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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baking properties of sorghum with the addition of xylanase or Pentopan, which is a baking additive 

containing xylanase. The control bread was made with a 30% substitution for wheat flour and the optimum level of enzyme addition was 

0.75 mg/g flour for Pentopan and 5 mg/g flour for xylanase. The water binding capacity of wheat flour increased with the addition of 

sorghum, but decreased with the addition of either xylanase or Pentopan. The resistance of dough increased while extensibility 

decreased with the addition of sorghum; however, resistance decreased while extensibility increased with the addition of the enzyme. 

Specific volume of bread decreased significantly with the addition of sorghum. However, the specific volume was significantly 

recovered with the addition of enzyme. Crumb firmness was higher in the sorghum-added sample, but crumb firmness of the bread 

decreased with the addition of the enzyme. The crumb firmness of bread with added xylanase decreased significantly in 24 hours. These 

results demonstrated that adding sorghum with either xylanase or Pentopan that included xylanase increased specific volume and 

decreased crumb firmness whereas sorghum decreased the quality of fermented bread when added to wheat flour. The firmness rate of 

fermented bread particularly decreased with the addition of pure xylanase.

Key words: sorghum, wheat, xylanase, bread

†
Corresponding author: Koh Bong Kyung, 1000 Sin-dang dong Dal-suh 

gu, Daegu 704-701, Korea

Tel:  + 82-53-580-5876

Fax:  + 82-53-580-5885

E-mail: kohfood@kmu.ac.kr

Ⅰ. 서 론

수수(Sorghum bicolor L. Moench)는 아프리카, 인도 등

에서 다량 소비되는 곡물이며 세계적으로 보리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많이 생산되고 있다(Wrigley CW 2010). 수

수에는 플라보노이드, 탄닌 등의 폴리페놀화합물과 식이 

섬유소 함량이 높고, 셀리악 병의 원인이 되는 글리아딘 

단백질 서열을 포함하지 않는 단백질 구조를 갖기 때문에 

밀을 대신하여 글루텐 프리 대체 물질로 이용하는 등의 

영양 성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다(Lemlioglu- 

Austin D 2014). 수수가루는 밀가루 반죽과 달리 글루텐 

망을 충분히 형성하기 힘들고 발효 과정에서는 가스 포

집력이 부족하여 빵의 부피가 감소하고 조직이 거칠어진

다(Bae HJ 등 2012). 제빵과정에서 수수로만 반죽하면 케

이크 반죽과 같은 탄성이 없는 흐르는 반죽이 되기 때문

에 Keregero MM과 Mtebe K(1994)는 밀가루와 수수가루

를 80:20, Schober TJ 등(2005)은 70:30으로 혼합하였을 

때 적당한 품질의 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찰수수를 

이용한 빵은 큰 기공과 푸딩 같은 빵 속을 형성하여 제빵 

적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밀로오스 함량이 높은 메수

수가 찰수수보다 제빵적성이 좋다(Velazquez N 등 2012). 

아라비노자이란은 곡물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비전분 다당류로, 불용성 아라비노자이란은 글루텐 망의 

형성을 방해하여 빵의 부피가 작아진다(Krishnarau L과 

Hoseney RC 1994, Hilhorst R 등 2002). 불용성 아라비노

자이란은 점도가 낮고 수분결합력이 높아서 가공 적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효소나 알칼리로 처리하

여 수용성 아라비노자이란으로 일부 전환시키기도 한다

(Courtin CM과 Delcour JA 2002). 아라비노자이란을 가수

분해하는 효소에는 endo-1,4-β-xylanase(EC 3.2.1.8), α-L-  

arabinofuranosidases(EC 3.2.1.55), β-D-1,4-xylosidases(EC 

3.2.1.37)와 feruloyl esterases(EC 3.1.1.73)이 있는데, 이 

효소들은 아라비노자이란을 가수분해하여 중합도를 저하

시키고 수분결합력을 감소시킨다(Courtin CM과 Delcour 

JA 2002, Trogh I 등 2004, Shah AR 등 2006, Dornez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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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09, Simsek S과 Ohm JB 2009). 엔도형 xylanase는 

