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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활성이 있는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빵의 제조 및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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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Characteristics of Sourdough Bread with Lactic Acid Bacteria in the Antibacteri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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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sourdough bread with addition of lactic acid bacteria 
(LAB) in the antibacterial activity. The starter cultures were used for sourdough bread to increase bread shelf-life: Lactobacillus 
fermentum, Lactobacillus paracasei KB28, and Pediococcus pentosaceus MJK7. The results showed that the viable counts 
of lactic acid bacteria were increased in 8.1~9.2 log cfu/㎖, respectively. The pH of the three sourdoughs was lower than 
that of control. In the texture characteristics, hardness, gumminess, and chewiness were tended to increase on the sourdough 
bread. Among the three sourdough breads, bread volume and retrogradation of bread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preservation period, the sourdough breads with addition of Lb. paracasei KB28, Ped. pentosaceus MJK7 
were showed the appearance of mold and bacteria growth in 5~6 days, whereas the control were showed in 3 days. As 
a result, a sensory evaluation indicated the highest overall acceptance in order of Lb. fermentum, Lb. paracasei KB28, Ped. 
pentosaceus MJK7. Based on these results, Lb. paracasei KB28 can be applicable to improve the quality of sourdough b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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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에서 생

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성장에 따른 변화로 식생활의 형태도 

다양해짐과 동시에 간편한 인스턴스식에 대한 소비가 급증

하고 있다. 특히 빵류에 대한 소비자 기호도가 다양해지면서 

건강유지를 위한 기능성 빵 제품의 상품화 시도 및 천연 발효

종을 이용한 sourdough bread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확대되

었고, 발효빵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Chung HC 2008). 인류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가공 식품 중의 하나인 빵은 기원전 5000년경부터 이집트에

서 발효된 빵이 만들어졌다는 보고가 있으며(Danaka KB 
1994), 그 이후 북유럽에서 발효빵은 밀가루와 호밀 가루 등

의 곡류 가루에 물, 설탕, 소금이 첨가된 반죽을 야생 효모와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후, 이 반죽을 오븐에서 구워낸 것이다

(Lee 등 2003; Vuyst & Neysens 2005; Kulp & Lorenz 2003). 
Sourdough는 효모나 유산균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신맛을 

내는 반죽으로 주로 효모와 유산균에 의해 발효되어 젖산, 초
산, 알코올, 이산화탄소의 형성으로 부풀게 된 반죽을 천연 

발효빵이라고 할 수 있다. Sourdough bread는 이 반죽을 제빵

에 사용함으로써 기존 빵과 차별화를 두며, 빵의 풍미, 부피, 
조직감, 저장성 및 관능평가 등에서 품질적인 특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rsetti 등 1998; Messens & Vuyst 2002; 
Linko 등 1997). 전통적인 sourdough는 야생의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는데, 효모와 유산균 이외에도 세균, 곰팡이 등이 다수 

혼합되어 있어 쉽게 다른 미생물에 의한 오염으로 발효의 실

패나 일정한 크기의 빵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Ingram 
& Shapter 1999).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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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tobacillus sanfranciscensis, Lb. plantarum, Lb. brevis, Leuconostoc 
mesenteroides, Streptococcus faecium 등의 유산균을 sourdough
에 첨가하고 있다(Sugihara 등 1971; Meignen 등 2001; Galal 
등 1977; Nachf 1995). 유산균은 반죽에서 발효하면서 유기산 

이외에 EPS(exopolysacchrides), gamma amino butyric acid(GABA), 
박테리오신 등의 다양한 대사 물질을 생성한다(Choi 등 2010; 
Galal 등 1977; Seibel & Brmmer 1991). 유산균 대사산물들은 

사용 균주에 따라서 반죽의 pH, 맛, 향 등의 차이가 나타나며, 
유기산의 생산량도 달라진다고 한다(Chae 등 2011). 유산균

과 효모를 함께 반죽에 사용하면 유산균과 효모의 증식 속도

에 따라 발효 차이가 발생하므로 상호간의 적정 수준의 생균

수 확보가 중요하고, 유산균과 효모의 활성에 따라 제빵 특성에 

큰 영향을 준다(Corsetti 등 1998; Cossignami 등 1996; Martines- 
Anaya 등 1993).  

