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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s of paprika powder on bread quality. Breads were prepared with the addition 

of 0%, 2.5%, 5.0%, 7.5% and 10.0% of paprika powder based on wheat flour. The weight of breads with paprika powder ranged from 526.5

∼537.3 g; that of the control was 525.0 g. The volume of the breads prepared by adding paprika powder was 1946.1∼2114.3 mL, whereas 

that of the control was 2144.4 mL. The height, specific volume and baking loss rate of breads with added paprika powder decreased with 

the addition of paprika powder. The hardness, springiness, cohesiveness and chewiness increased with the addition of paprika powder. The 

Hunter L values of breads decreased, whereas a and b values increased. The sensory quality of the paprika powder breads tested by color, 

moistness and chewiness was better than that of the control. In particular, the overall acceptability of the bread with the addition of 5.0% 

paprika powder had the best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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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파프리카(Paprika, Capsicum annuum L.)는 가지(Solanaceae)

과 고추(Capsicum)속 고추(Annuum)종으로 분류되는 과채류

(Hwang JH와 Jang MS 2001)로서 나라에 따라 sweet pepper, 

pimento, paprika 등으로 불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매운맛이 

없는 bell type의 고추(단고추)를 파프리카라고 하고 있으며 

빨강색, 주황색, 노랑색 등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다(Jeong 

CH 등 2006, Lee SO 등 2002). 파프리카의 색소는 카로티노

이드 중 xanthophyll에 속하는 capsanthin과 capsorubin이 30∼

80%로 주를 이루고 있고(Deli J 등 2001), 비타민 C, E, 플라

보노이드도 풍부하게 함유한(Markus F 등 1999) 건강식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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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Park TG 2005). 파프리카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로 파프

리카의 풍부한 카로티노이드는 항종양 활성 촉진인자로 작용

하며(Peto R 등 1981), 활성산소 소거능과 지질과산화로 유도

된 자유라디칼과 superoxide, nitric oxide 생성 억제(Murakami 

A 등 2000) 및 산화안정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Park JH 

2007). 또한 Jeon GI 등(2011)의 연구를 통해 노랑파프리카에 

함유된 lutein, zeaxanthin, β-carotene 등 색소의 항산화 작용, 

백혈구 DNA 손상 감소 및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효과 등이 

밝혀졌고, Dwyer JH 등(2001)은 노랑파프리카에 함유된 색소

가 항암작용, 노인성 황반변증과 초기 동맥경화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여, 건강기능 식품으로써 파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수분함량이 높고, 저장성이 낮아 건조

시켜 장시간 저장할 수 있지만 저장 중 향신료 본래의 색택

뿐만 아니라 맛, 향 및 영양소의 손실이 일어나기도 한다

(Biacs PA 등 1993, Ittah Y 등 1993, Osuna-Garcia JA 등 

1997). 파프리카를 식품에 이용한 연구로는 파프리카즙을 첨

가한 생면(Hwang JH와 Jang MS 2001), 증편(Jung J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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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설기떡(Cho MS 등 2008) 및 파프리카 분말을 첨가한 

스폰지케이크(Jeong CH 등 2007a, Kim AR 2009), 국수(Jeong 

CH 등 2007b) 등이 있다.

최근 우리의 식생활이 간편해지고 서구화로 인한 식생활의 

변화로 주식대용으로서 빵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 지향적인 제품구매 

성향으로 자연 건강식의 개발과 기능성 식품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제빵 분야에도 밀가루 이외의 부재료를 이용