밀의 불용성 아라비노자이란을 가용화시켜 밀가루 빵의 

구조와 물리화학적, 기능적 특성을 변화시킨다(Frederix 

SA 등 2004). 밀가루 반죽에 xylanase를 적당량 사용하면 

반죽의 기계적 가공 적성, 반죽 안정성, 오븐 팽창력, 빵

의 최종 부피, 빵 속 구조와 노화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고 보고되었다(Poutanen K 1997, Shah AR 등 2006). 효

소를 첨가함으로서 밀가루 반죽의 핸들링 특성, 오븐 스

프링과 빵의 부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며(Hilhorst R 

등 1999), amylase와 함께 사용할 경우 이러한 효과가 더

욱 향상된다고 하였다(Beg QK 등 2001). 밀가루 반죽의 

첫 번째 혼합 단계 전에 xylanase를 첨가함으로써 반죽 

과정에서 글루텐 구조가 아라비노자이란에 의해 변화되

는 것을 억제시키고(Wang M 등 2004, Butt MS 등 2008), 

불용성 헤미셀룰로오스를 수용성 헤미셀룰로오스로 변화

시켜 반죽이 단단해지는 것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빵의 

부피가 증가되며 빵 속의 구조를 미세하고 균일하게 만

들어준다(Rouau X 1993, Butt MS 등 2008).

본 연구는 제빵성이 좋지 않은 수수를 빵의 재료로 이

용하기 위하여 수수가루에 xylanase를 첨가하여 수수의 

제빵 적성 변화를 연구하였다. 수수가 30% 혼합된 밀가

루에 xylanase 또는 xylanase를 포함한 제빵첨가물 상품인 

인 Pentopan을 첨가하여 xylanase 첨가에 따른 제빵 적성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최적 효소 첨가량을 결정하였고 순

수 효소와 제빵 첨가물로 판매되는 효소 제품 간의 제빵

적성 개선 효과를 비교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제빵 실험에 사용된 밀가루(강력 밀맥스, Samyang welfood 

Corp., Incheon, Korea), 소금(Sajohaepyo Corp,. Seoul, 

Korea), 설탕(Cheiljedang Corp., Seoul, Korea), 이스트(Saf 

Levure-instant, Lyons, France)와 쇼트닝(Alfs shortening, 

Samyang welfood Corp., Incheon, Korea)은 시중에서 구

입하여 사용하였고 수수는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재배된 메수수의 일종인 동안메(DonganMe, 2012년산, 도

정율 20%)를 제분하여 사용하였다. 도정된 수수는 centrifugal 

discmill(KCFM-48, Korea Medi Ltd., Deagu, Korea)을 이

용하여 건식 제분하여 냉동고(-20°C)에 보관하면서 실험

에 이용하였다.

정제된 효소 xylanase(endo-1,4-β-xylanase, from Trichoderma 

longibrachiatum, ≥ 1.0 unit/mg)는 Sigma Aldrich(St. Louis, 

MO, USA)사에서 구입하였고, 효소 첨가제로서 제빵 첨가

물로 상품화된 Pentopan 500 BG(≥2.7 FXU/mg)는 Novozymes 

(Bagsvaerd, Denmark)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Pentopan 

500 BG는 밀가루 53%, xylanase(endo-1,4-β-xylanase) 27%, 

염화나트륨 18%, 물 2%의 조성으로 만들어진 제빵첨가

물로 판매되고 있다.

2. 가루의 수분결합력

가루의 수분결합력은 AACC 56-20 Method(2000)를 변

형하여 측정하였다. 가루 0.75 g과 증류수 11.25 mL를 15 

mL 원심 분리 관에 넣고 혼합하여 균질화한 후, 25°C 진

탕항온수조(NTS1300, Tokyo Rikakikai Co., Ltd., Tokyo, 

Japan)에서 1시간 동안 160 rpm으로 교반하였다. 효소 첨

가 군은 가루에 Pentopan 또는 xylanase를 각 각각 0.75 

mg/g과 5.0 mg/g 농도로 가루에 첨가한 후 대조구와 동일

하게 수분을 첨가한 후 실험하였다. 고속냉장원심분리기

(VS-24SMTI, Vision Scientific Co. Ltd., Daejeon, Korea)로 

시료를 원심분리(2,200×g, 10 min)하여 상층 액의 물을 

제거한 후 침전물의 무게와 시료의 중량비로부터 수분결

합력을 계산하였다. 실험 결과는 5회 반복 실험하여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3. 호화 특성