Sourdough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산균이 유기산의 생성

에 미치는 영향(Wang 등 1974; Kim & Ko 1987), sourdough 제조

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분리, 동정(Martines-Anaya 등 1990; Sugihara 
등 1971)에 관한 보고가 있으며, Bifidobacteria 첨가로 천연 제빵 

개량제 효과(Cho 등 1998)와 빵의 저장성 개선을 위한 종균의 배

양 방법(Kook SU 1996) 등의 연구를 통해 sourdough bread의 노화 

지연이 가능하며(Messens & Vuyst 2002; Cho 등 1999), 향미 증

진(Korakli 등 2001), 빵의 구조 형성 및 반죽 물성의 향상에 효

과(Kirchhoff & Shieberle 2001) 등의 연구가 있다. 또한 최근 

sourdough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는 홍국(red-koji)을 이용한 sourdough 
bread의 품질 특성(Lee JH 2007), 유산균을 이용한 sourdough 
bread 제조의 최적화(Chae DJ 2006), 우리밀을 이용한 한국형 

sourdough bread의 특성(An HL 2005), sourdough의 발효시간에 

따른 제품의 특성 변화(Kang ES 2004), 우수 분리 발효미생물을 

이용한 sourdough 첨가 식빵의 제조법(Kim KJ 2003), 보리가루에

서 분리한 Enterococcus sp.와 Lacobacillus sp.를 첨가한 sourdough
가 보리식빵 제조 특성에 미치는 영향(Hong JU 2000) 등이 있다.

빵 제품의 품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리, 화학적 변화

를 발생하여 고유의 풍미를 잃어버리며, 미생물의 오염과 

함께 노화되어 상품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William HK 
1977). 유산균이 첨가된 sourdough bread는 유기산 등에 의해 

빵의 노화가 억제되고, pH를 낮추어 곰팡이의 오염을 줄일 수 

있어 저장성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Chang & 
Ann 1996). 하지만 유산균의 종류에 따라 반죽의 산성화, gluten 
단백질의 분해도, 전분의 분해 등의 제빵 특성이 달라지며

(Corsetti 등 1998), Lb. sanfranciscensis를 이용한 sourdough bread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을 뿐, 다양한 종류의 유산균을 접목

시킨 연구 및 상업적 적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Lactobacillus 
paracasei KB28(KACC91506P), Pediococcus pentosaceus MJK7 
(KACC91505P)는 본 연구실에서 김치와 채소발효액에서 각

각 분리한 유산균으로 균체외 다당(polysaccharide)을 생성하고, 
항균 활성 및 면역 증강, 항암(유방암, 폐암), 항고혈압 활성을 

가지고 있다(Choi HS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Lb. paracasei 
KB28(KACC91506P)와 Ped. pentosaceus MJK7(KACC91505P)
가 sourdough bread 제조용 균주로서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

해, 예비실험을 통해 선발한 Lb. fermentum(KCTC3112)과 이들 

유산균을 이용하여 빵을 제조한 후 품질 특성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제빵용 재료로는 강력분 1등급(대한제분주식회사)과 정백

당(삼양사), 식염은 정제염(사조 해표)을, instant yeast(VEGA 
INTANT DRY YEAST, Pak gida uretim ve pazarlama A.S., 
Turkey)와 버터, 탈지분유는 서울우유협동조합제품을 사용하였

으며, sourdough를 만들기 위해 첨가한 유산균은 충북농업기술

원에서 분리 및 특허 등록된 Lb. paracasei KB28(KACC91506P)
와 Ped. pentosaceus MJK7(KACC91505P)와 예비실험을 통해 

sourdough bread 제조시 발효 특성과 기호성이 우수한 유산균

Lb. fermentum(KCTC3112)을 생명자원센터(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orea)에서 구매한 후 사용하였다.