한 기능성이 강조된 제품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

에서 칡즙(Choi HC와 Kim YS 2002), 마(Yi SY와 Kim CS 

2001), 연근분말(Kim YS 등 2002), 솔잎가루(Kwhak SH와 

Moon SW 2002), 매실 과육(Park SI와 Hong KH 2003), 검정

콩 분말(Im JG와 Kim YH 2003), 흑미가루(Jung DS 등 2002), 

동충하초(Park GS 등 2001), 감잎가루(Bae JH 등 2001) 및 키

토산(Lee HY 등 2002) 등을 첨가한 기능성 식빵에 대한 연구

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빵 제조 시 

노랑파프리카 분말을 대체분으로 첨가한 식빵의 품질변화와 

관능적 특성을 조사하여 파프리카 이용 확대 및 기능성 식빵 

개발을 위한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건강 기능성이 강

화된 파프리카 식빵의 보급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파프리카 식빵의 제조에는 밀가루(강력분, 대한제분), 설탕

(정백당, 제일제당), 정제염(해표), 마가린(오뚜기), 탈지분유

(서울우유 협동조합), 건조이스트(조흥화학), 배합수는 정제수

를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파프리카는 가락동 농수산

물 시장에서 구입하였으며, 깨끗이 세척한 후 반으로 갈라 씨

와 꼭지를 제거하고 얄팍썰기하여 인큐베이터(BOD incubator, 

SBOD-203, Sunjin Chemistry Co., Ltd, Korea)에서 건조시켰다. 

건조된 파프리카는 믹서기(FM-700W, food mixer, Hanil Co., 

Ltd, Korea)로 곱게 갈아내어 100 mesh의 체에 걸러 파프리카 

분말을 제조하였으며 실험기간 중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사용

하였다. 

2. 재료의 배합 비율과 제조 방법

실험군은 Table 1과 같이 제빵 주재료인 밀가루에 대하여 

파프리카 분말을 0%, 2.5%, 5.0%, 7.5%, 10.0% 첨가군으로 하

여 5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제빵 제조공정은 AACC method 

(1983)을 일부 수정하여 Fig.1과 같이 직접반죽법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제조하였다. 100 mesh로 체친 밀가루에 분유, 파프

리카 분말을 넣어 잘 혼합한 것과 30 C̊ 물에 이스트, 소금, 

설탕을 넣어 용해시킨 것을 혼합가루와 함께 반죽기(Km-800, 

Kenwood, England)에 넣고 고속에서 3분, 중속에서 10분간 

반죽하였으며, 이 혼합 반죽에 마가린을 넣고 중속에서 10분

간 반죽하였다. 반죽을 30 C̊의 발효기에 넣어 90분간 1차 발

효를 시키고, 실온에서 15분간 중간발효 시킨 후 성형하여 35 C̊

에서 60분 동안 2차 발효시킨 것을 200 C̊ 오븐(Magic chef, 

Dong Yang Co., Korea)에서 45분간 구웠다. 구워진 빵은 실

온에서 1시간 방냉 후 polyethylene vinyl bag에 포장하여 저

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Ingredients (g)
Ratio of paprika powder (%)

0 2.5 5.0 7.5 10.0

Wheat flour 300 292.5 285 277.5 270

Paprika powder 0 7.5 15 22.5 30

Margarine 12 12 12 12 12

Skim dry milk 9 9 9 9 9

Yeast 4 4 4 4 4

Salt 6 6 6 6 6

Sugar 18 18 18 18 18

Water 225 225 225 225 225

Table 1. Formulas for paprika powder bread          (g)

Weigh ingredients

↓

Mix dry ingredients (wheat flour, skim dry milk, paprika powder)

↓

Add water (30 C̊), yeast, salt, sugar

↓

Mix 

↓

Knead dough

↓

Add margarine

↓

Knead for 10 min

↓

Put dough into fermentation cabinet (30 C̊, 90 min)

↓

Ferment (room temperature, 15 min)

↓

Punch

↓

Form

↓

Put dough into fermentation cabinet (35 C̊, 60 min)

↓

Bake at 200 C̊ for 45 min

↓

Cool at room temperature for 1 hr

Fig. 1. Bread making processes by the straight doug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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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Ratio of paprika powder (%)