가루의 호화 특성은 Rapid Visco Analayzer(RVA, Tecmaster, 

Newport Scientific Pty Ltd., Warriewood, NSW, Australia)

를 이용하여 AACC 61-02 Method(2000)에 따라서 측정하

였다. Xylanase와 Pentopan은 분말 상태로 가루에 첨가하

여 대조구와 동일하게 물을 첨가한 후 RVA 측정하였다. 

측정 조건은 Han HM 등(2012a)의 연구와 동일한 조건에서 

분석하였다. 최고점도(PV, peak viscosity), 최저점도(HPV, 

hot paste viscosity), 최종점도(CPV, cold paste viscosity), 

강하점도(breakdown viscosity, BD, peak viscosity - hot paste 

viscosity) 및 치반점도(setback viscosity, SB, cold paste 

viscosity - peak viscosity)를 측정하였다.

4. Mixogram 특성

밀가루와 수수가루를 첨가한 반죽의 특성은 AACC 50-  

40A Method(2000)에 따라서 mixograph(10 g Mixograph, 

National Mfg. Co., Lincoln, NE, USA)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Xylanase와 Pentopan은 분말상태로 가루에 첨가

하여 대조구와 동일한 양의 물을 첨가한 후 10분간 반죽

하여 mixogram을 얻었다.

5. 반죽의 물성

반죽의 인장성은 10 g mixograph(National Mfg. Co.)를 

사용하여 5분간 반죽한 도우를 발효기(Softmill dough 

conditioner, Dae-hung machinery Co., Seoul, Korea)의 30±  

2°C, 85±5% Rh에서 90분 동안 정치한 후 꺼내어 바로 

측정하였다. Koh BK와 Ng PKW(2009)의 방법과 같이 

texture analyzer(TA-XT express, Stable Micr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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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binding capacity

W
1)

77.07 ± 1.70
2)c3)

DW 85.50 ± 2.19
a

DWP 81.69 ± 1.79
b

DWX 77.18 ± 3.96
c

1)
W: wheat 100%, DW: Donganme 30% + wheat 70%, DWP: 

Donganme 30% + wheat 70% + Pentopan 0.75 mg/g, DWX: 

Donganme 30% + wheat 70% + xylanase 5.0 mg/g.
2)

Mean±SD
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Water binding capacity of flour with the addition of

enzymes (Unit: %)
Ingredient W

1)
DW DWP DWX

Flour (g) 100 100 100 100

Water (g) 62 63 63 63

Sugar (g) 6 6 6 6

Salt (g) 1.5 1.5 1.5 1.5

Yeast (g) 1.77 1.77 1.77 1.77

Shortening (g) 3 3 3 3

Pentopan (mg) - - 75 -

Xylanase (mg) - - - 500
1)

W: wheat 100%, DW: Donganme 30% + wheat 70%, DWP: 

Donganme 30% + wheat 70% + Pentopan, DWX: Donganme 

30% + wheat 70% + xylanase.

Table 1. Formula of breads

Ltd, Surrey, UK)에 Kieffer dough and gluten extensibility 

rig를 장착하여 반죽의 탄성을 Rmax(maximum resistance 

to extension)로, 신장성을 E value(extensibility until rupture)

로 표시하였다. 측정 조건은 trigger force 1.0 g, test speed 

2.0 mm/s, test distance 50 mm 이었다. 5회 이상의 반복 

실험하였으며 각 실험 횟수마다 총 5가닥 이상을 측정하

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6. 제빵 특성

AACC 10-10B Straight Dough Method(2000)에 따라 

Table 1과 같은 비율로 재료를 넣고 제빵하였다. 가루 상

태의 효소와 효소 첨가제를 제빵에 사용되는 재료들과 

함께 넣어 반죽하였고 수분 첨가량은 동일하게 하였다. 