Glucose(Junsei, Tokyo, Japan), yeast extract(Difco co., NJ, 
USA), MRS agar, MRS broth(Merck, Darmstadt, Germany), 
Plate count agar(PCA, Difco Co., USA), Yeast and Mold Count 
Plate(Petrifilm, 3M Microbiology Products, Minnesota, USA)를 

사용하였고, 그 외 시약은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2. Sourdough Starter 제조 및 배양
Sourdough starter(starter)는 Sugihara TF의 방법(1971)을 변형

하여 제조하였다. 밀가루 10%(w/v), 탈지분유 10%(w/v), glucose 
1%(w/v), yeast extract 0.5%(w/v)를 혼합한 배지를 65℃에서 

40분 동안 저온 살균하였으며, 미리 MRS broth에서 배양한 

후 원심 분리하여 얻은 유산균 균체를 살균한 배지에 1%(w/v) 
접종하여 30℃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3. Sourdough Bread 제조
Sourdough는 밀가루, 물, 효모, 소금, 설탕, 탈지분유, 버터에 

starter를 첨가하여 제조하였으며, 그 배합 비율은 Table 1과 같

다. 식빵의 제조는 직접 반죽법(straight dough method, A.A.C.C., 
1983)을 응용하여 버터를 제외한 전 재료를 반죽기(5Qt Tilt- 
Head Mixer White, KitchenAid, MI, USA)에 넣고 starter를 첨가

하여 혼합하였다. 수화된 반죽에 버터를 첨가하여 추가로 10
분간 더 반죽하였다. 혼합 후, 최종반죽 온도는 26℃이며, 1차 

발효는 27℃, 상대습도 75%의 항온 항습기(J-RHC1, JIS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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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sourdough bread by straight 
dough method

Ingredients Control1) (g) Sourdough (g)
Flour 200 198
Water 120  96
Yeast   3   3
Salt   4   4
Sugar  16  16

Skim milk   4   4
Butter   6   6
Starter -  40

1) Not added sourdough starter.

Korea)에서 90분간 발효시켰으며, 1차 발효 후 반죽은 180 g으
로 분할, 둥글리기를 하여 실온에서 10분간 중간발효를 시켰다. 
중간발효가 끝난 반죽은 가스빼기를 하고 성형하여 식빵용 빵

틀에 넣고, 항온 항습기에서 34℃, 상대습도 85%, 60분간 2차 

발효하였다. 2차 발효 후 170~180℃의 오븐(발효기 겸용 오븐, 
OFP-202, 대영제과제빵기계공업)에서 20분간 굽기를 시행하였

다. 완성된 빵은 실온에서 2시간 냉각하였고, 폴리에틸렌 비닐

로 포장하여 상온에서 저장하였다.

4. 생균수 측정
유산균 생균수는 10배 연속희석법으로 준비한 시료 0.1 ㎖

를 MRS agar에 평판도말하여 30℃, 48시간 배양한 후 colony
를 계측하였고, 생균수는 3회 측정한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5. pH 측정
Sourdough starter와 반죽의 pH는 시료 10 g을 취하여 비이

커에 넣고 증류수로 10배 희석한 후 균일하게 혼합하여 실온

에서 pH meter(Docu-pH+meter, Sartorius AG, Goettingen, Germany)
로 측정하였다(pH and TTA determinations, A.A.C.C., 1995).

 
6. Sourdough의 발효율
Sourdough의 발효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반죽 직후의 sourdough 

10 g을 채취 후, 실험조작이 용이하도록 둥글게 만들어 100 
㎖ mess cylinder에 넣고 1차 발효조건에서 발효시키면서 30
분 간격으로 반죽의 둥글게 올라온 윗부분의 높이를 측정하

여 부피(㎖)로 발효율을 나타내었다.

