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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heological characteristics of medium wheat flour mixed with bamboo leaf

and lotus leaf powders. Rheological properties of the mixed flours were tested based on falling number, color, RVA,

farinogram, and rheofermentometer analyses. Falling numbers increased with addition of bamboo leaf and lotus leaf

powders. The L values of all mixed flours were less than that of control. The 1% mixed flour sample containing bamboo leaf

and lotus leaf powder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3% mixed flour. The a values of the mixed flour decreased as

bamboo and lotus powders increased, whereas b values increased. Addition of bamboo leaf and lotus leaf powders to flour

reduced peak viscosity, holding strength, and final viscosity. The set back values of mixed wheat flour containing bamboo

leaf powder were lower than those of mixed wheat flour containing lotus leaf powder, suggesting that bamboo leaf powder

suppressed retrogradation of flour compared to lotus leaf powder. In the farinogram, the water absorption and consistency

of the flours containing bamboo and lotus leaf powders increased, whereas development time and stability decreased. The

fermentation time of dough with lotus leaf powder was less than that of dough with bamboo leaf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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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나무(Phyllostachys)는 화본과 식물에 속하며, 주 서식지

는 열대 또는 아열대지방인 동남아시아, 인도, 중국남부, 중

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등이다. 품종은 약 600여 종에 달하

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나무 품종은 5속 10종,

4변종이 있으며, 대부분은 중부이남 지역에서 자라고 있다

(Song & Hwang 2007).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겨울에도 푸른 잎을 지닌 대나무

는 방부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김치를 저장할 때 항아리에 눌

러 담은 후 대나무 잎으로 덮기도 하였으며, 동치미를 담글

때 어린 대나무 줄기와 잎을 넣으면 시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Kang 2002). Ju 등(2005)은 죽엽의 폴리

페놀류를 조사하여 항산화활성 및 항균활성을 보고하였고,

Oh(2004)는 죽엽의 항산화성 조사에서 높은 전자공여능을 확

인하였으며, Lee 등(2004)은 죽엽을 식품소재로 이용하기 위

해 추출용매의 종류, 추출온도, 용매 혼합비율 등을 달리한

추출조건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죽엽 분말을 첨가한 제빵관

련 연구로는 밀가루 반죽의 물성(Hwang 2011), 빵의 품질

및 저장성(Kang 2002)에 관한 것이 있으며, Oh(2004)는 죽

엽 분말을 첨가한 국수의 품질을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연(Nelumbo nucifera)은 수생식물이면서 부엽식물로

쌍떡잎식물에 속하며 아시아 남부, 호주 북부가 원산지로 연

못이나 늪에서 대부분 자라고 논에서도 재배된다. 중국에서

는 잎, 열매, 뿌리 등을 약재로 이용하여 왔으며, 국내에서도

뿌리, 연꽃, 씨앗 등을 밑반찬 및 약용으로 쓰고 있다(Chung

& Shin 1990). 연잎에 대한 다양한 약리작용이 보고된 바

있으며(Lee 등 2006), Lee 등(2008)은 연잎 총 페놀함량 및

항산화 효과를 검증한 결과에서 녹차에 비하여 비타민과 무

기질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칼슘 함량이 녹차보다 20

배 이상 높았다고 하였다.

연잎을 가공식품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연잎 분말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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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복합분의 물성 및 식빵의 품질특성(Kim 2012a), 연잎

첨가 케이크의 품질특성(Kim 등 2011)에 관한 연구가 있으

며, Choi 등(2012)은 연근 및 연잎을 첨가한 돈육 패티의 품

질을 조사하였고, Hwang 등(2012)은 연잎과 연자엽을 첨가

하여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다. Yoo & Chung(2011)은 연잎을

첨가한 탁주의 발효특성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그 밖에도 연

잎분말을 죽(Park 등 2009a), 두부(Park 등 2009b), 빵(Park

등 2009c) 등에 첨가하여 품질특성을 살펴본 것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항산화성 등 약

리효과를 가진 죽엽과 연잎 분말 함량을 달리하여 중력분에

첨가한 후 이들 복합분의 물성을 비교 실험함으로써 제빵 시

의 가공적성을 파악하기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실험에 사용한 죽엽은 2012년 4월에 담양에서 솜대 어린

잎을 채취하였고, 연잎은 무안에서 2012년 5월에 딴 것을

−20oC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죽엽과 연잎 분말 제조

죽엽과 연잎 분말 제조방법을 보면 우선 죽엽과 연잎의 줄

기부분을 제거한 후 잎 부위만을 흐르는 물로 세척한 다음

물기를 제거하고 냉풍건조하여 1~2 cm 크기로 잘랐다. 이를

동결건조기(Freeze dryer, TD-5075R, Korea)를 이용하여

−40oC에서 48시간 동결건조시킨 다음 분쇄기(air-flow type

mill, Hyun Jun Powtech Co. Ltd., Korea)로 분쇄하고 100

mesh로 체질하여 얻어진 분말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3. 일반 성분

중력분과 죽엽 및 연잎분말의 수분과 회분은 AACC법

(2000a)에 준하여 실시하였고, 조단백질은 Kjeldahl법(AACC

2000b)으로 측정하였다.

