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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무트 사워종을 첨가한 Sourdough Bread의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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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sourdough bread made with 4 kinds of kamut 
sour starter. Kamut sour starters were made according to dough yield of sour starter and yeast adding on sour 
starter. We exmanined pH level, fermentation rate, specific volume, CrumbScan, moisture content, color value, 
texture analyzer, shelf-life test and sensory evaluation for observing quality characteristics of sourdough bread. 
From the results of pH measurement, kamut sourdough breads had lower pH value in dough and crumb pH 
than CON. In the experiment of dough’s fermentation rate, CON had the rapidest fermentation rate among the 
samples initially, but the experimental groups also expanded as much as CON grew in spite of its slow fermen-
tation. Specific volume and CrumbScan results suggested that CON had the largest volume. In addition, CM 
and TM had smaller volume than Pool and Biga. The sample that had the highest moisture content was Pool 
because its sour starter had the most amount of water. In color value test, CON had lighter crumb and crust 
color than other specimens. As a result of the TPA and shelf-life tests, CON had the softest hardness after 
24 hours. However, Pool had similar hardness with CON after 72 hours. The result of the acceptance test of 
sourdough breads indicated that people prefered Pool and Biga to TM and CM. Difference test showed similar 
results with prior experiments. As the final outcome, Poolish was chosen as the optimal formula for kamut 
sour 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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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빵은 문화적 관습에 따라 다양

한 형태와 모양으로 소비되어 왔으며, 빵을 만드
는 목적은 곡물을 보다맛있고 소화 가능한음식

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다(Chavan RS & Chavan 
SR 2011). 우리나라에서도국민들의 생활수준향

상, 여성사회참여증가에따른외식기회의증가, 
식품관련 산업의 기술발전, 식문화의 서구화 및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로 인해 베이커리 제품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으며

(Woo IS & Lee JH 2015),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
는 소비자들이 영양 섭취뿐만 아니라,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의 기능이 있는 식품을 추구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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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Chang KH et al 2008). 건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다양한빵제품을선호하기시작하며, sour-
dough bread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또한, 증가
하는 추세이다(Park JM et al 2013). 
사워도우(sourdough)는 효모와 유산균(lactic 

acid bacteria : LAB)에 의해 천연 발효가 일어난
곡물가루와물의혼합반죽으로수천년전인류

가 섭취했던 원시 시대의빵과 깊은 관계가있다

(Hammes WP et al 2005). 과거에는 단순히 빵을
부풀리기위해이용되었던사워도우는최근에다

양한곡물로제조가가능하여건강빵으로인식되

고 있으며, 사워도우를 이용하여 빵을 제조할 경
우, 풍부한풍미, 독특한향, 반죽물성의개량, 곰
팡이의생육억제, 제품의노화억제등의효과가
있다(Lee KS & Park GS 2015). 특히사워도우와
같은 발효식품의 품질에 있어서 종균 배양이나

재료와 환경과 같은 요소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

며, 고유한 특성을 지닌 효모와 유산균의 배양을
통해 사워도우 빵의 맛이나 가공적성 및 영양적

가치를높일수있다(Salmenkallio-Marttila M et al 
2001).

Gelroth J(2001)는 사워도우의 제조법을 mo-
ther, poolish, biga sour로 분류하였으며, 각 방법
을전통적인방법과현대적인방법으로나누었다. 
Mother sour는 제빵용 효모가 첨가되지 않고 장
기간반죽을발효시켜미생물을자연스럽게번식

시키는방법으로, 현대적인방법이전통적인방법
보다 반죽의 수분율(Dough Yield, DY=dough 
weight × 100 / flour weight)이 더 높은 것이 특징
이고, 전통적인방법이보다오랜시간동안발효
를 거치며 풍부한 향미 성분이 형성되며, 현대적
인 방법은 반죽수분율이다소 높아 전통적인 방

법보다 발효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Poolish
와 biga의경우에는제조시간이긴 mother sour의
제조과정을제빵용효모를첨가함으로써보완한

방법으로 poolish는 약 200의높은반죽수분율로
액체상태에가까운물성을가지고, 동량의밀가루
와물에효모를첨가하여발효시키므로발효시간

이짧으며, 효모사용량이많기때문에이취가날
수있다. Biga의경우에는 poolish보다상대적으로
낮은 약 150의 반죽 수분율로, 고체 상태의 최종
반죽이형성된다는특징이있으며, mother sour보
다 상대적인 향 복합물과 유산균의 생성이 떨어

지지만 이스트의 첨가로 큰 부피와 부드러운 속

질을 가지게 된다(Gelroth J 2001). 
한편, 카무트는 고대 이집트에서 재배되었던

원시품종의곡물로곡물의이름이자브랜드이름

이기도하다. 고대이집트어로 ‘밀’을뜻하는카무
트(kamut)는 4배체 소맥의일종으로 이집트 왕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여 투탕카멘 왕의 밀

(King Tut’s wheat)이라불리기도하며, 지역의이
름을딴호라산밀(Khorasan wheat)이라고도불린
다(Quinn R M 1999). 카무트는약 127 cm의높이
로자라며다른밀작물보다 2～3배큰낟알을가
지고있고, 폭이좁고긴형태로단단한혹이있는
것이특징이며(Vavilov N I 1951), 그고유한항산
화력으로 통곡물 섭취 시 만성질병의 위험을 감

소시키는것으로알려져있다(Cooper R 2015). 특
히카무트로빵을제조할경우, 일반밀로제조한
빵보다 폴리페놀과 셀레늄의 함량이 더 많은 빵

을 만들 수 있고, 카무트를 sourdough 빵 제조에
활용할 경우 그 생리활성 효능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Gianotti A et al 2011). 국내에서는 우리밀
종류에 따른 sourdough starter 특성에 관한 연구
(An HL et al 2009), 국내산밀가루를이용한사워
종분말을첨가한식빵에관한연구(An HL & Lee 
KS 2012), 쌀천연 발효액종을 첨가한 우리밀 식
빵의 품질특성(Choi SH & Lee SJ 2014) 및 오미
자청을 이용한 쌀가루 sourdough의 이화학적 특
성에 관한 연구(Byun JB & Lee JS 2015)와 같이
다양한재료와형태로사워도우빵을제조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카무트를 활용한 연구나 사워도우 제조 방법에

따른 제품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더 다양한 기능성 베이커리 제품을 원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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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Ingredient TM1) CM2) Pool3) Biga4)

1st ripening time

Kamut  375 200 500 500

Water  187.5 100 500 300

Yeast - - 0.75 0.2

2nd finishing point

Kamut  375 300 - -

Water  187.5 200 - -

Starter  562.5 300 - -

Total Starter 1,125 800 1,000.75 800.2

1) TM: Traditional mother sour starter.
2) CM: Current mother sour starter.
3) Pool: Poolish sour starter.
4) Biga: Biga sour starter.