0 2.5 5.0 7.5 10.0

Weight (g) 525.0±5.82
1)a

526.5±4.63
a

527.8±6.12
a

530.7±5.09
b 

537.3±4.01
c 

Volume (mL) 2144.4±10.08
a

2114.3±13.20
b 

2001.2±19.51
c

1975.7±20.92
d

1946.1±12.68
e

Height (cm) 13.6±1.01
a

13.2±1.33
a

12.2±1.30
ab

11.6±1.36
b

11.2±1.32
b

Specific volume (mL/g) 4.22±0.26
1)c

4.02±0.56
b

3.79±0.14
a

3.72±1.01
a

3.62±0.23
a

Baking loss rate (%) 8.46±1.12
d

8.23±0.57
c

8.07±0.44
c

7.71±0.65
b

6.62±1.14
a

1)Mean±S.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 b, c, d, e) within a row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2. Weight, volume, height, specific volume and baking loss rate of breads with various levels of paprika powder 

3. 중량과 부피 측정

식빵의 중량과 부피는 오븐에서 구워낸 다음 실온에서 1시

간 방냉 후 측정하였으며, 식빵의 부피는 종자치환법(Pyler EJ 

1979)을 이용하였다.

4. 높이, 비용적 및 굽기손실률 측정

높이 측정은 AACC method(2000)에 따라 식빵의 단면을 잘

라 template(눈금자)를 이용하여 5곳의 높이를 측정하였으며, 

비용적은 부피를 중량으로 나누어 구하였고, 굽기손실률은 반

죽과 식빵의 중량을 이용하여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비용적(mL/g) = 
 완제품의 부피(mL)

완제품의 중량(g)

굽기손실률(%) = 
 반죽 중량(g) - 완제품의 중량(g)

 × 100
반죽 중량(g)

5. 색도 

색도는 Hunter L, a, b color system을 가지고 있는 색차계

(CM-3500, Minolta Inc., Japan)를 사용하여 식빵 crumb 부분

의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 값을 측정하였다.

6. 외관 관찰

외관 관찰은 디지털 카메라(DSC-P 150, Sony, Co. Japan)를 

이용하였으며, 식빵을 10 mm 두께로 세로로 절단하여, 모눈

종이를 부착한 벽면에 나란히 놓고 플래시가 터지지 않도록 

하여 촬영한 후 단면을 관찰하였다.

7. 조직감 측정

식빵의 조직감은 오븐에서 구워낸 후 1시간 방냉시켜 실온

에서 3일간 저장하면서 6 × 6 × 5 cm 조각으로 잘라 

texture analyzer(EZ-tester 500-N, Shimadzu, Japan)로 경도, 탄

성, 응집성, 씹힘성을 각각 10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

다. 측정조건은 lord cell 2 kg, test speed 60 mm/min, 

plunger diameter 50 mm, test depth 25 mm, distance 50%이

었다. 

8.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오븐에서 구워낸 후 실온에서 한 시간 방치한 

식빵을 시료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삼육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생 30명으로 구성하여, 이들에게 실험 목적 및 평가 항목에 

대해 설명한 후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은 색, 냄새, 맛, 촉촉한 

정도, 씹힘성, 전체적 기호도로 5점(매우 좋다), 4점(좋다), 3

점(보통이다), 2점(나쁘다), 1점(매우 나쁘다)의 5점 채점법

(Herbert A와 Juel LS 1993)으로 실시하였다. 

9. 통계처리

실험 결과의 통계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7.0) program을 사용하여 각 시료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시료간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ANOVA test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Ⅲ. 결론 및 고찰

1. 중량과 부피, 높이, 비용적 및 굽기손실률

파프리카 분말을 첨가한 식빵의 중량과 부피, 높이, 비용적 

및 굽기손실률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식빵의 중량

은 대조군 525.0 g, 첨가군은 각각 526.5 g, 527.8 g, 530.7 g, 

537.3 g으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p<0.05). 식빵의 부피는 대조군 2144.4 mL, 파프리카 분말 