빵의 비체적(SV, specific volume)은 식빵의 부피를 무게

로 나눈 값으로 하였다. 구워진 빵은 실온에서 1시간 식

힌 후 무게와 부피를 측정하였으며, 부피는 좁쌀을 이용

한 종실치환법으로 측정하였다. 

빵의 단단한 정도(bread firmness)는 구운 후 2시간 동안 

식혀 중앙으로부터 20 mm 두께로 썰어 10 kg road cell

이 장착된 texture analyzer(Stable Micro Systems Ltd)에 

20 mm aluminium cylinder probe를 부착하여 AIB standard 

procedure(2006)에 따라서 측정하였다. 

빵 속의 색은 색도계(CM-35 00D, Konica Minolt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위에 단단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준비된 시료의 색을 측정하였다. 측정 조건은 반사

율을 적용하고, 10도 시야각으로 설정하였다. 시료의 색

은 명도(L), 적색(a), 황색도(b)를 10회씩 측정하였다. 제

빵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실험 한 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7. 통계처리 

실험의 결과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Version 20.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

분석(ANOVA)을 한 후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효소의 최적 첨가량 

수수 30%에 밀가루 70%를 첨가하여 식빵을 제조하였

을 때 Pentopan과 xylanase의 첨가량이 각각 0.75 mg/g과 

5.0 mg/g 일 때 SV가 가장 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entopan 또는 xylanase의 최적 효소 첨가량을 각각 0.75 

mg/g과 5.0 mg/g으로 결정하고 제빵 적성 연구를 위한 

실험을 하였다. Trogh I 등(2004)은 밀가루 100% 또는 밀

가루와 보리를 6:4로 혼합한 복합분에 xylanase를 60 unit 

첨가하였을 때 빵의 부피가 각각 1.1, 1.2배가 증가하였다

고 보고하였고, Jiang Z 등(2005)은 xylanase를 120 ppm 

첨가하였을 때 식빵의 비체적이 60.3% 증가한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Pentopan 또는 xylanase를 최적 첨

가량인 0.75 mg/g과 5.0 mg/g을 각각 첨가함으로써 식빵

의 비체적이 넣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각각 1.25배, 1.27

배 상승하였다. 

2. 가루의 수분결합력

수수 30%를 첨가한 가루는 수분 결합력이 85.5%로 밀

가루 100%와 비교하여 유의적(p<0.05)으로 증가한 결과

를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수수 30%를 첨가

한 가루에 Pentopan 0.75 mg/g(DWP)과 xylanase를 5.0 

mg/g(DWX) 첨가하면 수분결합력은 감소하였고, 특히 

xylanase를 첨가한 것(DWX)은 밀가루 100%인 가루와 유

의적 차이가 없었다. 가루의 수분 흡수력이 증가하면 반

죽에 상대적으로 많은 물을 첨가해야하기 때문에 최종 

제품의 조직감이 저하되고 oven-spring 후에 식히는 과정

에서 부풀었던 빵이 수축되는 등의 제빵적성이 나빠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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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
1)

HPV CPV BD SB

W
2)

215.07±1.78
3)a4)

139.39±2.28
a

222.87±1.56
a

75.18±1.20
bc

82.98±1.80
b

DW 168.90±3.12
b

89.99±1.98
b

179.03±2.49
b

78.91±2.17
ab

89.04±2.08
a

DWP 152.01±3.03
d

80.65±1.68
c

161.04±1.94
d

71.37±2.40
c

80.40±1.27
c

DWX 161.31±8.51
c

80.30±3.88
c

164.87±5.90
c

81.01±6.94
a

84.57±2.46
b

1)
PV: peak viscosity, HPV: hot paste viscosity, CPV: cold paste viscosity, BD: breakdown, SB: setback.

2)
W: wheat 100%, DW: Donganme 30% + wheat 70%, DWP: Donganme 30% + wheat 70% + Pentopan 0.75 mg/g, DWX: Donganme 

30% + wheat 70% + xylanase 5.0 mg/g.
3)

Mean±SD
4)

Within a colum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Pasting properties of flour with the addition of enzymes (Unit : RVU)

 

Fig. 1. Specific volume of bread with the addition of enzymes.

