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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optimal mixing ratio of Allium hookeri powder and butter in the 
preparation of bread. The experiment was designed according to the central composite design for estimating the response 
surface, which demonstrated 10 experimental points, including 2 replicates for Allium hookeri powder and butter. Further, 
the mechanical and sensory properties of test materials were measured. A canonical form and perturbation plot conveyed 
the influence of each ingredient on the final product mixture. Overall, the measurement results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or decrease in dough pH, sweetness, volume, weight, height, specific volume, a & b-value 
of crumb and, springiness (p<0.05). Moreover, the sensory measurements demonstrat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color, 
appearance, texture, moistness and, overall quality. As a result, the optimum formulation from the numerical and graphical 
methods was calculated as 22.65 g of Allium hookeri powder and 47.77 g butter. After optimization,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otal phenolic content, and total plate counts over 10 days were evaluated. In sum, the results revealed 
the antioxidant and antibiotic actions of bread with Allium hookeri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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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삼채(三寀, Allium hookeri)는 뿌리 부추 또는 쥬밋(juumyit)
이라고 부르며, 단맛, 쓴맛, 매운맛 또는 인삼맛이 난다고 하

여 삼채로 불린다. 이 작물은 히말라야 해발 1,400 m 이상 초

고랭지에서 자생하고, 고대 중국에서는 3,000년 전부터 삼채

를 식용과 양용으로 뿌리, 잎, 순 모두 사용해 왔고, 다량의 

식이유황 때문에 다양한 염증 질환과 암질환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마늘보다 식이유황화합물이 6배 많다고 보고되

었다(Bae & Bae 2012; Kim 등 2012b). 미얀마 현지에서는 우

리나라의 파(Allium fistulosum L.)와 마늘(Allium cepa L.)처럼 

쉽게 애용되는 채소이며, 양파(Allium sativum L.)와 부추(Allium 

tuberosum) 또한 Allium에 속하는 채소이다. Allium 속은 독특

한 맛과 향으로 식욕 증진을 목적으로 우리 식단에서 중요한 

부식으로 소비되어 왔고, 이들 Allium 속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항균성, 항암성, 항혈전성, 항산화성 등의 

기능성을 가진 함유황화합물이 보고되면서 건강 보조식품 

및 의약품의 소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Kim DS 2014; Song 
등 2009). 삼채는 최근 한국에 들여와 한국산 삼채로 국내에 

맞게 재배하는데 성공하여, 삼채의 성분 및 효능에 대한 관심

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국내산 삼채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Kim DS 2014). 
최근 진행된 삼채 연구로는 국내산 삼채 에탄올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의 연구(Bae & Bae 2012)와 삼채 뿌리 메탄올 추



Vol. 27, No. 2(2014) 삼채가루 첨가 식빵의 제조조건 최적화 및 저장성 연구 319

출물이 LPS가 유도된 RAW264.7 세포에 대한 항염증 효과 

연구(Kim 등 2012a)가 유일하게 발표되었으며, 삼채의 탁월

한 염증 억제 효과가 나타났으나, 그 외 삼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Kim(2014)의 삼채 분말 첨가 소고기 패티의 품질 특

성 및 저장성의 연구로 삼채를 식품에 이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빵은 분주한 일상생활과 서구화로 인해 쌀을 이용한 주

식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 쉽게 이용하게 되었으며, 식빵 그 

자체뿐만 아니라 빵을 주재료로 한 샌드위치 등 다양한 형태

로 섭취하고 있다(Kang CO 2002). 이에 제빵 분야에도 건강 유

지를 위한 기능성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양파 분말, 마늘

분말, 부추 분말, 마늘 및 생강 등의 향신료의 기능성 물질을 

첨가한 특성을 연구한 논문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Chun 
등 2001; Hong & Shin 2008; Jung 등 1999; Kim 등 2000). 