7. Texture 측정
Sourdough bread의 조직감은 Texture analyzer(TA.XT2i, Stable 

Micro Systems Ltd., Surrey, UK)를 사용하였으며, 식빵을 구

워낸 다음 실온에서 2시간 냉각시키고, 빵의 중앙부위를 20× 

20×20 ㎜로 절단하여 직경이 35 mm인 cylindrical probe로 측

정하였다. 조직감은 hardness(견고성), fracturability(부서짐성), 
adhesiveness(부착성), springiness(탄력성), cohesiveness(응집성), 
gumminess(점착성), chewiness(씹힘성) 및 resilience(복원성)를 

측정하였으며, 측정조건은 최대하중 5 ㎏으로 하고, test speed
는 1 ㎜/sec, 압착율은 50%로 하였으며, 모든 측정조건은 3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8. 빵의 노화도와 저장성 측정
Sourdough bread의 노화도와 저장성을 측정하기 위해 완성

된 빵을 실온에서 2시간 냉각시킨 후, 빵의 내부를 20×20×20 
㎜로 잘라 polyethylene film bag에 밀봉하여 25℃에서 7일간 

저장하면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노화도는 hardness의 증가율

(Kang 등 1997)로 1일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를 texture analyser
로 빵의 절단면을 측정하여 hardness 값 간의 변화 비율로 산

출하였다. 빵의 저장성은 폴리에틸렌 비닐에 포장한 후 25℃
에서 보관하면서 일반세균은 10배 연속희석법으로 희석한 시

료를 plate count agar에 평판도말하여 30℃, 48시간 배양한 후 

형성된 colony를 계수하였고, 곰팡이의 형성은 육안으로 관

찰함과 동시에 10배 연속희석법으로 희석한 시료를 yeast and 
mold count plate(3M petrifilm)에서 30℃, 48시간 배양하여 나

타난 colony 수를 측정해 미생물의 오염 정도를 판별하였다.

9. 관능평가
Sourdough bread의 관능검사는 훈련된 관능요원 7명이 9점 

평점법과 차이 척도법(Herbert & Joel 1993)을 응용하여 평가

하였다. 색(color), 외관(appearance), 향(flavor), 조직감(texture), 
맛(tast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를 평가하였고, 
평가방법은 제시된 표준시료와 비교하여, 표준시료에 비하여 

좋을 경우 5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쁠 경우 5점보다 낮은 점

수를 주었으며, 3회 반복 실시하였다.

10. 통계분석
각 시료에서 얻은 실험결과는 3회 반복 실험을 실시하였

고, 모든 측정치는 평균(mean)±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로 

나타내었으며, 특히 texture, 관능검사의 통계분석은 Statistical 
Analysis System(v8.1, SAS Institute Inc., USA) 통계프로그램

을 이용하였고, 결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분산분석

(ANOVA)을 행한 후 시료 간 차이의 유무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비교 분석하였다(p<0.05).

결과 및 고찰

1. Sourdough의 생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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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 paracasei KB28, Ped. pentosaceus MJK7가 sourdough 
bread 제조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유산균 대조구로 Lb. 
fermentum을 첨가하여 sourdough starter를 제조하였다. 무균적으

로 제조된 sourdough starter용 배지에 위의 3종류 유산균을 각

각 접종한 후 30℃에서 24시간 배양 후 생균수를 확인하였다

(Fig. 1). 생균수는 유산균을 접종하지 않은 대조구에서는 검

출되지 않았고, 유산균이 접종된 starter에서는 9.9~10.4 log 
cfu/㎖를 나타내었다. 각각의 sourdough starter를 빵의 본 반죽