4. Falling number 측정

중력분과 죽엽 및 연잎 분말을 첨가한 복합분의 falling

number는 Perten Instruments(Falling number 1500, Huddinge,

Sweden)를 사용하여 AACC법(AACC 2000c)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즉, 수분함량 14% 기준으로 중력분과 복

합분을 각각 7.00±0.05 g씩 정확하게 계량한 후 용기에 넣고

증류수 25±0.2 mL를 가해 고무마개로 막고 10~15회 정도

일정한 속도로 흔들어 주어 현탁액을 만들었다. 이것을

100oC 비등수에서 60초 동안 호화시킨 다음 플런저가 떨어

지는 시간을 5회 반복 측정하였다.

5. 색도 측정

복합분의 색도는 Colorimeter(JS 555, Color Techno

System Co., Japan)를 사용하여 대조구 중력분과 복합분을

용기에 가볍게 담고 표준 백색판(Calibration palate, L=

95.93, a=0.01, b=2.23) 위에 올려놓아 측정하였다. 이때 측

정한 값을 Hunter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황

색도(b, yellowness)로 나타내었다.

6. 호화도 측정

중력분과 복합분들의 호화도는 Rapid Visco Analyzer

(Newport Scientific Pty., Ltd., Australia)를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측정하였다. 즉, 알루미늄 용기에 중력분과 죽엽 및

연잎 분말을 각각 %별로 첨가한 복합분을 3.5 g씩 넣고 증

류수 25±0.1 mL를 가한 다음 플라스틱 회전축으로 균일하게

교반하여 사용하였다. 50oC로 맞춘 신속 점도계에서 1분간

빠른 속도로 교반한 다음, 1분에 12oC씩 상승시키면서 95oC

까지 가열하고 이 상태에서 2.5분 유지시켰다. 그 후 냉각수

를 이용하여 50oC까지 강제 냉각시키면서 호화 개시온도

(initial pasting temperature), 최고점도(peak viscosity), 최고

점도 시간(peak time), 최저점도(holding strength), break

down, 최종점도(final viscosity) 및 set back 값을 5회 반복

측정하였다.

7. Farinogram 측정

Farinogram을 이용한 중력분과 복합분들의 물성은 Farinogram-

E(M81044, Brabender Co. Ltd., Germany)를 사용하여

AACC 방법(AACC 2000d)으로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중

력분을 대조구로 하고, 죽엽과 연잎분말을 1, 3%씩 각각 첨

가하여 만든 복합분을 300 g씩 계량하여 커브의 중앙이 500±

10 FU(Farinogram Unit)에 도달할 때까지 흡수량을 조절하

였다. 이때 반죽온도는 30±0.2oC를 유지하도록 하고, 중력분

대조구의 500±10 FU에 맞추어진 흡수량을 기준으로 죽엽과

연잎 복합분에 동일한 물량을 첨가한 후 반죽의 강도

(consistency), 흡수율(water absorption), 반죽 형성시간

(development time), 안정도(stability), 연화도(time to breakdown),

반죽의 내성(tolerance index) 및 farinograph quality number

를 5회 반복 측정하였다.

8. Rheofermentometer 측정

반죽의 발효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Rheofermentometer(F3,

Chopin Co., France)를 사용하였으며, 시료는 28.5oC에서 믹

서 볼(NG, Chopin Co., France)에 소맥분 250 g과 효모 3 g

을 넣고 1분간 혼합한 다음 식염 5 g과 물 129.4 mL를 첨가

하고 6분간 혼합하여 반죽을 만들었다. 측정 조건은 protocol

type의 온도 28.5oC, duration 180 mm, 반죽무게 250 g, 원

추무게 2 kg, piston은 standard, quantity는 1.2%로 하였으

며, 측정은 죽엽과 연잎 분말을 각각 1, 3%씩 첨가하여 3시

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였다. Rheofermentometer parameter

의 dough development curve는 T1(최대 팽창 높이까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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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되는 시간), Hm(dough development의 최대 높이), h(실험

이 끝났을 때 dough development의 높이) 및 (Hm-h)/

Hm{(3시간 후 T1과 비교한 development의 감소율(%)}을 측

정하였다. Gaseous release는 H'm(가스 발생 커브의 최대 높

이), T'1(가스 발생 커브 최대 높이까지 소요되는 시간), Tx(

반죽에서 CO2 가스가 손실되기 시작할 때의 시간), 전체 부

피(A1+A2 커브에서 가스 발생량), CO2 가스 손실량과 보유

량(mL) 및 CO2 가스 보유율(%)을 3회 반복 측정하였다.