이에 본 연구는 기능성 소재 분말을 제품에 이용하는 연구 

흐름에 맞추어 삼채를 다양하게 이용하기 위해 표준화하기 

쉬운 분말 형태로 제빵에 적용하였다. 삼채가루를 첨가한 식

빵의 제조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이화학적, 기계적, 관능

적 특성을 살펴보고, 도출된 최적 레시피 제품의 항산화성과 

미생물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삼채가루를 이용한 식빵을 제조하기 위하여 삼채가루(녹

십초, 국내산), 밀가루(백설, 미국산), 백설탕(CJ 제일제당, 국
내산), 소금(사조해표, 국내산), 무가염버터(롯데, 뉴질랜드산), 
생이스트(제니코식품, 중국산), 전지분유(서울우유, 국내산)
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실험계획
삼채가루 첨가 식빵의 모든 실험계획, data 분석 및 품질의 

최적화 분석은 Design Expert 8(Stat-Easy Co., Minneapolis MN,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삼채가루, 버터 

두 가지를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식빵의 pH, 
당도, 수분 함량, 부피, 무게, 비용적 및 굽기손실률, 색도(L, 
a, b), 조직감(hardness, springiness, chewiness), 관능검사(color, 
flavor, appearance, taste, pungency, texture, moistness, overall 
quality)를 설정하였고, 최적화 실험을 거친 후 총 페놀, DPPH 
라디칼 소거능과 저장기간에 따른 미생물학적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총 균수를 측정하였다. 삼채가루, 버터 첨가량의 

최대 및 최소 범위는 예비실험을 거쳐 각각 삼채가루 12~42 
g, 버터 12~72 g으로 정하였고, 완성된 실험 디자인의 재료 

혼합 비율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Experimental design for bread with Allium 
hookeri powder

Ingredients Weight (g)
Allium hookeri 12~42
Butter 12~72
Wheat flour 558~588
Sugar 36
Fresh yeast 20

Powder milk 18
Salt 12
Water 180

3. 삼채가루 첨가 식빵의 제조
제빵 방법은 직접반죽법(Straight dough method)을 토대로 

반죽기(NVM-16, Daeyung bakery machinery Co., Seoul, Korea)
를 이용하여 제조하고, 발효기(Ep-40(2Door)-ALLSUS, Daeyung 
bakery machinery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온도 27℃, 습
도 85%의 조건에서 40분간 1차 발효를 진행하였다. 1차 발효 

후 실온에서 15분간의 중간 발효를 진행하고, 모양을 성형하

여 발효기 온도 37℃, 습도 85%의 조건에서 2차 발효를 40분
간 진행하였다. 윗불 180℃, 아랫불 190℃로 예열된 오븐에서 

30분간 구워 식빵을 제조하였다.

4. 이화학적 및 기계적 특성

1) pH, 당도와 수분 함량 측정
삼채가루 첨가 식빵 반죽 pH는 pH meter(pH meter F-51, 

HORIBA, Japan)로 측정하였으며, 당도는 굳기 전의 형태에

서 0~53% 범위의 당도계(Pocket PAL-1, ATAGO, Tokyo, Japan)
를 이용하였다. 수분 함량은 상압가열건조법으로 측정하였으

며, 적외선 수분측정기(MB45 moisture analyzer, Ohaus Co. Zurich, 
Switzerland)를 사용하였고, 측정시의 온도는 105℃이었다. 모
든 실험은 3회 측정한 후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2) 식빵의 부피, 무게, 높이, 비용적 및 굽기 손실률
삼채가루 첨가 식빵의 부피는 좁쌀을 이용한 종자치환법

(Pyler EJ 1979)에 의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고, 식빵의 무게, 
높이는 굽고 난 뒤 1시간 동안 방냉 후 측정하였다. 비용적과 

굽기 손실률은 다음의 식에 의해 값을 구하였다.

Baking loss rate(%) = 

Dough weightg
Dough weightg Bread weight g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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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volume(㎖/g) = Dough weightg
Bread volumeml 

3) 색도 측정
각 시료별 표면의 색도는 색도계(Colorimeter CR-200, Minolta, 

Co., Osaka, Japan)를 사용하여 식빵의 Crust와 Crumb의 L 
(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을 각 3회 반복하여 측정

한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한 표준백판의 L값

은 94.66, a값은 －0.05, b값은 +1.46로 보정한 후 사용하였다. 

4) 조직감 측정
제조된 식빵 중심 부위에서 30×30×30 ㎜의 사이즈로 잘라 

Texture Analyser(TA, XT Express v 2.1, London, England)를 사

용하여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TPA test 방법으로 

견고성(hardness), 탄력성(springiness), 씹힘성(chewiness)을 측

정하였다. Texture Analyser의 조건은 pre-test speed: 1.0 ㎜/s, 
test speed: 1.0 ㎜/s, post-test speed: 5.0 ㎜/s, test distance: 10.0 
㎜, trigger force: 5.0 g을 실시하였고, probe는 36 ㎜의 cylinder 
radius typ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Lee & Joo 2012).