<Table 1> Production steps and formulas of regulated sour starter                        (unit : g)

비자들의기대(Na SJ et al 2009)에부응하고자본
연구에서는소비자들에게널리알려지지않은재

료이면서 건강에 좋은 카무트를 sourdough 제조
에적용하여 4가지종류의카무트 sourdough(Tra-
ditional mother sour, current mother sour, poolish, 
biga) 및 sourdough bread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반죽과 식빵의 pH와 발효율, 비용적, 영상분석, 
수분함량, 색도, 조직감, 저장성및관능검사를실
시하여 카무트로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sourdou-
gh 제조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카무트 사워도우 빵을 제조하는 데 사용한 재

료로는카무트(삼우네이처(주), 유기농카무트분
말, 미국산), 강력밀가루(대한제분, 곰표밀가루강
력분 1급품), 설탕(대한제당, Foodream), 이스트
(제니코식품(주), 생이스트), 마가린(하인즈, 프리
미엄 나폴레옹-골드), 탈지분유(서울우유), 제빵
개량제(퓨라토스, S-500)을 사용하였다.

2. 카무트를 이용한 4가지 Sour Starter

의 제조

카무트를 이용한 4가지 sour starter는 Gelroth 
J(2001)가제시한 sour starter 제조 방법을 변형하
여 traditional mother sour(TM), current mother 
sour(CM), poolish sour(Pool) 그리고 biga(Biga) 4 
가지방법으로제조하였으며, 재료의배합은 <Ta-
ble 1>과 같다.

Traditional mother sour(이하 TM으로 명명) 제
조의 제 1단계에서는 카무트 375 g과 물 187.5 g
을 넣고, current mother sour(이하 CM으로 명명) 
제조의제 1단계에서는 카무트 200 g과 물 100 g
을 넣어 각각 6.5 L 믹서기를 이용하여 1단으로
5분간 혼합하고 4 L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뚜껑
을 느슨하게 닫은 후일정한 온도 28℃와 상대습
도 90%의 발효기에서 24시간 동안 발효시켰다.

24시간후제 2단계에서 1단계의반죽에 TM은
카무트 375 g과물 187.5 g을넣고, CM은카무트
300 g과 물 200 g을 1단계와동일한 조건에서 혼
합하였으며, 혼합된 반죽을 용기에 담아 뚜껑을
느슨하게 닫아서 1단계와 동일한 발효기에 넣어
주기적으로 일부 반죽을 채취하여 pH 측정에 이
용하고, sour starter의 pH가 4.5가되면발효를완
료하였다.

 Poolish sour(이하 Pool로 명명)는 카무트 500 
g과 물 500 g, 생이스트 0.75 g을 6.5 L 믹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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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s
Flour basis(%)

CON1) TM2) CM3) Pool4) Biga5)

Strong flour 100 100 100 100 100

Sour starter - 35 35 35 35

Yeast 2.5 1 1 1 1

Water 60 60 60 60 60

Salt 1.5 1.5 1.5 1.5 1.5

Sugar 8 8 8 8 8

Magarine 3 3 3 3 3

Non-fat dry milk 2 2 2 2 2

Dough improver 1.5 1.5 1.5 1.5 1.5
1) CON: Control bread fermented with yeast 2.5% (no sour starter).
2) TM: Sourdough bread with traditional mother sour starter.
3) CM: Sourdough bread with current mother sour starter.
4) Pool: Sourdough bread with poolish sour starter.
5) Biga: Sourdough bread with biga sour starter.

<Table 2> Formula of sourdough bread with 4 kinds of kamut sour starter

이용하여 1단으로 5분간 혼합하였으며, biga sour
(이하 Biga로 명명)는 카무트 500 g과 물 300 g, 
생이스트 0.2 g을 Pool과동일한조건에서혼합하
였다. 혼합된 반죽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뚜껑
을 느슨하게 닫고, 온도 28℃와 상대습도 90%의
발효기에서 pH가 4.5가될때까지발효하여완성
하였다.

3. Sourdough Bread의 제조

1) 1차 발효 수준의 결정

Sour starter를첨가하여만든식빵을제조할경
우, 각 sour starter의활성이다르므로 1차발효의
속도는 달라진다. 그러므로 각 시료들 간의 동일
한 1차 발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시료
들의 1차발효시간은 sour starter를넣지않고생
이스트를넣은대조구를한시간동안발효한후, 
팽창한 부피만큼 동일하게 sourdough bread 반죽
을발효시켜각시료별 1차발효시간을설정하였
다.

2) 2차 발효 수준의 결정

Sour starter를 첨가하여 만든 식빵 제조 시 각
sour starter의활성이다르므로 2차발효의속도는
달라진다. 각 시료들 간의 동일한 2차 발효 수준
을 유지하기위하여 2차발효시간은동일한중량
(450 g)으로 분할하여 성형된 빵 반죽을 패닝한
후, 반죽의 높이가 팬 높이와 동일선상의 높이에
도달하는시점까지발효를진행시키는것으로기

준을 설정하였다. 각 시료들은 동일한 조건의 발
효실에서 2차 발효를진행하였으며, 모두 동일한
크기의 식빵 틀(가로 21.5 cm, 세로 9.7 cm, 높이
9.5 cm)을 사용하였다.