9. 통계 분석

실험결과는 평균±표준편차(Mean±SD)로 나타내었으며, 실

험군들 간의 유의성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통계

package의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성분

사용한 소맥분의 일반성분은 수분 12.7%, 회분 0.3%, 단

백질 10.2%이었으며, 죽엽 분말과 연잎 분말의 수분함량은

각각 5.3%, 6.1%이었고, 조회분은 7.2%, 8.1% 그리고 조단

백질은 6.8%, 5.7%이었다.

2. Falling number 특성

중력분에 죽엽과 연잎 분말을 각각 1, 3% 첨가한 후

falling number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았다. 즉,

중력분 대조구는 402.0±6.1초였고, 죽엽과 연잎 분말 1% 첨

가구는 각각 418.5±4.0, 408.0±3.2초로 대조구보다는 높았으

나 두 첨가구 간에는 falling number 변화에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으며, 3% 첨가구에서는 죽엽 분말 첨가 시 다른 시

료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Hwang(2011)도 죽엽 분말을 첨가하여 반죽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한 실험에서 소맥분 대조구의 falling number는 438이고

죽엽 분말 2% 첨가 시 469로 더 높아졌다고 하였다. 대조구

의 falling number 차이는 소맥분 종류가 달랐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죽엽 분말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falling number가

높아지는 것은 동일한 결과였다.

Falling number는 일정량의 소맥분에 증류수를 넣고 완전

히 혼합시킨 다음 100oC 끓는 물에서 호화시키면 전분의 호

화특성에 따라 플런저(plunger)의 낙하 시간이 달라진다. 소

맥분이나 쌀가루 등을 호화시킨 후 플런저가 낙하하는 시간

은 amylase 활성에 따라 달라지며, 낙하시간이 짧으면 효소

작용을 많이 받아 다량의 전분이 가수분해되었다는 것을 추

정할 수 있다. Park 등(2005)은 강력분에 곰팡이에서 추출한

α-amylase와 유화제를 첨가하여 실험한 결과 falling number

가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즉, falling number는 amylase의 활

성도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본 실험에서 죽엽과

연잎 분말을 첨가했을 때 그 수치가 더욱 높아진 것은

amylase와의 관계보다는 죽엽과 연잎에 함유된 섬유소가 수

분을 먼저 흡수하여 호화된 전분이 진해진 상태가 되었기 때

문으로 판단되었다.

3. 색도 특성

중력분 대조구와 죽엽 및 연잎 분말 복합분들의 색도를 측

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중력분 대조구가 95.90±0.11이었으며, 죽엽과 연잎 분말 1,

3% 첨가구들은 각각 92.31±0.40, 88.65±0.24, 92.83±0.12,

88.08±0.22로 모든 복합분의 L값이 대조구에 비하여 떨어졌

으며, 첨가량이 많을수록 L값은 낮게 나타났다(p<0.001). 하

지만 죽엽과 연잎 1% 첨가 복합분과 3% 첨가 복합분 간에

는 서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대조구가 −0.44±0.25인 반면, 죽

엽 분말을 1, 3%씩 첨가하였을 때는 −1.12±0.32, −2.37±0.71

로 낮아졌고 연잎 분말을 1, 3%씩 첨가하였을 때는 −0.39±

0.41, −0.09±0.20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어 모든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황색도를 보여

주는 b값은 중력분 대조구가 9.17±0.32로 가장 낮았고, 죽엽

과 연잎 분말을 첨가한 시료에서, 그리고 첨가량이 많을수록

b값은 높아졌으며, 죽엽과 연잎을 비교하였을 때 죽엽 분말

을 첨가한 복합분이 연잎 분말을 첨가한 것보다 약간 높은

값을 보였다(p<0.001).

Park 등(2010)은 연잎 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건면

의 색도 측정에서 연잎 분말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명도와 적

색도는 낮아지고 황색도는 높아졌다고 하였으며, Park &

Kim(2006)도 강력분에 쑥 분말을 넣어 국수를 만든 후 건조

시키고 이를 분말화하여 색도를 측정한 결과에서 쑥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명도, 적색도는 낮아지고 황색도는 증가하였다

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실험에서와 유사하였으며, 색

도는 첨가 시료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Falling number of the medium flour with different quantity of bamboo leaf and lotus leaf powder

Samples Control
Bamboo leaf powder Lotus leaf powder

F-value
1% 3% 1% 3%

Falling number 402.0±6.1d 418.5±4.0c 441.3±8.0a 408.0±3.2c 421.3±7.2b 78.29**

Values are Mean±SD, n=5.
a-d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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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화도 특성