5. 삼채가루 첨가 식빵의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생 20

명을 panel로 선정하여 각 panel이 10개의 시료를 평가하도

록 하였으며 scoring test 중 7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여 선호

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관능검사 항목

은 색, 향미, 외관, 맛, 아린맛, 질감, 촉촉한 정도, 전반적인 

기호도였으며, 모든 시료는 무작위로 뽑은 4자리 수로 만들

어졌다. 

6. 최적화 분석
삼채가루 첨가 식빵의 품질 특성 및 성분 간의 상호작용과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Design Expert 8.0 프로그램의 ANOVA 
test 및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Model의 적합성 여부는 F-test
로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각 성분들은 perturbation plot과 response 
surface 3D plot을 이용하였다. 

Canonical 모형의 수치 최적화(numerical optimization)와 모

형적 최적화(graphical optimization)를 통해 최적화를 위한 삼

채가루, 버터의 양을 예비실험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그때의 

지점을 지점 예측(point prediction)을 통해 최적점으로 선정하

였다. Canonical model을 기준으로 하는 모델의 계수에 각각

의 반응 중 관능평가의 최고점의 목표 범위를 수치 최적화로 

설정하였다. 수치 최적화를 통해 제시된 최적점(solution)으로 

적합도(desirability)를 구하고, 가장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최적점을 채택하였다.

7. 최적화된식빵의 DPPH 라디컬소거능과총페놀측정

1) DPPH 라디컬 소거능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라디칼에 대한 소거 

효과는 빵의 Crumb 중심부를 동결건조하고, 시료 50 g에 70% 
에탄올 450 ㎖를 혼합하여 shaking incubator(JEIO TECH S1- 
900R, Korea)에서 24시간 교반시켜 Whatman No.2 filter paper
로 2번 거른 후 시료로 이용하였다.

시료용액 90 ㎕를 DPPH solution(1.5×10－4 mM) 30 ㎕와 혼

합하여 암소,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517 nm에서 분광광

도계(2800 UV/VIS Spectrophotometer, UNICO, Dayton, OH, 
USA)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DPPH 라디컬 소거능 값을 구하

였다(Kim 등 2012c).

DPPH 자유 라디칼 소거능(%) = 
  × 100

A: 실험구의 흡광도

B: 대조구의 흡광도 

2) 총 페놀 측정
빵의 Crumb 중심부를 동결건조하고, 시료 50 g에 70% 에

탄올 500 ㎖를 혼합하여 shaking incubator(JEIO TECH S1- 
900R, Korea)에서 24시간 교반시켜 Whatman No. 2 filter paper
로 2번 거른 후 시료로 이용하였다. 

시료 125 ㎕와 125 ㎕의 Folin Ciocalteu Phenol Reagent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가해 1분간 교반 

후 7% Na2CO3 용액을 첨가하고, 증류수로 희석하여 교반한 

후 90분 동안 암소에 정치한 다음 분광광도계(V-530 UV/ VIS 
Spectrophotometer, JAS Co., Japan)를 이용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페놀 함량은 gallic acid(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분석하여 작성된 표준 검량선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Kim 등 2012c). 

8. 최적화된 식빵의 총 균수 측정
빵의 crumb 중심부에서 취한 시료 2 g에 멸균된 saline 

solution(0.85%, NaCl) 8 ㎖를 가하여 교반기(Bagmixer 400w, 
Interscience, France)에서 2분간 균질화 시킨 후 희석하여 배

지에 분주하여 평판 배양법으로 측정하였다. 배지는 Tryptone 
Soy Agar(Difco Laboratories, USA)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37℃의 배양기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생성된 colony를 계수

하였다(Lee & Joo 2012).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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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채가루와 버터를 첨가한 식빵 제조 조건의 최적화는 design 
exper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심합성 계획에 따라 10가지 조

건에서 얻어진 이화학적, 기계적, 관능적 특성 측정 결과는 

Table 2, Table 4와 같다. 이차회귀식에 의하여 생성된 반응표

면분석의 결과 반응 표면식, 결정계수 R2와 p-value는 Table 
3, Table 5에 각 성분들의 반응을 보기 위한 반응표면 곡선

(response surface plot)과 perturbation plot은 Fig. 1과 Fig. 2에 

제시하였다. 
 
1. 이화학적 및 기계적 특성

1) pH, 당도와 수분 함량 측정
삼채가루 첨가 식빵의 10개 실험점에 따른 반죽 pH 측정

결과는 5.35~5.46의 범위를 보였다(Table 2). 삼채가루 첨가 

식빵의 반죽 pH는 삼채가루와 버터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

하는 linear model이 결정되었고 p-value는 0.0129로 5% 수준

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고(Table 3), 회귀식을 통해 삼채

Table 2.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bread with Allium hookeri powder

Sample 
No.

