9 9.5 11.5 11.2 10.5
Stability (min) 14.4 14.0 14.7 14.3 13.2
Degree of softening (FU) 543 538 503 497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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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죽의 수화속도를 나타내는 반죽도달시간은 대조구 및 모

든 발효쌀겨 첨가구에서 2분으로 차이가 없었다. 반죽형성

시간은 빵 재료를 완전히 혼합하여 최고점도에 도달하기까

지의 시간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시간이 너무 짧을 경우 제

빵용 재료로 부적합 하다고 알려져 있다(Lin 1974). 본 연

구에서는 대조구가 9.9분, 발효쌀겨 5% 첨가구는 9.5분으

로 대조구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으나, 발효쌀겨 10% 첨가

구에서11.5분으로 시간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고, 15% 첨가구에서 11.2분, 20% 첨가구에서 10.5분으로

시간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천마분말

(Kim 등 2001)이나 당귀분말(Shin & Kim 2008)을 첨가

한 실험에서도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반죽형성 시간이 일정

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반죽안정도의 경우 대조구가 14.4분, 발효쌀겨 5, 10,

15% 첨가구는 각각 14.0분, 14.7분, 14.3분으로 대조구에

비해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발효쌀겨 20% 첨

가구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13.2분으로 그 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죽은 안정성 시간이 짧으면 발효 중에 반

죽이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기 어려우며, 빵이 완성되기 전

오븐 속에서 수축 될 수 있다(Kim 1979)고 하였으며, Kim

등 (Kim & Ryu 1997)과 Lindborg 등(1997)은 밀가루 반

죽은 혼합과정 중 글루텐 발달로 점탄성이 생기면서 반죽이

안정을 갖게 되는데, 반죽의 힘이 강하면 높은 안정도를 가

지고 힘이 약하면 낮은 안정도를 가지면서 제빵성이 떨어진

다고 하였다.

발효쌀겨 20% 이상 첨가는 글루텐의 희석작용과 섬유소

의 높은 보수력에 의하여 글루텐의 불완전한 수화로 반죽의

발달이 저하되어 안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밀

가루 이외의 곡분이나 종실 단백질, 전분을 첨가하면 안정

도가 감소된다는 Chung과 Kim(1998)의 연구 결과와도 일

치하였다.

약화도의 경우 대조구는 543 FU로 나타났으며, 발효쌀겨

5% 첨가구는 538 FU, 발효쌀겨 10% 첨가구는 503 FU,

발효쌀겨 15% 첨가구까지는 497 FU로 조금씩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는 발효쌀겨의 첨가량이 많아지면서 상대적

으로 섬유소의 양이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된 섬유소는 반죽

시 글루텐 형성을 방해하여 약화시킨 것(Yook 등 2000)으

로 보인다.

이상 farinograph를 통하여 수분흡수율, 반죽의 안정도

및 약화도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발효쌀겨의 첨가량을 달

리한 식빵 반죽의 물리적 특성은 발효쌀겨를 15%까지 첨가

하였을 경우 제빵의 적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반죽

에 발효쌀겨를 20%이상 첨가는 제빵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2. Amylograph 분석을 통한 반죽의 특성

Amylograph(viscograph)는 amylase의 힘을 판정하는

일종의 점도계로 일정한 속도(1.5oC/min)로 온도가 상승할

때, 시료의 점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분의 질과 양,

효소의 활성도, pH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Kim 1979).

발효쌀겨의 첨가량을 달리한 식빵 반죽의 amylogram 특

성은 <Figure 2>와 같았고, 전분호화액의 점도, γ-amylase

의 활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측정개시온도(heating rate),

호화개시온도(begin of gelatinization), 최고점도온도

(gelatinization temperature), 최고점도(gelatinization

maximum)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호화개시온도를 살펴보면, 대조구 61.4℃를 시작으로 발

효쌀겨 5% 첨가구는 62.0oC, 발효쌀겨 10% 첨가구는 63.0
oC, 발효쌀겨 15% 첨가구는 63.5oC, 발효쌀겨 20% 첨가구

는 64.1oC로 발효쌀겨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호화개시온

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최고점도온도는 대조구가 94.0oC로

발효쌀겨 5% 첨가구는 93.1oC, 발효쌀겨 10% 첨가구는

92.6oC, 발효쌀겨 15% 첨가구는 93.1oC, 발효쌀겨 20% 첨

가구는 93.6oC로 대조구와 비교하여 발효쌀겨 첨가구들에

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최고점도는 대조구가 749 AU

에서 발효쌀겨의 첨가량이 5, 10, 15, 20% 로 증가 할수록

각각 596, 496, 460, 386 AU 로 최고점도가 점차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연자육 분말(Lee & Byun 2008)이나 멥