3) 카무트 Sourdough Bread의 제조

카무트로제조한 4가지 sour starter를첨가하여
만든 sourdough bread는 An HL & Lee KS(2009)
의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제조

하였다. 사워식빵의 배합율은 <Table 2>와 같으

며, 직접반죽법으로 제조하였다.
사워식빵은사워종을밀가루대비 35% 첨가하



카무트 사워종을 첨가한 Sourdough Bread의 품질특성 121

여제조하였으며, 모든재료를 1.5HP 수직반죽기
(NVM-12, 대영공업사, 한국)를이용하여 1단에서
2분, 2단에서 10분동안반죽을하였으며, 반죽의
1차발효는온도 34±1℃, 상대습도 85%의발효기
(EP-20, 대영공업사, 한국)에서 진행되었다. 1차
발효후반죽을 450 g씩분할하여실내온도에서
15분 간반죽표면이 마르지 않게 비닐로반죽을
덮은 채로 중간발효를 시켰다. 중간발효가 끝난
후 one-loaf로 성형하여 가로 21.5 cm, 세로 9.7 
cm, 높이 9.5 cm인 식빵 틀에 넣어 패닝하였다. 
2차발효는온도 38±1℃, 상대습도 90%의발효기
에서 진행하였다. 2차 발효 종료 후 185℃/180℃
로미리 예열된전기식 3단데크오븐(FDO-7103, 
대영공업사, 한국)에서 30분간구웠다. 구워진식
빵은팬에서꺼내실온에서 1시간냉각된후비닐
지퍼백에담아실온에서 보관하였으며, 24시간이
지난 후부터 실험에 사용하였다.

4. 실험방법

1) pH 측정

(1) Sour Starter와 반죽의 pH 측정

발효하는동안의 sour starter와반죽의 pH는효
모의 온도와 측정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pH 측정을위하여반죽의표면에직접탐
침봉을 꽂아서 측정하는 surface electrode method 
(Miller et al 1994)를 사용하였다. 반죽 표면에서
5 cm 깊이로 탐침봉을 꽂고 5 초가 지난 후 pH 
meter(720A, Orion, USA)에 측정된 값을 기입하
였으며,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내었
다.

(2) 식빵 속질의 pH 측정

최종 제품의 속질 pH 측정은 Slurry method 
(AACC method 02-52. 1995)로 측정하였다. 증류
수 100 mL에시료 15 g을비커에넣고 30분동안
진탕하여 10분간방치한후 pH meter(710A, Ori-

on, USA)를이용하여 3회 반복측정하고, 평균값
을 구하였다.

2) 발효율 측정

Sourdough bread 반죽의발효율을측정하기위
하여 반죽 직후, 반죽을 10 g씩 채취하여 발효율
을측정하였다. 10 g의반죽을둥글게만들어 100 
mL mess cylinder에 넣어 30℃, 상대습도 80%의
조건에서 15분마다 팽창된 반죽의 높이를 240분
까지측정하여 부피(mL)로발효율을나타내었다.

3) 비용적(Specific Volume) 측정

식빵의 부피는 AACC method 72-10 종자 치환
법으로 측정하고, 식빵의 무게를 측정한 후 부피
를 무게로 나눈값을 비용적(mL/g)으로나타내었
다. 각시료당비용적측정을 3회씩반복측정하
여 그 결과를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4) Sourdough Bread의 영상 분석

Sourdough bread의 CrumbScan(America Insti-
tute of baking / Devore Systems) 프로그램을사용
하여 식빵 속질 기공의 조밀도(fineness), 찌그러
짐(elongation), 빵의 부피(volume)과껍질의 두께
(crust thickness)를 측정하였다. 식빵의 영상분석
을위해굽기가마치고포장된식빵은 24시간후, 
식빵중부피가크거나작은것을제외하고, 형태
가양호한시료를각각 3개씩선택하여식빵절단
기를사용하여 12.5 mm의두께로절단하였다. 식
빵의 중앙 부분의 단면을 지퍼백에 넣어 실온에

보관하며실험에이용하였으며, 최종결과의객관
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구역에서 10% 
이상 어둡거나(intensity=0.1) 기공의 크기가 500 
pixels (size=500) 이상인경우는성형실수로설정
하였다.

5) 수분함량 측정

식빵의 속질 1 g을 적외선 수분 측정기(Mois-
ture analyser, MB 45 OHAUS, USA)에넣고,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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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Measure force in compression

Option Return to starter

Pre-test speed 1.0 mm/s

Test speed 1.7 mm/s

Post-test speed 10 mm/s

Distance 6.3 mm

Force 40 g

Time 2.5 s

Trigger type Auto 5 g

Data acquisition rate 250 pps

<Table 3> Setting conditions of TA-XT text analyser for measurement of TPA 

겐방식(120℃, A60)으로식빵의수분함량을측정
하였다. 이때 각 시료 당 3회씩 반복 측정한 뒤
평균을 계산하였다. 

6) 색도 측정

카무트로 제조된 sourdough bread의 색도는

colorimeter(JC801, color Techno Co. Ltd. Japa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속질의 색도 측정을 위해
식빵을 12.5 mm 두께로 절단하여가운데부분을
지름 3.5 cm로잘라 tissue culture dish(35×10 mm)
에 넣고,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를 3회 반
복 측정하였으며, 식빵의 껍질은 자르지 않은 빵
의윗면을 35×10 mm의크기에맞게잘라사용하
였다. 이 때, 사용된 표준 백판의 L값은 93.794, 
a값은 —1.336, b값은 2.581이었다.

7) Tpa(Texture Profile Analysis) 측정

카무트 sour starter를 첨가한 식빵의 조직감은
texture analyzer(TA-XT Express, Sable Micro Sys-
tems, Ktd, UK)를 이용하여 TPA(Texture Profile 
Analysis)를측정하였다. 조직감의측정에사용된
식빵은 12.5 mm 두께로 절단된 식빵을 두 장 겹
쳐서 사용하였으며, 측정에는 36 mm cylinder 
probe를 이용하였다. 시료는 cylinder probe를 가
운데에 놓고, 매 측정마다 새로운 빵을 사용하였
으며, 식빵 높이의 25%를 압착하여 측정되는 경

도(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탄력성(sprin-
giness), 씹힘성(chewiness), 검성(gumminess), 응
집성(cohesiveness)을 구하였으며, 측정 조건은

<Table 3>과 같다. 