중력분 대조구와 죽엽 및 연잎 분말을 1, 3%씩 각각 첨가

한 복합분들의 호화도는 <Table 3> 및 <Figure 1>과 같았

다. 즉, 중력분 대조구와 죽엽 및 연잎 복합분의 호화 개시

온도는 각각 69.0±0.7, 69.4±1.2, 68.6±0.1, 71.8±1.1, 68.7±

0.0oC로 연잎 분말 1% 첨가구의 초기 호화온도에서 가장 높

은 값을 보여주었다(p<0.05). 그리고 각 분말 1% 첨가구는

대조구보다 호화개시 온도가 높았으나 3% 첨가구는 다시 감

소하여 일관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각 시료 간 유의적인 차

이가 없었다. Chang(2004)은 sponge cake 제조 시 조 분말

을 10, 20, 30, 40 및 50%씩 첨가하였을 때 호화개시 온도

는 71.6±77.8로 첨가량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

며,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도 없었다고 하여 본 실험

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Kim(2012a)도 소맥분에 연잎 분

말을 첨가한 반죽의 물성변화 실험에서 대조구의 호화개시

온도인 67.3±0.3oC에 비하여 연잎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호화개시 온도가 다소 높아지지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들에서 초기 호화온도는

첨가물질의 종류 및 양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고점도에서 중력분 대조구의 257.3±1.9 RVU와 죽엽 분

말 1% 첨가구인 258.5±0.4 RVU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죽엽 3%, 연잎 1, 3% 첨가구는 각각 245.0±4.3,

249.0±1.5, 242.1±1.6 RVU로 대조구에 비하여 최고점도가

유의적으로 낮아져(p<0.01) 대체로 죽엽과 연잎 분말을 첨가

할 경우 최고점도가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Park

등(2008)도 중력분에 연근 분말을 첨가한 반죽의 호화도 실

험에서 연근 분말 첨가량이 많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같은 결과에서 점도는 전분의 호화정도에 따라 변화되는데,

단백질, 지질, 당, 섬유소 등과 같은 물질들이 전분에 혼합될

경우 전분 자체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도는 떨어지게 되

고 따라서 최고점도도 낮아지게 되며, 그 감소되는 정도는

첨가되는 재료의 성분이나 양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최고점도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6.0±6.2분으로 시료

종류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최고점도에 다다

른 호화상태의 전분을 2.5분 간 계속 교반할 경우 물리적 전

단력을 받게 되어 호화상태가 파괴되고 그 결과 반죽이 묽

게 되면서 결국 점도가 떨어지게 된다. 최고점도에서 이처럼

묽게 된 최저점도 값인 유지강도(holding strength)를 뺀 값

이 break down인데 그 차이가 클수록 호화된 전분상태가 불

안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Hwang 2012). 대조구의 break

down 값은 97.0±0.8 RVU이었고, 죽엽과 연잎 분말을 1,

3%별로 첨가한 시료들은 각각 107.4±1.3, 100.4±3.2, 96.6±

0.2, 105.4±1.3 RVU로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호화된 전분을 강제로 냉각시키면 최종점도가 나타나는데

중력분 대조구의 최종점도는 281.0±2.3 RVU이었으며, 죽엽

분말보다는 연잎 분말 첨가구의 최종점도가 낮게 나타났고,

두 시료 모두 첨가량이 많아지면 최종점도는 낮아졌다

(p<0.01). 호화된 전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화되며, 이 노

화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set back 값으로 최종점도에

서 break down 값을 빼면 얻을 수 있다. 대조구의 set back

값은 120.7±1.2 RVU이었고, 죽엽과 연잎 분말을 1, 3%별로

첨가한 시료들은 각각 111.7±3.7, 113.6±2.1, 116.7±0.9,

116.7±3.7 RVU로 대조구에 비하여 모두 낮았다(p<0.05). 전

체적으로 볼 때 죽엽과 연잎 분말을 첨가할 경우 set back

<Table 2> Color value of the medium flour with different quantity of

bamboo leaf and lotus leaf powder

Samples
Color values

L a b

Control 95.90±0.11a -0.44±0.25c 9.17±0.32e

Bamboo leaf 

powder

1% 92.31±0.40b -1.12±0.32d 11.48±0.24c

3% 88.65±0.24c -2.37±0.71e 13.26±0.17a

Lotus leaf 

powder

1% 92.83±0.12b -0.39±0.41b 11.01±0.52d

3% 88.08±0.22c -0.09±0.20a 12.68±0.13b

F-value 49691.1*** 13581.9*** 64646.1***

Values are Mean±SD, n=5.
a-e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3> Rapid Visco Analyser pasting characteristics of the medium flour containing different quantity of bamboo leaf and lotus leaf powder 