첨가군은 각각 2114.3 mL, 2001.2 mL, 1975.7 mL, 1946.1 mL

로 대조군의 부피가 가장 컸으며, 파프리카 분말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Jeong C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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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mb
Ratio of paprika powder (%)

0 2.5 5.0 7.5 10.0

L 53.80±0.90
1)d

49.95±0.76
c

48.03±0.56
b

46.10±1.54
a

45.16±1.62
a

a -2.79±0.13
a

-2.45±0.9
ab

-2.21±0.81
bc

-1.91±0.44
cd

-1.72±0.22
d

b 13.38±0.47
a

20.69±0.39
b

24.28±1.15
c

30.99±0.59
d

32.55±1.51
e

1)
Mean±S.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 b, c, d, e) within a row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 Lightness(white:+100~black:0)

a: Redness(red:+100~green:-80)

b: Yellowness(yellow:+70~blue:-70)

Table 3. Color of breads with various levels of paprika powder 

(2007a)의 파프리카 분말을 첨가한 스폰지케이크의 품질특성

에 관한 연구에서 파프리카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케

이크의 부피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고 하여 본 조사 결과와 

동일하였다. 또한 Jung JY 등(2004)의 파프리카즙을 첨가한 

증편의 품질특성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파프리카 첨가군에서 

발효팽창력이 둔화되어 부피가 작아지는 결과를 보였다고 하

여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발효 중의 가스발생량은 효모의 

양, 당의 양, 반죽 온도, 효소력, 반죽의 pH 등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Bae JH 등 2001)되고 있으며, 

Jung JY 등(2004)의 논문에서도 증편 발효 중 효모활성을 저

해하는 성분이 파프리카즙에 존재하여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가스 발생량이 감소하여 발효 팽창력이 둔화된 것으로 추측

한다고 하였다. 

다른 첨가물을 첨가한 제빵 특성과 비교하여 보면, 검정콩 

분말을 첨가한 식빵의 연구(Im JG and Kim YH, 2003)에서는 

첨가량이 많을수록 중량이 증가한다고 하여 본 실험과 유사

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동충하초(Jung MH와 Park GS 2002)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부피가 감소한다고 하여 파프리카 분말 

첨가량의 증가와 함께 부피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본 실험 

결과와 동일하였다. 파프리카 분말을 첨가한 식빵의 높이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의 높이는 13.6 cm로 나타난 반면 파프

리카 분말을 첨가군에서는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11.2~13.2 

cm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Jeong CH 등(2007a)의 

논문에서 파프리카 분말을 첨가한 스폰지케이크의 높이가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감소한다고 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식빵의 비용적(mL/g)은 대조군 4.22, 첨가군은 3.62~4.02로 

파프리카 분말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비용적은 반죽에 혼입된 공기의 양과 구울 때 케이크의 골격

을 형성시켜주는 글루텐과 단백질이 관련 있다고 하였는데

(Kim YA 2005), 본 실험에서는 파프리카 분말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부피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빵 특성이 다소 저

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밀가루 대신 부재료를 첨가하였

을 경우 글루텐 함량이 감소되어 제빵시 부피, 높이 및 비용

적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Jeong CH 등

(2007a)의 논문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파프리카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케이크의 비용적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같은 

경향을 보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굽기손실률은 대조군 8.46%에 비하여 파프리카 분말 첨가

군은 6.62~8.23%로 낮았다. 제품을 만드는 마지막 공정은 굽

기로서 반죽은 가볍고 다공질이며 가식성의 제품으로 전환된

다. 굽기공정에서는 복잡한 여러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

표적인 것이 부피 증가와 껍질 형성, 단백질의 변성, 전분의 

호화, 갈변반응 등이다. 반죽에 열이 침투하여 수증기압이 증

가되고 비점이 낮은 액체부터 물까지 팽창되면서 기체로 빠

져나가며 굽기 손실이 발생된다고 하였다(Pomeranz Y 1978; 