쌀가루(Kwon & Ahn 1995), 천마분말(Kim 등 2001)을 첨

가한 연구결과를 보면 첨가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최고

점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 결과는 이와 반대로

발효쌀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최고 점도는 점차 낮아지

는 결과를 보였다. 그 이유는 발효쌀겨 자체의 수분이 반죽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점도가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전분의 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전분의 질과 pH 측

면에서 발효쌀겨의 첨가는 전분의 질적인 감소를 가져오고,

낮은 pH의 발효쌀겨 첨가에 따른 반죽의 pH를 낮추어 반

죽 상태가 변화한 것으로 전분의 호화는 전분의 질과 양, 효

소의 활성도, pH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최고점

도가 너무 높으면 효소 활성이 약하기 때문에 반죽의 발효

상태가 나쁘고, 숙성이 늦게 되며 효소에 의한 전분, 단백

질 등의 분해가 적어서 양질의 빵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Amylogram 상에서 최고점도가 400∼600 AU

일 때 제빵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ennett

1990).

본 실험의 결과에서 볼 때 발효쌀겨의 15% 첨가까지는 제

빵용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

과는 farinograph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3. Extensograph 분석을 통한 반죽의 특성

Extensograph는 반죽을 늘려서 신장도(extension) 및

신장저항력(Resistance to extension)을 측정, 기록하는

것으로 반죽이 내포하는 에너지의 크기와 시간적 변화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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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2차 가공, 즉 발효에 의한 반죽의 성질을 판정하는

기초자료가 되며, farinograph에서 얻을 수 없는 반죽 숙

성 시의 작용도 측정 할 수 있다(Kwon & Ahn 1995).

발효쌀겨의 첨가량을 달리한 빵 반죽의 extensogram을

분석한 결과는 <Figure 3>과 같았고, extensogram 특성

값에 대한 변화는 <Table 4>와 같았다.

발효쌀겨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흡수율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발효쌀겨 제조 시수분 함량에 기인한 것이라고 앞서 이

미 밝힌 바 있으며, 신장성은 발효쌀겨 5% 첨가 시 변화가

없다가 10% 첨가부터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는 발효쌀겨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반죽의 글루텐 함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시간이 45분에서 최종

도달시간인 135분을 통과하면서 신장에 대한 저항도는 증가

하고 신장도는 변화가 없다가 발효쌀겨의 첨가량이 많아질

수록 감소하였다. 반죽의 신장 저항도는 밀가루에 포함된 단

백질인 gliadin과 glutenin의 비율 및 신장도와 관계가 있

으며 (Schropp & Wieser 1996), gliadin의 점성은 신장도

에, glutenin은 신장도에 저항 하는 강도 및 탄성에 관여하

며 이들의 균형이 제빵성에 영향을 준다(Boycioglu and

D’Appolonea 1994).

면적은 5%, 10% 첨가까지는 증가하다가 15%, 20%로 첨

가량이 증가하면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전립분 혼합분이나 메밀가루 혼합분에서 이들 가루의

입자가 작고 고운 것보다는 거친 입자 상태나 총 식이섬유

<Figure 2> Amylogram of wheat flour added with various levels of fermented rice bran 

(A) Fresh mixed dough of wheat flour, (B) Fresh mixed dough with added 5% fermented rice bran, (C) Fresh mixed dough with added 10%
fermented rice bran, (D) Fresh mixed dough with added 15% fermented rice bran, (E) Fresh mixed dough with added 20% fermented rice bran 

<Table 3> Amylogram characteristic of wheat flour added with vari-

ous levels of fermented rice bran 

The content of fermented rice bran (%)
0 5 10 15 20 

Heating rate (oC/min) 1.5 1.5 1.5 1.5 1.5
Begin of gelatinization (oC) 61.4 62.0 63.0 63.5 64.1
Gelatinization temperature (oC) 94.0 93.1 92.6 93.1 93.6
Gelatinization maximum (AU) 749 596 496 460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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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높은 혼합분에서 저항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실험 결

과와도 일치하였다(Kim 등 1996; Chung & Kim 1998).