Samples

Initial pasting

temp. 
Peak viscosity

Holding 

strength
Break down Final viscosity Set back

() RVU Time (min.) RVU RVU RVU RVU

Control 69.0±0.7b 257.3±1.9a 6.2±0.0a 160.3±1.1a 97.0±0.8b 281.0±2.3a 120.7±1.2a

Bamboo leaf 

powder

1% 69.4±1.2b 258.5±0.4a 6.0±0.0b 151.1±0.9b 107.4±1.3a 273.9±2.8a 111.7±3.7b

3% 68.6±0.1b 245.0±4.3bc 6.0±0.0b 144.7±1.1c 100.4±3.2b 256.4±3.1c 113.6±2.1b

Lotus leaf 

powder

1% 71.8±1.1a 249.0±1.5b 6.2±0.0a 152.7±1.7b 96.6±0.2b 266.0±2.6b 116.7±0.9ab

3% 68.7±0.0b 242.1±1.6c 6.0±0.0b 136.7±0.4d 105.4±1.3a 253.4±4.1c 116.7±3.7ab

F-value 5.63* 19.43** 19.53** 128.81*** 16.50** 29.11** 6.46*

Values are Mean±SD, n=5
a-d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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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낮아지는 경향이었는데 이는 이들 분말이 전분을 희석

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되었다. Cho 등(2007)

은 중력분에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비율을 조절하고 두

종류의 갈락토 만난을 첨가하여 제면특성을 조사한 실험에

서 아밀로펙틴 함량이 증가할수록 set back이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고 하여 set back 값은 노화 정도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죽엽과 연잎 분말 첨가구의 노화 정도를 예측

할 수 있는 비교 값을 보면 죽엽 분말 첨가구가 연잎 분말

첨가구들에 비하여 set back 값이 낮아 죽엽 분말이 연잎 분

말보다 노화를 억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Farinogram 특성

Farinogram은 소맥분에 물을 넣고 일정한 온도에서 반죽

할 때 생기는 가소성(plasticity)과 흐름성(mobility)을 측정하

여, 반죽의 강도, 흡수율, 반죽형성시간, 반죽안정도, 반죽 내

성 등과 같은 물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중력분을 대조구

로 하고, 죽엽과 연잎 분말을 1, 3% 첨가한 복합분의

farinogram 특성은 <Table 4> 및 <Figure 2>와 같았는데

중력분 대조구의 consistency는 504.0±2.8 FU이었고, 죽엽과

연잎 분말 1, 3% 첨가구들은 각각 488.5±0.7, 462.5±0.7,

488.5±0.7, 475.5±4.9 FU로, 죽엽과 연잎 분말을 첨가한 시

료들 모두 첨가량이 많을수록 대조구에 비해 consistency가

감소되었다. 그리고 죽엽과 연잎 분말 1% 첨가구 간의

consistency는 488.5±0.7로 차이가 없었으며, 죽엽 분말 3%

첨가구가 연잎 분말 3% 첨가구보다 consistency가 유의적으

로 가장 낮았다(p<0.001). Kim(2012b)은 소맥분에 활성 글

루텐을 첨가하면 consistency가 증가하는데 이는 글루텐이 반

죽의 되기를 높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유는 글루텐의 흡

수율이 전분보다 높아 수분을 먼저 흡수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Kim(2009)도 박력분에 여주 분말을 첨가한 물성 실

험에서 여주 분말 첨가량이 많아지면 consistency가 증가되

었는데 이는 여주 분말에 함유된 섬유소가 물을 흡수하여

consistency가 높아졌다고 설명하였다. 이 같은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정량의 물을 소맥분이 먼저 흡수하는지 아

니면 소맥분에 첨가된 성분 등이 물을 더 빠르게 또는 많이

흡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반죽의 consistency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중력분에 죽엽과 연잎 분말

을 첨가한 복합분 그리고 그 양을 증가시켰을 때 consistency

가 중력분 대조구에 비하여 더 낮게 나타난 것은 죽엽과 연

잎 분말이 수분을 잘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으로 판단되었다.

흡수율(water absorption ratio)은 반죽이 형성되면서 graph

band가 중앙 500 FU 기준선과 일치하였을 때 사용된 물의

양(Bennet 1985)으로, 단백질 함량과 전분의 손상도 등에 따

라 달라진다(Kim 등 2002). 본 실험에서 대조구로 사용된

중력분의 흡수율은 60.0±0.0%였고, 죽엽과 연잎 분말을 1,

3%별로 첨가한 복합분들의 흡수율은 각각 61.1±0.4, 61.5±

0.1, 61.6±0.2, 61.8±0.0%로 대조구에 비해 첨가구에서 흡수

율이 증가하였으며, 죽엽보다 연잎 분말 첨가구의 수분흡수

율이 다소 더 높았다(p<0.01). 흡수율은 소맥분에 함유된 단

백질의 양과 질, 펜토산 함량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 실

험에서는 죽엽과 연잎에 함유된 섬유소 등에 의하여 흡수율

이 대조구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죽형성시간은 소맥분을 반죽하기 시작하여 최고점 또는