Fujiyama Y 1981). 굽는 과정에서의 손실은 주로 수분의 손실

에 의하며, 따라서 수분의 보유는 굽는 동안 수증기의 팽창으

로 인해 케이크의 부피를 팽창시키며, 촉촉한 질감을 제공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Berglund PT와 Hertsgaard DM 1986), 

파프리카 분말이 이러한 수분보유 작용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색도

파프리카 분말을 첨가한 식빵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대조군에서 53.80, 파

프리카 분말 첨가군에서는 45.16~49.95로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명도가 감소하였다(p<0.05). 적색도 a값은 대조군에서 

-2.79, 첨가군에서 -2.45~-1.72로 파프리카 분말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황색도 b값은 대조군 

13.38, 파프리카 분말 첨가군에서는 20.69~32.55로 첨가군에서

의 황색도가 높게 나타났다. Jeong CH 등(2007a)은 노랑색 

파프리카 분말을 첨가한 스폰지케이크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 

L값은 감소하였고 적색도 a값과 황색도 b값이 증가한다고 하

여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Park BH와 Jeon ER(2008)의 노랑

파프리카즙을 첨가한 두부의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색도

측정 결과 명도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Jeong CH 등

(2007b)의 파프리카 분말을 첨가한 국수의 품질특성에 관한 

논문에서도 국수의 L값은 감소하였고, b값이 증가하여 본 연

구결과와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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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Storage

days

Ratio of paprika powder (%)

 0 2.5 5.0 7.5  10.0

Hardness  0
1)
 

A
1.68±0.43

2)a A
2.21±0.39

b A
2.40±0.07

bc A
2.83±0.07

c A
3.63±0.55

d

(kg/cm
2
) 1

B
3.59±0.55

a B
3.94±0.18

ab B
4.72±1.15

bc B
5.26±0.31

c B
6.96±1.01

d

3
B
4.57±1.60

a C
4.96±0.59

a C
7.83±0.33

b C
8.05±0.52

b C
8.92±0.39

c

Springiness 0
A
92.05±1.19

a B
92.72±1.02

a C
94.68±2.53

b C
95.70±1.46

bc C
96.65±2.71

c

(%) 1
A
91.50±0.26

a AB
91.63±2.32

a B
93.10±2.08

bc B
93.40±2.15

bc
 

B
94.47±1.64

c

3
A
91.08±1.06

c A
91.01±3.23

c A
90.74±1.64

b A
90.01±0.94

b A
87.49±1.28

a

Cohesiveness 0
B
83.95±1.28

a B
84.07±2.43

a B
85.95±4.05

ab B
87.09±1.17

ab B
88.57±1.34

b

(%) 1
B
81.24±2.75

a B
82.97±1.06

ab A
83.90±1.68

bc B
85.17±1.00

cd B
86.45±1.21

d

3
A
76.03±2.95

a A
78.85±0.49

b A
82.52±1.61

c A
83.13±1.96

d A
83.97±1.00

d

Chewiness 0
A
254.74±47.54

a A
304.78±19.77

b A
325.38±7.55

bc A
366.85±10.43

c A
474.99±15.11

d

(g) 1
B
421.91±56.82

a B
502.50±32.62

b B
555.01±27.91

b B
677.00±49.43

c B
719.03±17.93

c

3
B
546.20±86.43

a C
642.10±61.06

ab C
707.79±62.28

bc C
786.67±57.99

c C
933.64±35.18

d

1)
Sample processing 1 h after manufacture

2)Mean±S.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 b, c, d, e) within a row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 B, C)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4. Texture properties of breads with various levels of paprika powder