8) 저장성 측정

식빵의저장성을측정하기위해완성된식빵을

지퍼백에 담아 실온에서 3일간 저장하면서 시료
를 채취하였다. 노화도는 경도의 증가율로, 1일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를 texture analyser로 빵의
절단면을측정하여경도 값간의 변화 비율로산

출하였으며(Kang MY et al 1997), 분석조건은조
직감측정과동일하게수행하였다. 각시료는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내었다.

9) 관능 검사

카무트를 이용한 sourdough bread의 관능검사
는 경희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 50명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다. 관능 검사 요원들에게 제시되는
빵은 밀봉 상태로 하룻 동안 보관하여 사용되었

고, 모든 시료는 한 번에 물과 함꺼 제공하였다. 
관능 검사는 기호도 검사와특성 차이 검사로구

성되어 진행하였다.

(1) 기호도 검사

기호도 검사는 외관(appearance), 질감(texture), 



카무트 사워종을 첨가한 Sourdough Bread의 품질특성 123

Type
Dough

Bread crumb
Mixing Fermentation

CON1) 5.44±0.02d 5.19±0.01e 5.82±0.02d

TM 4.83±0.02a 4.71±0.02b 5.48±0.01c

CM 4.97±0.02b 4.69±0.01a 5.23±0.01a

Pool 5.08±0.01c 4.85±0.01c 5.39±0.01b

Biga 5.10±0.01c 4.90±0.01d 5.37±0.01b

F-value 777.707*** 909.875*** 1,174.158***

*** p<0.001.
a～e Means denoted in a column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 Legend are referred in <Table 2>.

<Table 4> pH values for dough and sourdough bread with 4 kinds of kamut sour starter 

풍미(flavor), 맛(taste),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 총 5개 문항을 7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도록하였으며, 1점은매우싫다, 2점은싫
다, 3점은 약간 싫다, 4점은 좋지도 싫지도 않다, 
5점은약간좋다, 6점은 좋다, 7점은매우좋다로
하였다. 

(2) 특성차이 검사

특성차이 검사는 부피(volume), 껍질 색(crust 
color), 속질 색(crumb color), 기공의 크기(grain), 
기공의 균일성(grain uniformity), 견고성(firmne-
ss), 탄력성(springiness), 촉촉함(moistness), 시큼
한 풍미(sour flavor), 곡물 풍미(cereal flavor), 신
맛(sour taste), 단맛(sweet taste) 총 12가지특성을
평가하였으며, 척도는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
여 1점이가장약한특성을나타내고, 7점이가장
강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도록 검사를 실

시하였다.

10) 통계처리

모든실험에대한결과는동일한조건에서 3회
반복측정한결과로 SPSS 21.0 program을이용하
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one-way ANOVA를 이용
하여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 range test 
(Duncan의다중범위검정)에의해각제품간의유

의적인 차이를 검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pH의 변화

제조 방법을 달리하여 만든 네 가지 종류의

sour starter를첨가한사워식빵의 pH 변화는반죽
완성직후, 1차발효직후및완성된식빵속질의
pH로나누어 측정하였으며, 그결과를 <Table 4>

에 나타내었다.
반죽완성직후 pH의경우, 카무트사워종을첨

가하지않은 CON이 5.44로가장 높은 수치를 보
였으며(p<0.001), Biga가 5.10, Pool이 5.08, CM이
4.97, TM이 4.83으로사워종을첨가한시료의 pH
가 CON의 pH가유의적으로낮은것을확인할수
있었다. Pool과 Biga의 pH는 서로 유의적인 차이
가 없어 사워종을 첨가한 실험구 중에서는 이스

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TM과 CM이 전반적으
로 낮은 pH값을 나타내었다.

1차발효후각반죽의 pH를측정한결과도반
죽 직후의 pH와 비슷한 값을 보여 CON의 pH가
가장높았다. 특히 1차발효시간이오래걸린 TM
과 CM이 다른 시료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pH
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이러한
결과는 발효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효과정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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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olume changes of sourdough breads dur-
ing fermentation.

Volume (mL) Weight (g)
Specific 

volume (mL/g)

CON1) 1,777.36±54.02c 393.67±0.90a 4.51±0.14c

TM 1,544.44±35.59a 401.30±1.08c 3.84±0.09a

CM 1,544.85±21.25a 401.17±1.31c 3.85±0.06a

Pool 1,614.40±65.93ab 393.30±1.31a 4.10±0.16b

Biga 1,651.43±64.86b 397.33±0.72b 4.16±0.17b

F-value 10.498** 38.095*** 13.643***

** p<0.01, *** p<0.001.
NS Not Significant.
a～c Means denoted in a column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 Legend are referred in <Table 2>.

<Table 5> Volume, weight and specific volume of sourdough bread with 4 kinds of kamut sour starter 

죽 내에서 형성된 젖산균과 같은 유기산이 증가

한 결과로 사료된다. 
완성된 식빵 속질의 pH는 CON이 5.82로 유의

적으로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었으며(p<0.001), 
반죽의 pH보다 식빵 속질의 pH가 굽고 난 후에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굽기
과정중빵의발효과정에서생성된휘발성산성

분에 의해 나타난 결과(Gobbetti M et al 1995)로
판단되어지며, 전반적으로 카무트사워종을 첨가
한실험구가대조구보다더낮은 pH값을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발효율의 변화

카무트로사워종을첨가한사워식빵반죽의발

효율 결과는 <Fig. 1>과 같다. 사워종을 첨가하지
않은 CON이 60분 동안 발효되어 팽창된 부피는
22 mL였으며, 다른모든실험구보다빠른부피팽
창을보였다. 사워종을첨가한실험구가대조구와
같은부피로증가하는데걸린시간은 Biga < Pool
< TM < CM으로, Biga가 실험구 중에서 가장

빨리 발효가 진행되어 발효 75분에서 90분 사이
에 대조구와 같은 부피만큼 발효되었다. 발효 완
료 시간은 각각 Pool이 105분에서 120분 사이, 
TM은 120분에서 135분 사이, CM이 135분에서

150분사이로, Biga와 Pool이제빵용이스트가전
혀들어가지않은 TM과 CM보다빠른부피팽창
을 보였다. 또한, 대조구는발효팽창력이초반에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TM을 제외한 실험군들의 발효 팽창력은 대조구
에 비하여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발효시간에증가함에따라유산균이증가하

고, 생육이촉진됨에따라나타난것으로사료된다. 