최대 반죽강도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중력분 대조구의 반죽

형성시간은 11.6±0.1분이었고 죽엽과 연잎 분말을 1, 3%별

로 첨가한 시료들은 각각 8.2±0.7, 7.3±0.4, 8.1±0.1, 6.4±

0.8분으로 죽엽과 연잎 분말 첨가량이 많을수록 반죽형성시

간이 짧아졌다(p<0.01). 반죽의 발전시간은 물이 흡수되는 속

도를 나타내며 빵의 경우에서는 발전시간이 길수록 제품성

이 좋은데, 그 이유는 반죽과정에서 글루텐의 피막이 충분히

형성되기 때문이며(Rasper 1992), 반죽형성시간은 반죽의 안

정성이 클수록 길어진다고 하였다(Kim 등 2001). Bae 등

(2003)은 양파 분말을 첨가한 복합분의 반죽형성시간이 대조

구에 비하여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짧아진다고 하여 본 연구

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복합분에 사용되는 죽엽이

나 연잎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반죽형성시간이 짧아지

는 이유는 이들 첨가물질들이 소맥분의 망상구조를 형성하

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반죽의 안정도는 그래프가 500 FU에 도달하는 시간부터

벗어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글루텐 함량이 높은

강력분이 박력분에 비하여 반죽의 안정도가 크다. 대조구의

안정도는 18.5±0.1분이었으며, 죽엽과 연잎 분말을 1, 3% 첨

가한 시료들의 안정도는 8.9±0.1, 7.9±0.1, 8.7±0.1, 8.4±0.1

분으로 죽엽과 연잎 분말을 첨가할 경우 안정도는 급격하게

감소되었다(p<0.001). 죽엽 분말 1% 첨가구와 연잎 분말

1% 첨가구에서 죽엽 분말 첨가구의 안정도가 좀 더 높게 나

<Figure 1> Rapid Visco Analyser pasting characteristics of the

medium flour containing different quantity of bamboo

leaf and lotus leaf powder. 

A, B : Bamboo leaf powder C, D : Lotus leaf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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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고, 3% 첨가구에서는 연잎 분

말 첨가구의 안정도가 더 좋았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반죽파괴시간을 나타내는 time to breakdown 값은 반죽이

500 FU에 도달한 후 반죽이 진행되어 500 FU를 떠나는 시

간을 말한다. 대조구는 388.5±3.5초이었고, 죽엽과 연잎 분

말을 1, 3% 첨가한 시료들은 각각 366.0±2.8, 356.0±1.4,

366.0±8.5, 360.0±9.9초로 죽엽과 연잎 분말을 첨가할 경우

대조구에 비해 반죽파괴시간이 짧아졌으며(p<0.01), 1%와

3% 첨가구 사이에서는 죽엽과 연잎 분말의 종류에 상관없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죽파괴시간은 반죽의 안

정도와 관계가 있는데, 안정도가 높을수록 형성된 글루텐 피

막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따라서 형성된 반죽은 쉽게 파

괴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반죽파괴시간은 반죽의 안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본 실험에서 죽엽과 연잎 분말을 첨가한

복합분들의 반죽파괴시간이 짧아진 것은 죽엽과 연잎 분말

이 글루텐 형성을 방해하고 뿐만 아니라 형성된 글루텐 피

막을 파괴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Mixing tolerance index(MTI)는 최고점(peak)에서 5분이

지난 후의 높은 점을 FU로 나타낸 수치로 반죽의 내구성을

의미한다. 중력분 대조구의 MTI값은 12.0±0.0 FU이었고, 죽

엽과 연잎 분말을 1, 3% 첨가한 시료들은 각각 55.0±2.2,

61.0±8.5, 54.0±2.7, 59.0±2.7 FU로 대조구에 비하여 높아졌

으며, 그 함량이 많아지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p<0.001). 이는 죽엽과 연잎 분말에 함유된 섬유소가 밀 단

백질을 희석하고 또한 반죽하는 과정에서 글루텐 형성을 방

해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되었다. Farinograph quality

number는 중력분 대조구가 63.00±0.0이었고, 죽엽과 연잎 분

말을 첨가한 복합분들은 각각 60.1±1.4, 58.5±3.5, 60.5±2.1,

57.3±2.1로 그 수치가 감소하였다(p<0.001). 죽엽과 연잎 분

말 1% 첨가구 간에, 그리고 3% 첨가구 간에는 유의적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Rheofermentometer 특성

중력분 대조구와 죽엽 및 연잎 분말을 1, 3% 첨가한 복합

분들의 발효특성은 <Table 5>와 같았다. 이산화탄소가 방출

되기 시작한 후 반죽의 최고 높이에 도달한 H'm 값은 중력

분 대조구가 49.9±0.1 mm이었고 죽엽과 연잎 분말을 1, 3%

별로 첨가한 시료들은 각각 52.4±0.7, 55.5±0.2, 56.1±0.2,

61.9±0.0 mm로 나타나, 죽엽과 연잎 분말 첨가 시 대조구에

비하여 H'm 값이 증가하였다(p<0.001). 최대 높이인 H'm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인 T'1 값은 대조구가 119.8±0.2분, 그