에 첨가하여 2차 발효가 끝난 sourdough의 유산균를 측정한 

결과, 대조구(A)는 7.0 log cfu/㎖이었으며, sourdough 시료인 

B, C, D는 8.13~9.21 log cfu/㎖ 범위를 나타내었다. 대조구는 

원래 밀가루에 존재하는 4.5 log cfu/g 정도의 유산균(Sugihara 
등 1971)이 1차, 2차 발효기간을 거치는 동안 증가한 것으로 

생각되며, sourdough 시료의 유산균수가 대조구에 비해 높은 

것은 sourdough starter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Sourdough에
서 유산균과 효모의 생균수가 많아질 경우 필요한 영양원을 

이용하기 위해 경쟁관계가 발생하며, 과도한 유산균의 생육

은 영양소의 결핍을 가져와 효모의 생육을 저해한다는 보고

(Chae 등 2011)가 있으며, 반대로 효모균의 초기 생균수가 지

나치게 많으면 유산균 등의 starter 첨가 효과가 낮아지지만, 
Fig. 1에서와 같이 starter가 첨가된 sourdough에서도 유산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반죽에서의 효모와 유산

균간의 생육저해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Sourdough는 효모와 유산균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에탄올

과 유기산에 의하여 잡균의 증식이 억제되고, 에탄올의 생성

과 유기산의 증가로 인한 pH의 감소, 산도의 증가로 저장성 

및 기호성을 향상된다는 보고가 있다(Lee & Kim 1991; Ro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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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rowth of lactic acid bacteria in sourdough. A, 
control dough (without added starter); B, sourdough bread 
with Lb. fermentum; C, sourdough bread with Lb. paracasei 
KB28; D, sourdough bread with Ped. pentosaceus MJK7.

등 2006).

2. Sourdough의 pH
Sourdough bread 신맛의 주 원인은 유산균에서 생성되는 

lactic acid로 유산균이 당을 발효하여 에너지를 발산하고, 소
비한 당으로부터 50% 이상을 lactic acid로 생성한다. 따라서 

sourdough starter의 pH는 6.6이지만, 유산균이 증식한 후에 

pH 3.7~3.9로 starter에서 유산균의 증식이 원활히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다(data not shown). 3종의 유산균을 각각 첨가하여 

제조한 sourdough starter를 본 반죽에 첨가한 후 mixing, 1차
발효, 2차 발효, 빵 굽기 등의 제조공정에 따른 pH 변화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반죽(mixing) 직후 대조구의 pH는 5.4를 

나타내었으며, starter 첨가 반죽의 pH는 4.6~4.8로 대조구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균주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Starter가 첨가된 sourdough는 초기 pH가 낮았

지만 발효가 진행되면서 약간씩 상승하여 Lb. paracasei KB28
를 첨가한 sourdough 외 다른 반죽은 pH 5.0을 유지하였다. 
pH의 영향으로 반죽의 발효속도와 가스 보유력에 차이가 발

생한다는 보고(Kim 등 2007)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조

구와 sourdough 시료들 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pH의 차이가 

효모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판단된다. pH
를 낮추고 산도 값을 증가시키는 것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

는 물질 중 acetic acid와 lactic acid등에 의한 것이며, 반죽의 

pH 및 산도는 sourdough의 발효력 이외에도 gluten 분해, 전분 

분해 등에 영향을 준다(Corsetti 등 1998). Lb. fermentum, Lb. 
paracasei KB28, Ped. pentosaceus MJK7 중에서 Lb. paracasei 
KB28이 이상발효로 인해 젖산 외에 초산이 생성되어 pH가 

Fig. 2. Change of pH (I) and total acidity (II) during 
fermentation of sourdough. A, control dough (without added starter); 
B, sourdough with Lb. fermentum; C, sourdough with Lb. paracasei 
KB28; D, sourdough with Ped. pentosaceus MJ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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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3. Sourdough의 발효율
Sourdough의 발효율 측정은 각각의 반죽을 mess cylinder에 