3. 비용적 측정 결과

종자치환법으로각사워식빵의부피를측정하

고, 측정된 부피를 시료의 무게로 나누어 비용적
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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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ness Elogation
Volume

(mL)
Crust 

thickness

CON1) 907.67±44.60 1.68±0.11b 2,027.00±60.51c 0.37±0.08

TM 874.00±84.96 1.43±0.11a 1,862.33±44.79ab 0.29±0.02

CM 867.33±18.23 1.42±0.02a 1,781.67±46.65a 0.31±0.06

Pool 861.00±36.76 1.45±0.10a 1,872.33±42.77b 0.33±0.02

Biga 860.67±58.39 1.47±0.06a 1,986.00±35.59c 0.31±0.04

F-value 0.400NS 4.561* 13.553*** 1.239NS

* p<0.05, *** p<0.001.
NS Not significant.
a～c Means denoted in a column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 Legend are referred in <Table 2>.

<Table 6> Result of CrumbScan of sourdough bread with 4 kinds of kamut sour starter 

<Fig. 2> Cross section of sourdough bread with 4 kinds of kamut sour starter.

식빵의부피는제빵용이스트만을첨가한대조구

가 1,777.36 mL로시료중에서가장큰것으로측
정되었으며(p<0.001), 카무트사워종을첨가한실
험구의 부피는 Biga > Pool > CM > TM으로, Biga
는 TM과 CM 보다 유의적으로 더 컸고, Pool은
다른실험구들과유의적인차이를보이지않았다.
무게의경우에는 TM과 CM이각각 401.30 g과

401.17 g으로유의적으로가장무거웠다(p<0.001). 
CON과 Pool의 무게는 각각 393.67 g과 393.30 g
으로 가장 가벼웠는데, 이는 수분함량이 높은

Pool과 CON이 오븐에서 굽는 동안 발생하는 수
분 손실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식빵의 비용적은 모든 시료 중에서 CON이

4.51로 가장 컸으며, TM이 3.84로 가장 낮았다
(p<0.001). 이스트를 첨가하지 않은 TM과 CM끼
리는비용적에서유의적인차이가없었고, Pool과
Biga보다비용적이낮았으며, 이스트를소량첨가
한 Pool과 Biga의비용적은서로유의적인차이가
없었다.  

4. Sourdough Bread의 영상분석

CrumbScan을 통해 식빵 속질 기공의 조밀도
(fineness), 찌그러짐(elongation), 빵의 부피(volu-
me), 껍질의 두께(crust thickness)를 측정한 결과
는 <Table 6>와같고, crumbScan을이용하여촬영
한식빵의단면은 <Fig. 2>와같다. 기공의조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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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1) TM CM Pool Biga F-value

Moisture content
(%)

41.61±0.24c 40.31±0.43a 40.52±0.22ab 43.22±0.16d 40.90±0.16b 60.635***

*** p<0.001.
a～d Means denoted in a row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 Legend are referred in <Table 2>.

<Table 7> Moisture contents of sourdough bread with 4 kinds of kamut sour starter 

는빵내부에있는기공의크기를말하며, 기공의
평균 조밀도가 높을수록, 속질의 기공이 작고 많
다는 것을 의미한다. CON의 기공 조밀도가

907.67로기공이가장많은것으로측정되었으며, 
사워 종을 첨가한 시료는 CON보다 다소 조밀도
가 낮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공의 찌그러짐은 식빵 기공의 긴 축과 짧은

축의 거리를 비교한 것으로 기공이 원에 가까울

수록 1.0에가까워지고, 축의 길이차이가 커질수
록 수치가 높아진다. 기공의 찌그러짐은 CON이
카무트 사워종을 첨가한 시료들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5), 실험구간의유의적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공의 조밀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앞서 측정한 부피에서 CON이
가장 큰 부피를 가진 것을 보아 이러한 결과는

CON의 기공 수는 다른 시료들과비슷하나, 부피
는 더욱 팽창함에 따라 기공의 찌그러짐이 커진

것으로 사료된다.
영상분석을 통한 사워 식빵의 부피는 실제 측

정한 부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 CON이 가장
큰 부피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후 Biga
> Pool > TM > CM 순으로 추정되었다. 껍질의
두께는 CON이 0.37로 가장 두꺼운 것으로 나타
났으나, 모든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5. 수분함량 분석

카무트 사워종을 첨가한 사워식빵의 수분함량

을측정한결과값은 <Table 7>과같다. 사워식빵
의 수분함량은 Pool이 43.2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CON > Biga > CM > TM 순으로 수분함
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TM과 CM, 
CM과 Biga 사이에는 수분함량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사워 식빵 반죽을 만들
때첨가된사워종의수분함량이높을수록완성된

사워식빵의수분함량도높은것으로나타나, 제조
된 sour starter의 수분율이 제품의수분함량에영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6. 색도 분석

네가지종류의카무트 sour starter를첨가하여
제조한사워식빵의속질과껍질의색도를측정한

결과를 <Table 8>에 나타냈다. 식빵의 속질을 측
정한 결과,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의경우, CON이
83.25로 시료 중 가장 높게 측정되어 가장 밝은
속질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a값과 b값의 경
우, 모두 CON이 다른 시료에 비해 가장 낮은 값
을가져, 카무트사워종을첨가한사워식빵의속
질이 대조구의 속질보다 더 어두우며, 적색도와
황색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p<0.001). 
카무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밀가루의 구성성분

을 분석한 Piergiovanni AR et al(2009)의 실험에
서 카무트의 β-carotene 함량이 다른 밀가루보다
더 많았고, 황색도 또한,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보면, 본 실험에서 카무트 속질의
색이다른시료들에비해더어둡고, a값과 b값이
높게 나타난 것은 카무트 자체에 함유된 β-caro-
tene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껍질의경우, L값은 CON이 46.61로가장높아, 