리고 죽엽과 연잎 분말을 첨가한 시료들은 각각 177.2±0.3,

168.3±0.3, 175.7±1.2, 162.0±0.2분으로 연잎 분말을 첨가한

시료들이 죽엽 분말을 넣은 시료들보다 시간이 적게 걸렸다

(p<0.001). 반죽의 최고 높이는 연잎 분말 첨가 시료들이 죽

엽이나 대조구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나 연잎 분말을 첨가

할 경우 반죽이 더 부드럽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Kim(2011a)은 연잎 분말을 %별로 강력분에 첨가하여 발효

특성을 살펴 본 결과에서 연잎 분말 첨가가 일정량을 넘어

설 경우 반죽의 글루텐을 약화시켜 최대 높이에 도달하는 시

간이 늦어졌다고 하였다. 본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죽엽

과 연잎 분말 첨가는 글루텐 피막을 약화시키고 따라서 발

<Table 4> Farinogram parameters of the medium flour containing different quantity of bamboo leaf and lotus leaf powder

Samples

Farinogram parameters

Consistency

(F.U.)

Water

absorption

(%)

Development 

time

(min.)

Stability

(min.)

Time to

breakdown

(sec.)

Tolerance index 

(MTI)

(F.U.)

Farinograph

quality

number

Control 504.0±2.8a 60.0±0.0c 11.6±0.1a 18.5±0.1a 388.5±3.5a 12.0±0.0a 63.0±0.0a

Bamboo leaf 

powder

1% 488.5±0.7b 61.1±0.4b 8.2±0.7b 8.9±0.1b 366.0±2.8b 55.0±2.2c 60.2±1.4b

3% 462.5±0.7d 61.5±0.1b 7.3±0.4bc 7.9±0.1d 356.0±1.4c 61.0±8.5b 58.5±3.5c

Lotus leaf 

powder

1% 488.5±0.7b 61.6±0.2a 8.1±0.1b 8.7±0.1bc 366.0±8.5b 54.0±2.7c 60.5±2.1b

3% 475.5±4.9c 61.8±0.0a 6.4±0.8c 8.4±0.1c 360.0±9.9c 59.0±2.7b 57.3±2.1c

F-value 71.68*** 20.39** 31.19** 237.82*** 30.67** 93.75*** 92.95***

Values are Mean±SD, n=5
a-d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range test (p<0.05)

<Figure 2> Farinogram parameters of the medium flour containing

different quantity of bamboo leaf and lotus leaf powder.

A, B: Bamboo leaf powder C, D: Lotus leaf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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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된 가스는 반죽의 최고 높이를 쉽게 올린 것으로 판단되

었으며, 이 때 소요된 시간도 양이 많아질수록 짧아진 것으

로 여겨졌다.

반죽이 가스를 내기 시작하는 시간 또는 반죽의 기공이 나

타나기 시작한 시간인 Tx는 대조구가 102.1±0.4분 걸렸으며,

죽엽과 연잎 분말을 첨가한 시료들은 각각 97.4±0.5, 94.2±

0.3, 94.6±0.6, 89.8±0.3분이 소요되었다(p<0.001). 죽엽과 연

잎 분말을 첨가한 시료들은 대조구에 비하여 가스를 방출하

기 시작한 시간이 더 짧아졌으며, 첨가량이 많을수록, 그리

고 죽엽보다는 연잎을 첨가한 시료들의 Tx 값이 더 낮았다.

이는 죽엽이나 연잎이 글루텐 피막을 약화시켜 가스 보유를

어렵게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Choi(2008)는 밀 배아

를 이용한 상화병의 품질특성 연구에서 밀배아 첨가로 인하

여 약하게 형성된 글루텐 피막때문에 가스가 쉽게 빠져 나

간다고 하여 본 실험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총 부피는 중력분 대조구가 1,244.3±1.5 mL이었고, 죽엽

분말 1% 첨가구 1,109.4±1.13 mL, 연잎 분말 1% 첨가구

1,067.8±0.6 mL의 순이었다. 죽엽과 연잎 분말 첨가량을 3%

로 하였을 때는 951.9±0.7, 896.1±0.9 mL로 나타나(p<0.001),

죽엽과 연잎 분말을 첨가할 경우 총 부피가 감소됨을 알 수

있었으며, 연잎 분말 첨가가 죽엽 분말보다 부피 감소가 컸

다. 이산화탄소 손실량은 중력분 대조구가 21.2±0.2 mL로 가

장 적었으며(p<0.01), retention volume 역시 대조구가 시험

구들에 비하여 1,221.4±0.9 mL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죽엽과 연잎 분말 첨가량이 많아지면서 유지 부피는 감소하

였으며, 그 정도는 연잎 분말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Retention coefficient는 retention volume을 total volume으

로 나눈 것으로 중력분 대조구가 98.1±0.2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다음은 연잎 분말 1% 첨가구로 98.0±0.2이었다. 죽