A: DWP, Donganme 30% + wheat 70% + Pentopan, B: DWX, Donganme 30% + wheat 70% + xylanase.
1)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때문에 가루의 수분 결합력은 제빵 적성에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Nishita KD 등 1976, Dowell FE 등 2008, Han 

HM 등 2012b). 수수의 첨가에 따라서 수분 결합력이 증

가하지만 이러한 증가는 효소의 첨가로 수수를 첨가하지 

않은 밀가루 100%인 대조구와 유의적 차이가 없도록 감

소되었기 때문에 효소첨가가 가루의 제빵성 향상에 기여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Xylanase에 대한 다른 연구들(Rouau 

X 1993, Shah AR 등 2006)과 같이 xylanase를 처리하면 

불용성 아라비노자이란이 분해되기 때문에 가루의 수분

결합력이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Ryu BM과 Kim 

CS(2013)는 수수 가루의 섬유질이나 미세입자의 표면적

이 증가하면 가루의 수분 결합력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3. 호화특성

밀가루 100%와 비교하여 수수를 첨가하면 가루의 최

고점도(PV)와 최저점도(HPV) 및 최종점도(CPV)가 전체

적으로 유의적 차이로(p<0.05) 감소하는 반면 강하점도

(BD)는 증가하여 점도의 안정성이 감소하고 치반점도

(SB)는 상승하여 노화도가 증가되는 것을 Table 3의 RVA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수수를 첨가하한 가루에 

Pentopan이나 xylanase를 첨가하면 점도 감소현상은 더욱 

뚜렷이 나타나지만, Pentopan을 첨가한 것은 강하점도와 

치반점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점도 안정성이 개선되고 노

화도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yu BM과 Kim 

CS(2013)의 연구에서도 밀가루와 수수가루의 호화 특성

을 분석한 결과, 수수가루의 점도가 더 낮았는데, 이는 

수수에 함유된 식이섬유소의 높은 수분결합력에 의한 것

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Xylanase를 첨가하면 세포벽에 존

재하는 아라비노자이란이 가수분해 되기 때문에 세포 안

쪽의 전분 미립자가 더 쉽게 붕괴되어 점도가 감소한다

고 보고되었다(Wang M 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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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resistance to 

extension (g)

Extensibility 

(mm)

W
1)

68.02±13.94
2)b3)

21.62±3.07
b

DW 86.46±11.96
a

18.30±2.16
a

DWP 46.09±7.00
c

23.90±2.41
c

DWX 46.42±9.49
c

23.95±3.35
c

1)
W: wheat 100%, DW: Donganme 30% + wheat 70%, DWP: 

Donganme 30% + wheat 70% + Pentopan 0.75 mg/g, DWX: 

Donganme 30% + wheat 70% + xylanase 5.0 mg/g.
2)

Mean±SD
3)

Within a colum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Effect of enzymes on textural properties of dough 

rested for 90 min

 

 

Fig. 2. Mixing properties of dough with the addition of enzymes.

W: 100% wheat flour, DW: 30% Donganme + 70% wheat, DWP: 30% Donganme + 70% wheat + Pentopan 0.75 mg/g, DWX: 30% 

Donganme + 70% wheat + xylanase 5.0 mg/g.

4. 반죽의 Mixogram 특성 

밀가루에 수수가루를 30% 첨가하면 반죽의 Mixograph

는 Fig. 2와 같이 대조구인 밀가루 100%에 비교하여 탄

성이 급격히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었다. Trogh I 등(2004)

의 연구에서도 밀가루와 보리 가루 복합분의 mixogram은 

반죽 탄성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이러한 탄성 감소는 

xylanase와 Pentopan을 첨가한 가루에서 더욱 뚜렷하며 

탄성이 거의 없어서 연질맥의 mixograph 연구(Koh BK와 

Ng PKW 2008)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 

5. 반죽의 물성

Mixograph를 이용하여 반죽한 도우를 90분간 정치한 

후 측정한 도우의 물성은 Table 4와 같이 대조구인 밀가루 

100%에 비하여 수수 30%가 혼합된 반죽의 탄성(Rmax)