3. 외관관찰

파프리카 분말을 첨가한 식빵의 외관은 Fig. 2와 같다. 대

조군에 비하여 파프리카 첨가군 모두에서 높이와 부피가 감

소하였다. 대조군은 조직의 치밀함이 관찰되었으며, 파프리카 

분말 첨가가 증가할수록 대조군에 비하여 air cell의 숫자가 

많고 그 크기가 크고, 다소 불규칙한 다공성의 sponge 구조

를 보였으며, 2.5% 첨가군의 경우 다른 첨가 시료에 비해 비

교적 air cell의 크기가 거의 유사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

다. 밀가루에 포함된 단백질에 의해 생성된 글루텐이 많으면 

가스 보유력이 커서 부피가 크고, 세포벽과 기공이 고르게 나

타나 좋은 내상을 보이며 반대로 대체물로 인하여 글루텐 생

성이 적어지면 가스 팽창력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 두꺼운 세

포벽과 거친 기공을 보인다고 한다(Kim YS 등 2002). Shin 

GM(2008)의 복령분말을 첨가한 식빵의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

에서도 복령분말을 많이 첨가할수록 내상의 기공 크기가 일

정하지 못하고 굵고 거칠었다고 하여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도 대조군에 비하여 파프리카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밀가루의 글루텐 형성이 감소되어 식빵의 기공이 

거칠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0%         2.5%        5.0%        7.5%        10.0%

Fig. 2. Transverse section of breads with various levels 

of paprika powder.

4. 조직감

파프리카 분말을 첨가한 식빵의 조직감을 3일간 실온에 저

장하면서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경도는 0일에 대조

군 1.68 kg, 첨가군은 각각 2.21, 2.40, 2.83, 3.63 kg으로 파

프리카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다(p<0.05). 또한 1일 저장 시료의 경우 대조군 3.59 kg, 

첨가군 각각 3.94, 4.72, 5.26, 6.96 kg으로 파프리카 분말 첨

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p<0.05), 이

러한 경향은 3일 저장 시료에서도 동일한 경향이었다. 또한 

시료별로 저장일수에 따라 경도는 대조군의 경우 1.68에서 

4.57 kg으로 유의적 증가를 보였으며(p<0.05), 파프리카 분말 

첨가군의 경우도 저장 중 경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p<0.05). 

탄력성을 측정한 결과 0일에 대조군 92.05, 파프리카 분말 

첨가군은 각각 92.72, 94.68, 95.70, 96.65%로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고(p<0.05). 시료별로 저장일수에 따라 대조군과 첨가

군 모두에서 탄력성이 감소되었다. 응집성은 0일에 대조군 

83.95, 첨가군은 84.07~88.57로 파프리카 분말 첨가량의 증가

에 따라 응집성이 증가하였다(p<0.05). 시료별로 저장일수에 

따라 대조군, 파프리카 분말 첨가군 모두 응집성이 저장일수

가 증가됨에 따라 점차 감소되었다. 씹힘성은 0일에 대조군 

254.74, 10.0% 첨가군은 474.99로 파프리카 분말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씹힘성이 증가하였으며, 시료별로 저장일수에 따라 

대조군, 첨가군 모두에서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도 증가와 상

관성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Jeong CH 등(2007a)의 논문에서도 파프리카 분말의 첨가비

율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점차적으로 상승하였고, 응집성, 탄

력성 및 씹힘성도 파프리카 분말 첨가군이 높은 값을 보여 

파프리카 분말을 첨가함으로써 케이크의 조직감이 더 단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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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Ratio of paprika powder (%)

0 2.5 5.0 7.5 10.0

Color 2.1±1.2
1)a

3.5±0.8
a

 3.4±0.7
a

3.2±1.0
a

3.2±1.1
a

Flavor 3.7±1.1
c

3.6±1.0
c

 3.7±0.9
c

2.4±1.1
b

1.9±1.0
a

Taste 3.6±1.4
b

3.2±0.9
b

 3.5±0.8
b

2.3±1.2
a

1.9±1.1
a

Moistness 2.6±0.9
a

 3.3±0.9
ab

 3.6±0.7
b

3.6±0.8
b

3.7±1.1
b

Chewiness 2.9±1.4
a

2.9±0.9
a

 3.2±0.8
a

 3.5±1.2
ab

3.9±0.8
b

Overall acceptability 3.0±1.3
a

3.3±0.9
a

 4.0±0.7
b

2.9±1.3
a

2.7±1.3
a

1)
Mean±S.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a, b, c, d, e) within a row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5. Sensory evaluation of breads with various levels of paprika powder