엽 분말 1, 3% 첨가한 것은 97.7±0.3, 97.5±0.1이었으며, 연

잎 분말 3% 첨가한 것이 95.9±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p<0.05). 이 같은 결과들은 죽엽과 연잎 분말의 첨가 및 그

양의 증가가 글루텐 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형성된 글

루텐의 피막을 약화시켜 이산화탄소를 쉽게 방출하게 된 결

과로 판단되었다. Hwang(2011)은 죽엽 분말의 발효실험 결

과에서 죽엽 첨가량이 증가하면 글루텐 피막 형성을 방해하

고 결과적으로 가스 보유력이 약해진다고 하여 본 실험 결

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죽엽과 연잎 분말 첨가가 소맥분의 물성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가공적성을 살펴보고자 중력분에

죽엽과 연잎 분말을 각각 1, 3% 첨가한 복합분의 물리적 특

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Falling number는 대조구보다 복합분에서 첨가량이 많을수

록 더 높게 나타났고, 죽엽 복합분이 연잎 복합분보다 더 높

았다(p<0.01). 모든 복합분의 L값은 대조구에 비하여 낮았으

며, 첨가량이 많을수록 더 낮아졌다(p<0.001). a값은 죽엽 복

합분은 감소, 연잎 복합분은 증가하여 차이를 보였으며

(p<0.001), b값은 모든 복합분에서 첨가량이 많을수록 높아

졌다(p<0.001).

호화 개시온도는 연잎 분말 1% 첨가구에서 가장 높았으

며(p<0.05), 최고점도는 대조구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죽엽과

연잎 분말을 첨가할 경우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p<0.01). 죽엽 분말보다는 연잎 분말 첨가구의 최종점도가

낮게 나타났고, 두 시료 모두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최종점도

는 낮아졌다(p<0.01). Set back 값은 죽엽 분말 첨가구가 연

잎 분말 첨가구들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 죽엽 분말이 연잎

분말보다 노화를 억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5).

Farinogram에 나타난 consistency는 대조구에 비해 죽엽과

연잎 복합분 모두에서 감소하였고(p<0.001), 흡수율은 죽엽

보다 연잎 분말 첨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p<0.01), 첨

가량이 많아짐에 따라 반죽 형성시간(p<0.01)과 안정도

(p<0.001)는 감소되었다. 반죽파괴시간은 죽엽과 연잎 분말

을 첨가할 경우 대조구에 비해 반죽파괴시간이 짧아졌으며,

<Table 5> Rheofermentometric analysis for gaseous releases of doughs prepared with different quantity of bamboo leaf and lotus leaf powder

Samples
H'm1)

(mm)

T'1
2)

 (min.)

Tx
3)

 (min.)

Total volume4)

(mL)

CO2 lost 

volume5) (mL)

Retention 

volume6)
 (mL)

Retention 

coefficient7)

(%)

Control 49.9±0.1d 179.8±0.2a 102.1±0.4a 1244.3±1.5a 21.2±0.2c 1221.4±0.9a 98.1±0.2a

Bamboo leaf 

powder

1% 52.4±0.7c 177.2±0.3ab 97.4±0.5b 1109.4±1,1b 24.3±0.2b 1084.4±1,4b 97.7±0.3ab

3% 55.5±0.2b 168.3±0.3c 94.2±0.3c 951.9±0.7c 23.3±0.1b 928.8±1.1c 97.5±0.1ab

Lotus leaf 

powder

1% 56.1±0.2b 175.7±1.2b 94.4±0.6c 1067.8±0.6bc 35.8±0.7a 1046.6±0.6b 98.0±0.2a

3% 61.9±0.0a 162.0±0.2d 89.8±0.3d 896.1±0.9d 23.1±0.3b 860.2±0.5d 95.9±0.4b

F-value 128.25*** 89.14*** 94.77*** 72.76*** 38.19** 92.94*** 9.18*

Values are Mean±SD, n=3
1)Maximum height (mm) of the gaseous release curve. 2)Time spent to reach H'm. 3)Appearance time of the dough’s porosity (time when the

dough begins to CO2. 
4)Total volume of gaseous release in mL (A1+A2). 5)The carbon dioxide volume released by the dough during its

fermentation (A2). 6)The carbon dioxide volume in mL kept in the dough at the end of the test (A1) 7)The retention volume divided by the total

gaseous release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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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ing tolerance index(MTI)는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더 높

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0.001). Rheofermentometer를 이용

한 반죽의 발효정도에서는 연잎 분말 첨가구들이 죽엽 분말

첨가구들보다 발효시간이 적었고(p<0.001), 반죽의 최고 높

이는 연잎 분말 첨가구에서 죽엽이나 대조구에 비하여 더 높

게 나타나(p<0.001) 연잎 분말을 첨가할 경우 반죽이 더 부

드럽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나타난 죽엽

과 연잎 등을 부재료로 첨가하였을 때의 반죽 특성 변화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전부터 섭취해온 찐빵제조에 활

용하기 위해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능

성을 가진 제품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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