식빵의속질과마찬가지로대조구가가장밝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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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 b

Crumb

CON1) 83.25±0.33c
—2.53±0.18a 16.74±0.12a

TM 79.19±0.13b
—1.13±0.24b 20.10±0.11d

CM 78.53±0.15a —0.26±0.14c 19.78±0.20c

Pool 78.38±0.04a
—1.15±0.00b 18.31±0.11b

Biga 78.29±0.10a  0.03±0.06d 20.91±0.14e

F-value 426.178*** 129.341*** 417.016***

Crust

CON 46.61±0.10d 12.24±0.21c 34.16±0.17d

TM 41.20±0.19a  9.95±0.22a 26.12±0.22b

CM 42.84±0.07b  9.95±0.02a 24.55±0.37a

Pool 41.01±0.19a 10.05±0.17a 26.49±0.24b

Biga 43.56±0.01c 10.86±0.25b 29.91±0.11c

F-value 873.771*** 79.470*** 773.651***

*** p<0.001.
a～d Means denoted in a column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 Legend are referred in <Table 2>.

<Table 8> Color values of sourdough breads with 4 kinds of kamut sour starter 

카무트사워종을첨가한껍질의 a값과 b값은속질
에서의결과와는반대로실험구보다 CON이더욱
높게 나타나, 대조구의 껍질이 실험구보다 더 붉
고 노란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01). 색도에 있어서속질에서의결과와껍질에
서의결과가다른것은식빵껍질의색은열전달

에의한캐러멜반응에의해색이나며, 반죽전체
에서 캐러멜 반응에 관여하는 설탕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조구가 더크기 때문에대조구의 a값과
b값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7. TPA 분석

카무트 사워종의 종류에 따른 조직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PA 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9>

와 같다.
Hardness는대조구가 242.47 g으로유의적으로

가장낮았고, TM이 315.90 g으로가장높은경도
를보였다(p<0.001). CM은 301.27 g, Biga가 296.37 

g으로실험구간차이를보이지않았으나, Pool은
288.73 g으로 TM보다유의적으로낮은경도를보
였다. 이스트를첨가한 Pool과 Biga의경도가 TM
과 CM의 경도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결과는
Heo SJ(2014)의 연구에서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
다. 카무트 사워종을 첨가한 실험구의 경도가 다
소 높은것은 단백질 함량과수분 흡수량이 높은

카무트의 특성으로 인해 반죽의 안정성이 감소

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Amal MH et al 
2012).

Adhesiveness는 Pool이 0.9로 가장 높았고, TM
이 0.07로 가장 낮았으며, springiness와 chewiness
는 CON이각각 1.5와 293.78로가장낮게측정되
었고, CM은각각 1.72와 362.73으로가장높게측
정되었으나, 시료 간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고형상의 식품을 삼킬 수 있는 상태까지 압

축파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인 gummines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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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hours

24 hours 48 hours 72 hours F-value

Hardness
(g)

CON1) A242.47±2.27a B322.50±4.22a C404.23±6.05a 445.766***

TM A315.90±8.49c B439.60±13.42c B469.00±23.10c 120.543***

CM A301.27±10.45bc B432.63±26.45c C469.40±5.62c 126.412***

Pool A288.73±4.77b B400.40±5.43b B420.50±16.38ab 184.431***

Biga A296.37±22.22bc B411.13±14.20bc C431.70±3.12b 313.859***

F-value 16.503*** 29.099*** 14.615***

*** p<0.001.
A～C Means denoted in a row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d Means denoted in a column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 Legend are referred in <Table 2>.

<Table 10> Changes of hardness and moisture content of sourdough bread with 4 kinds of kamut sour starter 
during storage 

CON1) TM CM Pool Biga F-value

Hardness (g) 242.47±2.27a 315.90±8.49c 301.27±10.45bc 288.73±4.77b 296.37±22.22bc 16.503***

Adhesiveness 0.80±0.87 0.07±0.12 0.70±0.53 0.90±0.17 0.10±0.00 2.205NS

Springiness 1.50±0.25 1.57±0.10 1.72±0.01 1.57±0.11 1.70±0.03 1.643NS

Chewiness 293.78±46.35 320.32±28.75 362.73±2.22 333.72±33.94 348.59±8.89 2.511NS

Gumminess 196.38±2.06a 204.20±6.52ab 211.48±1.34b 212.67±6.87b 204.95±3.35ab 6.006*

Cohesiveness 0.74±0.01a 0.75±0.02ab 0.76±0.01b 0.77±0.00b 0.77±0.01b 4.000*

* p<0.05.
NS Not significant.
a～c Means denoted in a row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 Legend are referred in <Table 2>.

<Table 9> TPA values of sourdough breads with 4 kinds of kamut sour starter 

CON이 196.38로 가장 낮았으나, TM(204.20)과
Biga(204.95)와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Pool
과 CM의 검성은 각각 212.67과 211.48로 TM과
Biga와는 차이가 없었지만 CON보다는 유의적으
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Cohesive-
ness는 CON이 0.74로 모든 시료 중에서 가장 낮
게 나타나 TM(0.75)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료보
다 유의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고(p<0.05), 실
험구끼리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부착성과 탄성, 씹힘성은 경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료들 사이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유의적이지는않았고차이가나타난검

성과응집성의경우에는사워종을첨가하지않은

대조구가카무트사워종을첨가한실험구보다낮

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8. 저장성 분석

카무트사워종제조방식을달리하여완성된사

워식빵의저장성을알아보기위해모든시료들을

실온에서 72시간 동안 저장하며 매 24시간 T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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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cceptance of sourdough bread made with 
4 kinds of kamut sour starter.