은 증가하고 신장성(extensibility)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xylanase와 Pentopan을 첨가한 반죽의 탄성은 감소하고 

신장성은 유의적(p<0.05)으로 증가하였다. Pentopan과 

xylanase 첨가 군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 수수가루의 수분결합력이 크기 때문에 반죽에 첨가

된 수분이 수수 가루와 결합되어 반죽이 상대적으로 되

직하게 되어 도우가 단단하여 저항성이 커져서 Rmax가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반죽의 탄성이 증가되어 저항성이 

증가된 것과는 다른 현상이다. 따라서 동일한 수분 량으

로 반죽하여 수분 결합력이 큰 가루와 상대적으로 적은 

가루의 반죽 물성의 Rmax 수치만으로 탄성이 증가되었

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효소, 

xylanase와 Pentopan이 첨가되면서 수분 결합력이 감소되

기 때문에 동일한 물의 양으로 반죽하여도 반죽이 질어

지고 신장성은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Hilhorst R 등

(1999)은 xylanase를 처리하기 전에 비해서 처리한 후 신

장성이 증가하였고, Wang M 등(2002)도 반죽에 xylanase

를 처리하면 아라비노자이란이 가수분해 되어 반죽의 신

장성이 개선된다고 보고하였다.

6. 제빵 특성

수수가 혼합되면서 100% 밀가루인 대조군에 비해 빵

의 SV가 유의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Table 5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SV 감소는 빵의 부피 감소를 나타내

는 것으로, 수수의 첨가에 따라 빵의 부피가 감소하였으

며 이는 수수를 첨가한 다른 제빵 연구들(Glover J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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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mb firmness (g)

2 hrs storage 24 hrs storage

W
1)

68.83±1.18
2)d3)

325.28±36.36
b

DW 211.27±2.39
a

805.10±64.94
a

DWP 164.23±8.80
c

707.77±98.12
a

DWX 189.97±13.15
b

434.50±115.19
b

1)
W: wheat 100%, DW: Donganme 30% + wheat 70%, DWP: 

Donganme 30% + wheat 70% + Pentopan 0.75 mg/g, DWX: 

Donganme 30% + wheat 70%  + xylanase 5.0 mg/g.
2)

Mean±SD
3)

Within a colum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Crumb firmness of bread with the addition of enzymes

SV (mL/g)
Color

1)

L a b

W
2)

4.56±0.10
3)a4)

81.87±0.83
a

-1.50±0.15
c

17.67±0.33
a

DW 2.71±0.09
c

58.30±0.91
b

7.58±0.08
b

16.11±0.25
b

DWP 3.39±0.04
b

55.63±0.94
c

7.92±0.33
a

16.01±0.32
bc

DWX 3.44±0.05
b

53.62±0.22
d

7.97±0.35
a

15.92±0.20
c

1)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2)
W: wheat 100%, DW: Donganme 30% + wheat 70%, DWP: Donganme 30% + wheat 70% + Pentopan 0.75 mg/g, DWX: Donganme 

30% + wheat 70% + xylanase 5.0 mg/g.
3)

Mean±SD
4)

Within a colum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Specific volume (SV) and Hunter's values of bread with the addition of enzymes

Walker CE 1986, Velazquez N 등 2012)의 결과와 같았다. 

Glover JM과 Walker CE(1986)는 밀가루를 수수가루로 대

체하여 제빵을 할 때 굽는 단계에서 수수의 높은 호화 온

도로 인해 충분한 호화가 일어나지 않아 빵의 부피와 조

직감이 나빠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Pentopan이나 xylanase를 첨가하면 유의

적 차이로 부피가 증가하므로 효소 첨가에 따른 빵의 품

질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피의 증가 정도가 

크지 않아서 밀가루 100% 빵보다는 작았다. Gruppen H 

등(1993)은 밀가루 식빵에 xylanase를 처리하여 불용성 

아라비노자이란을 분해시켜 식빵의 최종 부피를 향상시

켰다고 보고하였다.