짐을 알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파

프리카즙을 첨가한 증편에 관한 Jung JY 등(2004)의 연구에서

도 파프리카 첨가구가 경도, 응집성, 탄력성에서 대조군보다 

더 높다고 하였으며, 파프리카즙을 두부에 첨가한 Park BH와 

Jeon ER(2008)의 연구에서도 첨가군에서 경도, 응집성, 씹힘성 

및 깨짐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같

았다. 

다른 첨가물의 영향 연구에서 Kim YS 등(2002)은 연근분말

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가 증가하여 조직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Im JG와 Kim YH(2003)의 검정

콩 분말첨가가 식빵의 품질 특성에 미치는 연구에서도 첨가

량 증가에 따라 경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또한 Park GS 등(2001)의 동충하초를 1~4% 첨가한 실험에서

도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경도가 증가한다고 하여 본 실험 

경향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이, 비용적 

등의 결과에서와 같이 파프리카로 대체된 양만큼의 밀가루 

감소가 글루텐 생성을 적게 하여 내부조직의 팽창이 대조구

보다 덜 일어나 부피를 감소시키고, 세포벽이 두꺼워지는데 

영향을 미쳐 경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파프리카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전분의 호화에 참여하는 

물에 영향을 주어 전체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성질을 억제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흑미가루를 첨가한 식빵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Jung DS 등 2002)와 한국산 감잎가루를 첨

가한 빵의 품질에 관한 연구(Bae JH 등 2001)에서는 첨가량

의 증가에 따라 경도가 낮아져 부드러운 식빵을 형성해 빵의 

조직감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되었고, Cho MS 등

(2008)의 파프리카를 첨가한 설기떡에 관한 연구에서는 파프

리카 첨가로 경도가 감소되었고, 응집성과 탄력성은 증가한다

고 보고된 바 있어 첨가물의 종류에 따라 빵의 경도에 다양

한 결과를 미침을 알 수 있었다.  

5. 관능검사

파프리카 분말을 첨가한 식빵의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색상은 대조군이 2.1로 가장 낮게, 2.5% 첨가군은 

3.5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나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향미는 대조군과 5.0% 첨가군에서 각각 3.7로 가장 

높았고, 2.5% 첨가군 3.6, 10.0% 첨가군 1.9로 낮았으며, 맛은 

대조군이 3.6으로 가장 높았고, 5.0% 첨가군 3.5, 2.5% 첨가

군 3.2의 순이었다(p<0.05). 촉촉함은 5.0% 첨가군 3.6, 10.0% 

첨가군이 3.7이었고, 씹힘성은 10.0% 첨가군의 경우 3.9로 높

았다(p<0.05). 전반적인 기호도는 대조군이 3.0, 파프리카 분

말 첨가군의 경우 각각 3.3, 4.0, 2.9, 2.7로 5.0% 첨가군이 

가장 높았다(p<0.05). 결과적으로 파프리카를 5.0%의 적절한 

양으로 첨가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관능검사 항목에 대한 점

수가 좋았으며, 바람직한 배합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

은 파프리카 분말을 첨가한 국수의 품질특성에 관한 Jeong 

CH 등(2007b)의 연구에서 파프리카 분말을 0.5, 1, 2% 첨가하

였을 때 1% 첨가군이 가장 좋은 기호도를 보였으며, 파프리

카를 0~12% 첨가한 설기떡의 관능검사 결과(Cho MS 등 

2008)에서도 9% 첨가군의 전반적 기호도가 높았던 결과와 동

일하였다. 또한 파프리카즙을 0, 10, 25, 50% 첨가한 증편의 

관능검사 결과(Jung JY 등 2004)에서도 10% 첨가시 25%, 50% 

첨가보다 더 좋은 기호도를 보였다. 파프리카 분말을 2, 4, 

6% 첨가한 스폰지케이크에 관한 연구(Jeong CH 등 2007a)에

서는 4% 첨가군이 전체적 기호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Park EY 등(2009)의 파프리카 