저항도(Resistance)와 신장도(Extension)값의 비율인

R/E값의 변화에서 신장도는 반죽의 최종도달 시간인 135분

이후에는 발효쌀겨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신장도는 감소하

고, 저항도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 SEM 관찰을 통한 반죽의 특성

발효쌀겨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반죽 직후와 1차 발효 후

반죽의 구조를 SEM으로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Figure 3> Extensogram of dough added with various levels of fermented rice bran

(A) Fresh mixed dough of wheat flour, (B) Fresh mixed dough with added 5% fermented rice bran, (C) Fresh mixed dough with added 10%
fermented rice bran, (D) Fresh mixed dough with added 15% fermented rice bran, (E) Fresh mixed dough with added 20% fermented rice bran

<Table 4> Extensogram characteristics of dough added with Fermented rice bran after 135 min rest time

Extensograph
parameters 

Time
(mine)

Fermented rice bran (%)
0 5 10 15 20 

Water absorption (%) 135 61.8 59.7 57.8 55.7 53.7
Extension (mm) 135 180 180 175 155 145
Resistance to extension (BU) 135 590 740 800 850 900
Area under curvet (cm2) 135 175 240 270 243 216
Resistance/Extension 590/180 740/180 800/175 850/155 9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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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반죽 직후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재료들이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각각 분산

되어 있으면서 빈 공간들이 많고 거친 느낌을 주고, <Figure

5>에서 1차 발효 후 반죽의 구조는 전 재료들의 배열이 잘

어우러져 있으며, 기공의 모양도 완만하고 부드러운 형태를

나타내었다. 정상적인 반죽의 내부는 글루텐이 얇은 막을 형

성하고 그 막을 중심으로 전분이나 다른 부재료들이 침투 되

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으며,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반죽에

가스기공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였다

(Bechtel 등 1978; Parades & Bushuk 1982). Parkkonen

등(1994)은 잘 발효된 반죽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protein

- starch matrix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Ryu는

(1999) 이러한 구조가 결국 전분이 호화될 때 더욱 팽창되

어 최종적으로 crumb 구조와 같은 gel의 형태를 형성 한다

고 보고 하였는데, 본 실험의 결과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나

타내었다.

발효쌀겨의 첨가량을 달리한 반죽의 미세구조를 대조구와

비교해 보면, 반죽 직후나 1차 발효 후 모두 발효쌀겨를 10%

까지 첨가한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대조구와 비교

하여 좀 더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15%이상 첨가구의

경우 gluten matrix보다 전분의 비율이 높아 전체적으로

조직이 분산되어 구조적으로 거친 특성을 나타내었다. 발효

쌀겨의 혼합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반죽 내 단백

질 함량이 낮아지고 이 때문에 단백질 matrix 구조가 엉성

하게 되고, 기포의 크기도 균일하지 않으며, 전분 입자와 단

백질 matrix 상호간의 결합형태도 대조구와 달리 연속적인

matrix를 형성하지 못하고 결합이 약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밀전분이나 발효쌀겨 간의 소립자 크기나 대

립자 크기로써는 구별이 확실 하지 않았으나, 100% 밀가루

로 반죽한 대조구와 발효쌀겨의 양을 달리하여 첨가한 반죽

을 비교하여 보면 입자들의 모양이 조금씩 변형된 것을 관

찰 할 수 있었다.

Kwon과 Ahn(1995)은 혼합과 발효과정 중 작은 입자보

다는 큰 입자가 더욱 변형된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의 결과

와도 일치하였다. 발효쌀겨를 10%까지 첨가한 반죽은 대조

구의 특성과 매우 비슷하였으나, 발효쌀겨 15% 이상 첨가

<Figure 4>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2000) of fresh mixed dough added with fermented rice bran 

(A) Fresh mixed dough of wheat flour, (B) Fresh mixed dough with added 5% fermented rice bran, (C) Fresh mixed dough with added 10%
fermented rice bran, (D) Fresh mixed dough with added 15% fermented rice bran, (E) Fresh mixed dough with added 20% fermented rice b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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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반죽에서는 파열된 기공수가 많았고, 파열된 matrix도

관찰되었는데, 이는 발효쌀겨를 첨가함으로써 반죽의 점탄

성이나 가스 포집력이 밀가루만 사용된 대조구에 비교하여

약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발효쌀겨 10% 정도의 첨가는 대

조구와 비교하여 제빵의 적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발효

쌀겨의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V. 요 약 및 결론

발효쌀겨를 첨가한 식빵 반죽의 물리적인 특성을 Farinograph,

Amylograph, Extensograph 그리고 미세구조를 SEM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발효쌀겨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수분

흡수율은 감소하고, 반죽 형성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반죽의 안정도는 발효쌀겨 첨가에 따라 낮았으며, 약화

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호화 개시 온도는 발효쌀겨

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높았으며, 최고점도온도는 군 간

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장성은 발효쌀겨 10% 첨가

부터 점차 감소한 반면, 저항도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SEM을 이용한 반죽의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과, 발효

쌀겨를 첨가한 반죽에서는 첨가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단백

질 matrix 구조가 엉성하고, 기포의 크기도 균일하지 못하

였으나, 발효쌀겨 10% 첨가까지는 대조구의 물성과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아 제빵의 적성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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