넣어 매 30분마다 부피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Fig. 3과 같

다. 모든 시료들이 120분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120분에 최고

치를 나타내었으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대조구와 sourdough 간에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유
산균의 첨가 유무나 종류와 관계 없이 동일한 경향으로 증가

하였다. 다만 Lb. fermentum을 첨가한 sourdough가 120분 이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Lb. paracasei KB28은 다른 시

료들에 비해 완만한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발효 초기에는 급

Time (min)
0 30 60 90 120 150

Vo
lu

m
e 

(m
l)

0

5

10

15

20

25

30

35

A 
B 
C 
D 

Fig. 3. Change of sourdough volume with various lactic 
acid bacteria during fermentation. A, control dough (without 
added starter); B, sourdough with Lb. fermentum; C, sourdough 
with Lb. paracasei KB28; D, sourdough with Ped. pentosaceus 
MJK7.

Table 2. Texture of sourdough bread with various lactic acid bacteria1~3)

Attributes A B C D
Hardness (g/㎠) 95.32±4.80c 83.27±15.50d 134.21±7.02a 116.38±6.07b

Fracturability (g) 17.64±0.83b 17.71±0.80b  18.13±0.95a  17.41±1.03c

Adhesiveness (g/s)  1.08±0.52a  0.75±0.30c   0.97±0.58b   1.18±0.34a

Springiness (%)  1.14±0.06a  1.11±0.06a   1.06±0.07b   1.08±0.06b

Cohesiveness (%)  0.57±0.03a  0.58±0.03a   0.57±0.03a   0.56±0.04b

Gumminess (g/㎠) 55.21±3.07c 48.57±1.09d  77.26±4.11a  66.47±3.73b

Chewiness (g) 63.21±3.50c 53.99±1.20d  81.83±4.37a  70.48±3.72b

Resilience (%)  0.27±0.03a  0.29±0.03a   0.27±0.03a   0.25±0.03b

1) A, control(without added starter); B, sourdough bread with Lb. fermentum; C, sourdough bread with Lb. paracasei KB28; D, sourdough 
bread with Ped. pentosaceus MJK7. 

2) Means within a column not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3) Means±standard deviation.

격히 증가하지만 발효시간이 지날수록 증가율이 감소되는데, 
이는 반죽이 산성화가 되면서 효모의 활성이 감소하는 영향

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발효율은 발효 시 생성되는 CO2 
가스에 의한 것으로 발효과정에서 효모가 포도당을 CO2 가
스와 ethanol로 전환시키고 유산균도 유기산, ethanol 및 CO2 
가스로 전환시키면서 발생한 CO2 가스가 반죽을 팽창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Freund W 1995). 이러한 결과로 본 연구

에 사용한 세 가지 종류의 유산균은 발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으므로 상업적으로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

4. Sourdough Bread의 조직감
제빵 후 실온에서 2시간 가량 방냉한 후 texture analyzer를 

이용하여 sourdough bread의 조직감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조구의 hardness(견고성)는 95.32 g/㎠이며, Lb. paracasei 
KB28, Ped. pentosaceus MJK7를 첨가한 sourdough bread는 

134.21과 116.38 g/㎠로 대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Fracturability 
(부서짐성), cohesiveness(응집성), springiness(탄력성), resilience 
(복원성)은 대조구와 starter가 첨가된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빵의 gumminess(점착성)은 대조구가 

55.21 g/㎠이고, Lb. paracasei KB28, Ped. pentosaceus MJK7를 

첨가한 sourdough bread가 77.26과 66.47 g/㎠로 유산균을 첨

가한 시료에서 높게 나타났다. Lb. fermentum이 첨가된 sourdough 
bread는 hardness(견고성), gumminess(점착성), adhesiveness(부
착성), chewiness(씹힘성)에서 다른 시료들 보다 낮게 나타났다. 
Corsetti 등(1998)에 따르면, sourdough에 첨가한 유산균의 종류