수수를 첨가한 빵의 속 색(crumb color)은 Table 5의 결

과와 같이 모두 유의적(p<0.05)인 차이로 명도(L)가 감소

하고 적색도(a)가 증가하였으며 황색도(b)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색의 변화는 특히 xylanase와 Pentopan을 첨가한 

빵에서 더 큰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밀

가루 100%에 비하여 수수가 혼합되면서 빵 속의 색도가 

전체적으로 붉어지고 어두워졌으며, 효소를 첨가할 경우 

빵 속의 색도가 전체적으로 더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ae HJ 등(2012)의 연구에서도 수수가루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L값과 b값이 감소하고 a값이 증가하였

는데, 이는 수수가루가 지닌 안토시아닌과 안토시아니딘 

색소 성분 때문이라고 하였다. 

굽기 후 실온에서 2시간 방랭한 빵과 24시간 냉장 보

관한 빵 속의 단단한 정도(crumb hardness)를 측정한 결

과, Table 6과 같이 수수를 첨가하면 빵이 단단해지지만, 

효소를 첨가함에 따라서 유의적(p<0.05)으로 단단함이 감

소하였으나 밀가루 100% 빵 보다는 단단하였다. 24시간 

냉장보관 후 측정한 결과, 밀가루 100% 빵보다 수수 30%

를 첨가한 빵의 단단한 정도가 2배 이상이었으나 xylanase

를 첨가한 수수첨가 빵의 경도는 효소를 첨가하지 않은 

수수 30% 빵 또는 Pentopan이 첨가된 수수 빵보다 적은 

수치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인 밀가루 100% 식빵과는 유

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효소 첨가의 효

과는 Mathewson PR(2000)가 xylanase를 첨가하여 빵 속

의 경도가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수수를 첨가하면 빵의 노화 정도가 커

지지만 xylanase 첨가에 따라서 빵의 노화가 지연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 론

밀에 비하여 제빵 적성이 좋지 않은 수수를 빵에 첨가

하기 위하여 효소처리한 후 수수 가루의 제빵 적성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밀로오스 함량이 높은 메수수의 일

종인 동안메를 30% 첨가한 가루는 100% 밀가루에 비하

여 수분 결합력이 증가하고 반죽의 탄성 및 제조된 빵의 

부피가 감소하는 등의 제빵 적성이 저하되었다. 

수수 30%를 첨가한 가루에 xylanase를 첨가하여 불용

성 arabinoxylan의 분해에 따른 수수 첨가 가루의 제빵적

성 변화를 관찰한 결과, 5.0 mg/g이 최적의 첨가량이었으

며 xylanase를 넣어 판매되는 제빵 첨가물인 Pentopan은 

0.75 mg/g이 최적의 첨가량이었다. 최적 첨가량을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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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한 빵의 부피는 효소를 넣지 않은 것보다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으며 반죽의 탄성은 감소하고 신장성은 증가

하여 동일한 수분 함량일지라도 효소를 넣지 않은 것보

다 반죽이 질어졌다. 특히 정제된 xylanase를 첨가하면 밀

가루 100%와 같은 정도의 수분 결합력을 나타내고 빵 속

의 노화에 의한 단단한 정도가 감소되었다. 노화에 대한 

조직감의 개선은 xylanase를 첨가한 수수 30% 혼합 가루

의 호화 setback이 100% 밀과 유의적 차이 없이 감소되

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가공 목적으로 재배된 메수수도 밀

가루에 첨가하면 발효 빵의 품질이 저하되지만, xylanase

나 xylanase를 포함한 제빵 첨가물인 Pentopan을 수수와 

함께 첨가하여 사용하면 빵의 부피가 증가되고 조직감이 

개선되며 노화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정제된 

xylanase의 첨가에 따라서 빵의 노화도가 감소되었기 때

문에 xylanase를 포함한 첨가물인 Pentopan보다 순수 분리 

정제된 endo-1,4-β-xylanase를 직접 첨가하는 것이 수수 

가루의 제빵적성 개선에 더 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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