Variable levels Responses

Allium 
hookeri(g)

Butter
(g)

pH Sweetness
(%, Brix)

Moisture 
content(%)

Volume
(cc)

Weight
(g)

Hight
(cm)

Specific 
volume(%)

Baking 
loss rate(%)

1 12 12 5.39±0.01 0.90±0.00 45.89±8.74 1,876.67±49.33 471.00±5.66 11.40±0.10 3.99±0.07  8.38±1.10

2 42 12 5.35±0.01 1.07±0.06 40.75±0.09 2,093.33±23.09 474.25±3.18 10.67±0.15 4.41±0.03  8.45±0.61

3 12 72 5.44±0.02 0.80±0.00 40.47±0.07 1,600.00±20.00 507.00±1.41 12.90±0.10 3.16±0.01  7.52±0.26

4 42 72 5.36±0.08 1.00±0.00 39.67±1.22 1,780.00±20.00 509.00±1.41 11.57±0.25 3.50±0.01  6.56±0.26

5 12 42 5.46±0.05 0.87±0.06 40.12±0.66 1,586.67±11.55 479.75±2.47 12.67±0.61 3.31±0.02 10.03±0.46

6 42 42 5.35±0.03 1.07±0.06 38.85±2.37 1,833.33±11.55 480.50±2.83  9.63±0.21 3.82±0.02  8.65±0.54

7 27 12 5.38±0.01 1.00±0.00 37.60±0.55 1,866.67±41.63 472.25±2.47  9.93±0.32 3.95±0.02  8.39±0.48

8 27 72 5.38±0.01 0.87±0.06 38.89±0.45 1,666.67±41.63 498.50±2.12 12.17±0.35 3.34±0.01  8.03±0.39

9 27 42 5.35±0.01 0.90±0.11 40.43±0.18 1,720.00±52.92 491.00±2.12 11.27±0.32 3.50±0.02  7.92±0.40

10 27 42 5.40±0.01 0.90±0.00 39.30±1.13 1,756.67±40.41 489.00±4.24 11.37±0.32 3.59±0.03  7.03±0.81

Sample 
No.

Variable levels Responses

Allium 
hookeri(g)

Butter
(g)

Crust Crumb
Hardness Springiness Chewiness

L a b L a b

1 12 12  52.43±5.291) 15.40±0.92 35.96±0.41 71.43±1.52 －1.74±0.06 13.16±1.08 139.90±67.59 1.50±0.33 172.24±72.87

2 42 12 61.26±1.63  9.51±2.33 35.57±1.30 70.06±3.39 －0.72±0.21 20.61±1.55 405.73±33.67 0.98±0.03 300.10±29.65

3 12 72 63.18±2.76 10.48±0.89 37.01±0.96 78.57±5.87 －1.79±0.07 13.24±1.35 168.33±39.30 1.01±0.02 119.22±26.82

4 42 72 63.51±0.41  9.02±1.42 36.72±0.87 73.55±0.36 －0.87±0.04 20.91±0.18 144.63±21.73 1.20±0.35 134.47±63.62

5 12 42 57.24±0.71 13.77±1.11 37.38±1.11 68.46±3.90 －1.75±0.21 13.88±1.42 129.23±37.06 1.44±0.41 145.63±37.52

6 42 42 55.90±4.28 14.07±1.64 37.05±0.78 67.77±0.68 －0.82±0.34 20.64±1.16 250.53±19.42 1.24±0.45 235.75±85.79

7 27 12 56.73±0.66 13.52±0.69 36.89±0.69 71.98±0.95 －1.49±0.08 16.05±0.56 107.20±28.10 1.51±0.27 132.80±12.56

8 27 72 55.13±2.70 14.90±0.70 37.34±0.39 70.25±2.70 －1.50±0.34 17.25±0.33 160.77±51.42 1.45±0.41 177.41±75.16

9 27 42 49.81±3.02 16.36±0.41 35.33±0.67 72.82±2.61 －1.46±0.17 17.19±0.78 145.47±12.22 1.74±0.04 207.22±18.57

10 27 42 51.52±4.41 15.20±1.38 35.34±1.28 69.71±1.09 －1.38±0.11 17.02±0.60 114.40±3.54 1.47±0.43 139.59±36.43
1) Mean±S.D.