에 따라서 빵의 경도 차이가 있으며, Kim KJ(2003)는 sourdough 첨
가량의 증가에서도 결과 값의 일관성이 없었다고 보고하였

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유산균 첨가 유무에 따른 

결과 값에서 일관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산균의 종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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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조직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Sourdough Bread의 저장성과 노화도
Sourdough bread를 제조한 후 25℃에서 7일간 보존하면서 

세균수와 곰팡이의 발생을 조사한 결과를 Table 3과 Fig. 4에 

나타내었다. 대조구는 빵의 일반적인 상업적 수명인 2일과 동

일하게 나타났으며, 3일째부터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되기 시

작하였다. 곰팡이는 Lb. paracasei KB28를 첨가한 sourdough 
bread가 다른 시료들에 비해 1일 먼저 발생하였다. 하지만 대

조구와 비교했을 때 대략 2~3일 정도 곰팡이의 발생시기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ig. 4와 같이 7일이 경과 후 육

안으로 관찰했을 때 곰팡이의 번식 유무를 확연히 알 수 있었

다. 세균의 번식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유산균의 종류

에 따라서 곰팡이와 세균의 초기 발생 시기는 차이가 있었으

Table 3. Comparison of preservation period for sourdough bread                                  (Unit: CFU/㎖)

Sourdough
bread

Day (mold)

1 2 3 4 5 6 7
A - - 4.82×101 3.67×102 5.67×102 7.85×105 8.07×105

B - - - - - 3.80×101 5.93×103

C - - - - 4.20×101 6.50×103 6.20×103

D - - - - - 5.01×102 5.60×102

Day (bacteria)

1 2 3 4 5 6 7
A - - 5.32×102 5.47×102 6.93×104 6.93×104 7.40×104

B - - 3.55×101 4.32×101 4.39×102 5.00×102 5.59×102

C - - - - - 5.52×102 5.24×102

D - - - - 3.97×101 6.08×103 6.92×104

A, control (without added starter); B, sourdough bread with Lb. fermentum; C, sourdough bread with Lb. paracasei KB28; D, sourdough 
bread with Ped. pentosaceus MJK7.

Control
(without lactic acid bacteria)

Sourdough bread
(with Lb. fermentum)

Sourdough bread
(with Lb. paracasei KB28)

Sourdough bread
(with Ped. Pentosaceus MJK7)

Fig. 4. Observation of molds produced during the storage for 7 days at room temperature (25℃) in the sourdough bread 
with and without lactic acid bacteria. 

나, 7일이 경과된 후 대조구의 곰팡이는 8.07×105 cfu/㎖이고, 
세균은 7.40×104 cfu/㎖로 유산균 첨가 시료보다 미생물 번식

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d. pentosaceus MJK7를 

첨가한 sourdough bread는 미생물의 초기 발생 시기가 가장 

늦어 다른 유산균에 비해 저장성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유산균 발효에 의해 생성되는 젖산과 초산뿐만 아니라, 
유산균 종류에 따른 항균효과의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Choi HS, 2009). 
빵이 노화되는 원인은 빵 속의 수분이 재배치되거나, 전분

의 노화 및 결정화, 저장온도 및 저장기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Cho 등 1999)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빵

의 노화도를 저장 기간 중의 hardness의 증가율로 나타내었고, 
Table 4와 같다. 대조구와 유산균을 첨가한 sourdough bread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hardness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



Vol. 26, No. 2(2013)                             유산균 발효빵의 품질 특성 205

Table 4. Degree of retrogradations of sourdough bread 
with various lactic acid bacteria

Storage time (day) A B C D
1 1.00 1.00 1.00 1.00
2 1.01 1.06 1.01 1.12
3 1.16 1.42 1.18 1.16
4 1.25 1.60 1.43 1.36
5 1.49 1.79 1.55 1.64

A, control(without added sourdough starter); B, sourdough bread 
with Lb. fermentum; C, sourdough bread with Lb. paracasei KB28; 
D, sourdough bread with Ped. pentosaceus MJK7.