분말을 1, 2, 4% 첨가한 양갱의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파프리카 분말을 1% 첨가하였을 때 전체적 기호도가 높게 평

가되었다. 이들 연구에서 첨가량이 많을 때 기호도가 낮은 

경향이었는데 이는 첨가량이 많아지면서 색과 향이 다른 첨

가군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 기호도가 낮아진 결과라고 하여 

본 조사결과와 동일하였다. 

다른 첨가물의 영향을 살펴보면 Kim BR 등(2000)과 Cho 

EJ 등(2007)의 연구에서 메밀가루를 식빵이나 찜케이크에 적

절한 양으로 첨가하였을 때 기호도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

였으며, 솔잎가루(Kwhak SH와 Moon SW 2002)와 동충하초

(Park GS 등 2001)를 첨가한 식빵의 보고에서는 첨가물을 적

절히 넣었을 때 맛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본 실험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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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파프리카 이용 확대 및 기능성 식빵 개발을 위하여 파프리

카분말을 밀가루 중량의 0, 2.5, 5.0, 7.5, 및 10.0%로 대체하

여 식빵을 제조한 후 파프리카 첨가량에 따른 식빵의 제조 

특성, 색도, 조직감 및 관능적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중량은 

1시간 방냉 후 대조군 525.0 g, 파프리카 분말 첨가군은 

526.5~537.3 g이었고, 부피는 대조군 2144.4 mL, 파프리카 분

말 첨가군은1946.1~2114.3 mL이었다. 높이는 대조군 13.6 cm, 

파프리카 분말 첨가군은 11.2~13.2 cm로 감소하였고, 비용적

은 대조군 4.22, 첨가군은 3.62~4.02로 파프리카 분말 첨가량

이 많아질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굽기손실률은 대조군 

8.46%, 파프리카 분말 첨가군은 6.62~ 8.23%로 감소하였다. 

명도 L값은 대조군 53.80, 첨가군 45.16~49.95, 적색도 a값은 

대조군 -2.79, 첨가군 -2.45~-1.72, 황색도 b값은 대조군 13.38, 

첨가군 20.69~32.55이었다. 경도는 0일에서 대조군 1.68 kg, 

첨가군은 2.21~3.63 kg, 탄력성은 0일에서 대조군 92.05, 첨가

군은 각각 92.72~96.65, 응집성은 0일에서 대조군 83.95, 첨가

군은 84.07~88.57, 씹힘성은 대조군 254.74, 10.0% 첨가군은 

474.99로 파프리카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 탄력성, 

응집성, 씹힘성이 증가하였다. 시료별로 저장기간 중 경도, 

씹힘성은 증가하였고, 탄력성과 응집성은 감소하였다. 색상은 

2.5% 첨가군이 3.5로 가장 높았으며, 향미는 대조군과 5.0% 

첨가군에서 각각 3.7로 높았다. 맛은 대조군이 3.6으로 가장 

높았고, 5.0% 첨가군 3.5의 순이었다. 촉촉함은 5.0% 첨가군 

3.6, 10.0% 첨가군 3.7이었고, 씹힘성은 10.0% 첨가군 3.9로 

높았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5.0% 첨가군이 4.0으로 가장 높았

다. 이상의 결과에서 파프리카 분말을 5.0% 첨가하였을 경우 

파프리카 분말에서 오는 자체의 향과 맛에 거부감을 주지 않

으면서 제품의 품질과 선호도 측면에서 비교적 좋게 평가되

어, 파프리카식빵 제조시 가장 적합한 배합비율로 조사되었

다. 식빵에 파프리카를 첨가하였을 때 새로운 맛을 기대하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으면서 기능성을 증진시킨 식

빵으로서 식생활에서의 활용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리라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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