           ** p<0.01, *** p<0.001.

를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경도의 변화를 <Table 
10>에 나타내었다.
경도는 저장 24시간 째 사워종을 첨가하지 않

은대조구가 242.47 g으로시료들중에서가장유
의적으로 낮았고, CM과 Pool, Biga 사이에는 유
의한차이는없었으나, 48시간경과후모든시료
의 경도가 증가하여 CM(432.63 g)이 Pool(400.40 
g)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은 경도를 가지게 되었
다. 저장 72시간 후의 경도는 CON이 404.23 g으
로 가장 낮았으나, Pool(420.50 g)과는 유의적 차
이를 보이지 않았고, 저장 48시간째와 비슷한 경
향을 보여 이스트를 첨가하지 않은 TM과 CM이
각각 469.00 g과 469.40 g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단단하였다. 카무트 사워종을첨가한 사워식빵의
경도 변화는 72시간 후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날
수록 Pool과 Biga의경도증가폭이대조구의경도
증가폭보다 작은 경향을 보였고, 72시간 경과 후
Pool의 경우 CON과 유사한 경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수있었다. 또한, 대조구와 CM, Biga는저
장기간이흐를수록유의적으로증가하였고, 전반
적으로 경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상업용 효모가
들어간 Pool과 Biga의 경우, TM과 CM보다 상대
적으로 경도 증가 폭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9. 관능검사

1) 기호도 검사

기호도 검사의 결과는 <Fig. 3>과 같다.
기호도 검사 결과, 외관의 기호도는 Biga가

5.18로 가장 높았으며, TM이 4.58로 가장낮았으
며, 평가자들은 Pool과 Biga의 외관을 가장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시료간 유의적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lavor와 texture에 있어서는 Pool이 각각 4.90
과 5.36으로가장높은점수를받았으며, TM은각
각 4.00과 4.46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풍
미에있어서는 CON과 Biga가각각 4.86과 4.84로
Pool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TM과 CM은

각각 4.00과 4.30으로다른시료에비해유의적으
로 풍미가 낮게 평가되었다(p<0.01). 이는이스트
의 도움 없이 카무트와 물만으로 제조된 사워종

이 오랜시간 발효되며 형성된 고유의 향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질감은 Pool(5.36)과 Biga(5.12)
가 TM(4.46)과 CM(4.46)보다유의적으로높은점
수를받았으며(p<0.01), CON은모든시료와유의
적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식빵질감의기
호도가식빵속질의수분함량의경향과비슷하게

나타나, 평가자들은 수분함량이 더 높은 시료의
질감을 선호한 것으로 사료된다.

Taste는 Pool이 5.08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
으며, CON(4.82)과 Biga(5.00)와는유의적차이가
없었고, TM과 CM은 다른 시료들보다 유의적으
로 낮게 평가되었다. Overall accpetance는외관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Pool이 5.1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CON (4.98)과 Biga(5.06)와는유의적차이가없었
고, 풍미와 질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TM
이전체적인기호도에서도 4.16으로가장낮은점
수를 받았다.
카무트 사워종 제조 방법에 따른 기호도 검사

결과, Pool과 Biga, CON에 있어서는 기호도에있
어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시료중 Pool의점수가가장높음을확인할수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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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nsory evaluation for attribute difference 
test of sourdough bread made with 4 kinds 
of kamut sour starter.

           * p<0.05, ** p<0.01, *** p<0.001.

2) 특성차이 검사

특성차이 검사 결과는 <Fig. 4>와 같다.
Volume은 CON(5.13) > Biga(4.96) > Pool(4.80) >

TM(4.11) > CM(3.62)의 순으로 이스트의 첨가량
이가장많은 CON이부피가가장크게평가되었
으며, 이는 앞서 종자치환법으로 식빵의 부피를
측정한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Crust 
color와 crumb color는 사워종을 첨가한실험구가
대조구보다 색이 더 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색도 측정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카무트

사워종을첨가한실험구가전체적으로껍질과속

질의 색이 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Grain size와 uniformity의 경우에는 각각 Biga

가 4.36, CON이 4.38로 가장높은것으로 평가되
었으나, 시료들끼리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며, 
Pool이 firmness는 3.42로가장낮았고, springiness
는 4.47로 가장 높게 나왔으나 다른 시료들과 유
의적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나, TPA 분석결과
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istness 또한
Pool이 4.16으로가장높게평가되어 Pool이수분
함량이가장높은결과와일치했으며, 평가자들이
Pool을다른시료들보다촉촉하다고느낌을알수
있었다. 

Sour flavor의경우에는 CON이 3.51로가장낮

게평가되어사워종을첨가한실험구가상대적으

로시큼한풍미가강함을알수있었으나, 유의적
인 차이는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Cereal flavor의
경우에는 Biga가 4.49로가장높게평가되어곡물
풍미가 가장 강하였고, CON이 3.80으로 가장 약
하게평가되었는데(p<0.05), 이를 통해 카무트사
워종을첨가함으로써카무트의풍미가최종제품

의 풍미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Sour taste는 Biga가 4.24로가장신맛이강했고, 

TM이 4.04로실험구중에서는가장낮았으나, 실
험구끼리의유의적차이는없었으며 CON는 3.38
로 신맛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p< 0.05). 
Sweet taste의경우도시료간의유의적차이는없
었으나, CON이 3.98로가장높은점수를받아사
워종을첨가하지않은대조구가미세하게단맛이

더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다양한

빵제품을선호하기시작하는소비자들의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영양적 가치가 우수한 카무트를

사워도우 빵 제조에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이에 따라 카무트 사워종을 제빵용
효모의첨가유무와반죽의수분율에따라 TM과
CM, Pool, Biga의 형태로 제조하고, 사워도우 빵
을 만들어사워도우 빵의 제빵 적성과 품질 특성

에 대해 알아보고, 카무트로 제조하기에 가장 적
합한사워종제조법을알아보고자하였다. 반죽의
pH를측정한결과, 카무트사워종을 첨가한 실험
군의 pH가 전반적으로 CON보다 낮게 측정되었
으며, 실험구 중에서도 이스트가 첨가되지 않은
TM과 CM의 pH가유의적으로가장낮았으며, 최
종 제품의 pH는 전반적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대조구가 가장 높은 경향은 변함이 없었다. 발효
율의 경우, 메스실린더에 동일한 양의 반죽을 담
아팽창한부피를측정하였으며, 실험구의발효가
CON보다다소 느리지만 실험구 모두 CON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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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동안 발효한 만큼의 발효가 이루어졌으며, 
발효 240분후의최종발효율은 Pool이 CON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부피와 비용적 측정에
서는 CON이 가장 부피와비용적이 컸으며, 실험
구 중에서는 TM과 CM이 이스트가 소량 첨가된
Pool과 Biga보다 부피와 비용적이 다소 작았다. 
영상분석을통한기공의조밀도에서는모든시료