가루(A)의 첨가량이 버터(B)보다 반죽의 pH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었다. Fig. 1의 perturbation plot을 살펴보

면, 삼채가루(A)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반죽의 pH는 낮아져 

양파, 마늘, 흑마늘 가루를 첨가한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

타냈다(Bae 등 2003; Hong & Shin 2008; Ju 등 2010). 이 처럼 

낮은 pH는 식빵의 미생물의 안정성에 이롭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삼채가루는 식빵의 보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Choi 등 2007).
식빵의 당도는 0.80~1.07%의 범위로 linear model이 결정되

었으며, 삼채가루(A)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당도가 높아지

고, 버터가 많을수록 유의적으로 낮아졌다(p<0.05). Kim(2014)
의 연구에서 삼채가 마늘보다 유리당이 많다는 결과로 볼 때 

삼채를 첨가한 식빵은 기존에 첨가되는 설탕의 양을 줄일 수 

있고, 마늘 첨가보다 더 단맛의 제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식빵의 수분 함량의 범위는 37.60~45.89%로 삼

채가루와 버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낮아졌으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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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빵의 부피, 무게, 높이, 비용적 및 굽기 손실률
삼채가루 첨가 식빵의 부피는 1,586.67~2,093.33 cc의 범위

를 보였고(Table 2), 시료간에 독립적 작용하는 liner model이 

결정되었고, p-value는 0.0014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Table 3). 삼채가루(A)의 첨가량은 증가할수록 버터(B)의 첨

가량은 적을수록 부피가 증가하여, 마늘가루(Hong & Shin 
2008), 양파가루(Chun 등 2001), 부추가루(Jung 등 1999), 인삼

가루(Song 등 2007) 첨가가 식빵의 부피를 감소시켰다는 기

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Fig. 1). 다양한 기능성 부재료의 

첨가는 부피를 감소시킨다는 기존 제빵 연구결과들과 비교

했을 때, 삼채가루 첨가 식빵은 고기능성의 품질 좋은 제빵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채가루 첨가 식빵

의 무게는 471.00~509.00 g으로 결정모델은 linear model이 선

택되었고, p-value가 0.0004로 1% 이내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버터(B)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무게가 증가하였으나, 삼채

가루(A)의 첨가량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마늘(Hong & Shin 2008), 양배추(Kim 등 2012c), 자
색고구마(Lee & Park 2011)의 가루 형태를 첨가시킨 연구들

에서 가루의 양이 증가할수록 무게가 유의적으로 증가했다

는 결과와 차이가 있었으나, 양파가루(Bae 등 2003)를 첨가한 

식빵의 경우, 가루양이 증가할수록 증가 차이가 없어, 본 연구

Table 3.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physical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bread with Allium hookeri 
powder

Responses Model R-squared1) F-value
P-value 
Prob>F2) Equation of on terms of pseudo component

pH Linear 0.7112   8.6203 0.0129* 5.386－0.038A+0.01B
Sweetness Linear 0.7206   9.0274 0.0115 0.958+0.095A－0.05B
Moisture content Linear 0.3035   1.5253 0.2819 40.257－1.201A－0.868B
Volume Linear 0.8455  19.1560 0.0014** 1778.001+107.22A－131.667B
Weight Linear 0.7763  29.4507 0.0004*** 487.125+1.166A+16.333B
Hight Linear 0.7683  11.6114 0.0060** 11.358－0.85A+0.773B

Specific volume Linear 0.9064  33.9015 0.0003*** 3.657+0.211A－0.361B
Baking loss rate Linear 0.3012   1.5088 0.2852 8.096－0.378A－0.5183B

Crust 
L Quadratic 0.8208   3.6651 0.1161 51.162+1.303A+1.9B－2.125AB+4.91A2+4.27B2

a Quadratic 0.7979   3.1585 0.1440 16.137－1.176A－0.673B+1.105AB－2.574A2－2.284B2

b Linear 0.2198   0.9862 0.4194 36.143－0.168A+0.441B

Crumb

L Linear 0.2502   1.1681 0.3650 71.46－1.18A+1.483B

a Quadratic 0.9931 115.6631 0.0002*** －1.442+0.478A－0.035B－0.025AB+0.18A2－0.029B2

b Linear 0.9878 285.4227 0.0000*** 16.995+3.646A+0.263B
Hardness 2FI 0.6659   3.9872 0.0705 176.619+60.571A－29.85B－72.382AB
Springness Quadratic 0.9234   9.6540 0.0237* 1.617－0.088A－0.055B+0.177AB－0.289A2－0.149B2