만, 증가 폭은 높지 않았다. 유산균을 첨가한 sourdough bread
가 대조구보다 노화도가 조금 더 진행되었지만 그 차이는 미

미하였고, 결과적으로 sourdough bread는 전분의 노화 기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6. Sourdough Bread의 관능검사
유산균 종류에 따른 sourdough bread의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색, 외관, 향, 맛과 전반적인 기호도는 대조구

에 비해 sourdough bread가 유의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Lb. fermentum과 Lb. paracasei KB28을 사용한 빵은 색, 
향, 맛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전반적인 기호도는 Lb. 
fermentum이 가장 우수하였고, Lb. paracasei KB28, Ped. 
pentosaceus MJK7, 대조구 순으로 나타났다. 유산균 발효를 

통해 생성된 유산균과 alcohol, carbonyl 화합물, esters가 빵의 

풍미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되며(Hong JU 2000), 유산균 종

류에 따라 생성되는 화합물의 종류와 양이 달라 빵의 관능적

인 품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실에서 분리한 항균활성이 높은 Lb. paracasei KB28, 
Ped. pentosaceus MJK7가 sourdough bread용 균주로서 적합한

지를 검토하기 위해, 이들 2균주와 예비 실험을 통해 선발한 

Table 5. Sensory evaluation of sourdough bread with lactic acid bacteria1,2) 

Samples Color Appearance Flavor Texture Taste Overall
acceptability

Control 5.00±0.12b 5.00±0.10c 5.00±0.02b 5.00±0.08a 5.00±0.11c 5.00±0.05c

Lb. fermentum 6.17±0.17a 6.29±0.14a 7.33±0.09a 6.67±0.27a 7.17±0.14a 7.50±0.03a

Lb. paracasei KB28 6.00±0.19a 5.57±0.22b 7.17±0.31a 6.50±0.07a 6.50±0.20a 6.67±0.06b

Ped. pentosaceus MJK7 6.17±0.02a 5.86±0.13b 7.00±0.20a 5.50±0.01b 6.00±0.37b 5.50±0.32c

1) Means within a column not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2) Means±standard deviation.

Lb. fermentum을 이용하여 sourdough bread를 제조하였으며, 
제조공정 중 유산균수, pH, 발효율, texture, 노화도와 저장성 

분석,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유산균 생균수는 sourdough starter
에서는 9.9~10.4 log cfu/㎖를 나타내었으며, 각각의 sourdough starter
를 빵의 본 반죽에 첨가하여 2차 발효가 끝난 sourdough에서

는 대조구(A)는 7.0 log cfu/㎖이었으며, sourdough 시료인 B, 
C, D는 8.13~9.21 log cfu/㎖ 범위를 나타내었다. pH는 반죽

(mixing) 직후 대조구는 pH 5.4, starter 첨가 반죽은 pH 4.6~4.8
를 나타내었으며, sourdough bread 또한 대조구 빵에 비해 약

간 낮은 pH를 보였고 발효율은 처리구 간의 큰 차이가 없었다. 
빵의 조직감은 첨가된 유산균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대조구와 비교했을 때 유산균이 첨가된 시료에서 hardness(견
고성), gumminess(점착성), chewiness(씹힘성)가 높게 나타났

다. 빵의 저장성은 대조구의 경우 3일째에서 세균과 곰팡이

가 검출되었으며, Lb. paracasei KB28와 Ped. pentosaceus MJK7
를 이용한 빵은 대조구보다 대략 2~3일 정도 발생시기가 늦

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화도는 대조구와 시료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관능검사 결과, Lb. fermentum을 이용한 빵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Lb. paracasei KB28, Ped. pentosaceus 
MJK7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본 실험실에서 

분리한 유산균 중 Lb. paracasei KB28가 sourdough bread용 균

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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