가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기공의 찌그러짐은
대조구가 1.68로 실험구보다 유의적으로 높음을
알수있었고, 수분함량분석결과전반적으로사
워종의 반죽 수분율이 최종 제품의 수분율에도

영향을 미쳐 Pool의 수분함량이 43.22%로 가장
높았다. 색도 측정에 있어서 대조구보다 카무트
사워종을첨가한실험구가속질과껍질이유의적

으로더낮음을확인할수있었다. TPA와저장성
분석결과, 시료제조 24시간후에는 CON의경도
가 가장 낮았고, 실험구 내에서는 TM과 Pool만
유의적 차이가 있었으나, 48시간 후부터 실험구
간 차이가 커져 72시간 경과할 때의 경도는 Pool
의 경우 CON과 경도의 유의적 차이가 없어졌으
며, TM과 CM의경도가 가장높았다. 또한, 전반
적으로사워종을첨가한실험구가대조구보다검

성과 응집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관능검사 중
기호도 검사를 통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카

무트발효종을첨가한사워식빵인 TM과 CM보다
CON과 Pool, Biga의 풍미, 질감, 맛과 전체적인
기호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유의적인 차
이는없었지만 Pool의점수가전반적으로가장높
게 나타났다. 특성 차이 검사 결과, 부피는 CON
이 5.13으로가장크게나타났으며, Pool와 Biga보
다는 TM과 CM이 유의적으로 더 작게 평가되어
실제부피측정결과와일치하였고, 전반적으로사
워종을첨가한실험구의부피가대조구보다작음

을 확인하였다. 속질과 껍질의 색에서는 실제 색
도 측정 결과와 유사하게 실험구가 대조구보다

더 색이 진하게 평가되었으며, 기공의 크기와 균
일성에 있어서는 시료 간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

할수없었다. 식빵속질의견고성과탄력성은상

대적으로 CON과 Pool, Biga가 더 부드럽고 탄력
적인것으로평가되었으나, 유의적인차이는없는
것으로나타났고, 촉촉함에있어서는실제수분함
량 측정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Pool이 5.27
로 가장 촉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워종을 첨
가하지 않은 대조구의 시큼한 풍미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유의적 차이가 없었고, 곡물 풍
미또한 CON이 가장 낮게 평가되어 카무트 사워
종을 첨가한 실험구에서 보다 강한 곡물 풍미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맛에 있어서는 카무트 사
워종을첨가한시료가대조구보다신맛이유의적

으로강하게평가되었으나, 단맛에있어서는모든
시료가유의적인차이가없었다. 전반적인품질특
성 결과와 기호도 검사 결과, 카무트로 사워종을
제조할 시 이스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TM과
CM보다는 Pool과 Biga가부피와 수분함량, 저장
성, 기호도에서 전반적으로 좋게 평가되었고, 특
히 Pool의 경우 CON보다 더 수분함량이 높으면
서도경도변화에있어서 CON과가장적은차이
를 보여 Poolish sour의 형태로 카무트 사워종을
제조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연구는 카무트를 활용한 sourdough bread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로써 향후 제과제빵 산업

에서카무트의사워도우의활용가능성을확인하

고자 하였고, 카무트로 사워도우 제조 시 poolish 
방식으로제조한사워종이가장뛰어난품질특성

을지니는것을입증하였다. 본연구는국내제과
제빵 산업에서 활용 빈도가 낮고, 소비자들에게
익숙하지않은재료인카무트를활용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제과제빵 분야에서 사워도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에 카무트를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

진다. 하지만본연구는카무트로영양, 기능적으
로보다우수한빵제품을만들고자하는것이목

적이나 제품의 건강 기능적 측면에서의 실험이

부족하며, 사워도우의미생물과균주에대한차별
적인실험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실질적으로
제과제빵산업에카무트가활용되기위해서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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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종뿐만아니라, 다양한제품에카무트를접목시
키고 더욱 심층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한글 초록

본 연구는 카무트 사워종 제조 방식을 달리하

여 제조한 사워도우 식빵의 품질 특성을 알아보

고자 반죽의 pH와 발효율, 비용적, 영상분석, 수
분함량, 색도, TPA, 저장성, 기호도 검사를 실시
하였다. 반죽의 pH의경우, 카무트사워종을첨가
함으로써대조구보다유의적으로낮은 pH를가지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발효율 측정을 통해 사워
종을 첨가한 시료의 발효가 대조구보다는 다소

느리지만, 대조구와동일한부피만큼팽창하는것
을알수있었다. 비용적과영상분석결과, 사워종
을 첨가한 실험구가 CON보다는 다소 작은 부피
를 가지며, 실험구중에서도 TM과 CM의부피와
비용적이 유의적으로 낮음을 확인하였다. 수분함
량은사워종의수분함량이높을수록최종제품의

수분함량도높아지는경향을보여, Pool의수분함
량이가장높게나타났다. 색도분석결과, 카무트
자체의 색으로 인해 카무트 사워종을 첨가한 실

험구에서 다소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PA과 저장성 측정 결과, 시료 제조 24시간 후
시료의 경도는 CON이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으
나, 72시간 경과할때는 Pool과 CON은 유의적인
경도 차이가 없어짐을 확인하였다. 관능검사 중
기호도 검사 결과, 실험구 중에서는 이스트가 소
량첨가된 Pool과 Biga가높은평가를받았고, TM
과 CM은전체적기호도에서좋지않게나타났다. 
특성차이검사결과, 카무트사워종을첨가함으로
써부피는다소감소하지만, 빵의속질과껍질색
은더진해지며, 신맛과곡물풍미를향상시킬수
있음을확인하였다. 전반적인품질특성결과와관
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Poolish의 형태로 카무트
사워종을 제조하는 것이 사워도우 빵의 품질과

기호도 측면에서 최적으로 여겨진다.

주제어: 카무트, 사워도우 빵, 사워종, 품질특
성, 크럼스캔, 관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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