Chewiness Linear 0.4863   3.3139 0.0971 176.443+38.871A－29B
A: Allium hookeri powder, B: Butter. 1) 0<R2<1, close to 1 means more significant. 2) *p<0.05, **p<0.01, ***p<0.001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줬다. 삼채가루의 첨가 식빵의 높

이는 9.63~12.90 ㎝의 범위를 보였으며, linear model이 설정되

었고, p-value가 0.0060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삼채

(A)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버터(B) 첨가량이 감소할수록 유의

적으로 높이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양파(Chun 
등 2001)와 마늘(Hong & Shin 2008)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다. 삼채가루 첨가 식빵의 비용적 결과는 4.41~ 
3.16%의 범위를 보였으며, linear model이 설정되었고, p-value
가 0.0003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R2값은 0.9064로 

회귀변동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삼채

가루(A)가 증가할수록, 버터(B)가 감소할수록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마늘(Hong & Shin 2008)과 흑마늘(Ju 등 2010) 가
루 첨가 식빵의 경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으나, 양파 분말(Bae 등 2003)과 양파즙

(Lee 등 2009)을 첨가한 식빵의 경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

가하여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무게를 이용하

여 산출한 굽기 손실률은 6.56~10.03%의 범위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굽기 손실률이 7~13%(Bae 등 2008)임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수준보다 조금 손실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굽
기 손실률은 linear model이 설정되었고, 삼채가루(A)와 버터

(B)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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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Sweetness

Moisture content Volume

Weight Hight

Specific volume Baking loss rate

Crust L Crust a

Fig. 1.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Allium hookeri powder (A) and butter (B) on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bread prepared with Allium hookeri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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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st b Crumb L

Crumb a Crumb b

Hardness Springiness

Chewiness

Fig. 1. Continued

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 식빵의 색도
삼채가루 첨가 식빵의 Crust 색도(L, a, b)의 L값은 49.81~ 

63.51, a값은 9.02~16.36, b값은 35.33~37.38의 범위를 나타내

었다. Crust의 명도(L)와 적색도(a)는 독립변수 간의 교호작용

이 발생하는 quadratic model이 설정되었고, 황색도(b)는 삼채

가루와 버터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linear model이 결

정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rumb의 색도(L, a, b)의 

L값은 67.77~78.57, a값은 －1.79~－0.72, b값은 13.16~20.91
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Crumb의 명도(L)는 독립적으로 작용

하는 linear model이 설정되었고, perturbation plot과 반응표면

곡선을 살펴본 결과, 삼채(A)가 감소할수록, 버터(B)가 증가할

수록 명도가 감소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Fig. 1). 
Crumb의 적색도(a)는 독립변수 간의 교호작용이 발생하는 quadratic 
model이 선택되었고, 모델의 p-value는 0.0002로 0.1% 이내의 



Vol. 27, No. 2(2014) 삼채가루 첨가 식빵의 제조조건 최적화 및 저장성 연구 325

수준에서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R2값은 0.9931로 모델의 적

합성이 인정되었다. 적색도(a)의 perturbation plot과 반응표면

곡선을 살펴본 결과, 버터(B)보다는 삼채가루(A)가 증가할수

록 적색도가 증가하였고, 이는 양파(Chun 등 2001; Bae 등 

2003), 울금(Jeong 등 2010), 흑마늘(Ju 등 2010) 가루를 첨가

한 식빵의 실험결과와 일치한다. Crumb의 황색도(b)는 linear 
model이 선택되었고, 모델의 p-value는 0.0000으로 0.1% 이내

에서 유의수준이 인정되었고, R2값은 0.9878로 모델의 적합

성이 인정되었다. 삼채(A)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황색도는 유

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백피(Chung 등 2013)와 양배

추(Kim 등 2012c) 식빵 연구에서 상백피와 양배추가루의 첨

가량이 많아지면 명도는 낮아지고, 적색도와 황색도는 높아

진다는 연구와 일치했다. 이는 삼채분말이 갖고 있는 색상뿐

만 아니라, 식빵의 제조 과정 중 삼채의 당과 아미노산 성분

의 열처리에 따른 메일라드 반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직감
삼채가루 첨가 식빵의 조직감 항목으로는 경도(hardness), 

탄력성(springiness), 씹힘성(chewiness)을 측정하였다. 경도는 

107.20~405.73의 범위를 보였으며, 첨가 시료 간의 상호관계

를 작용하는 2FI이 선정되었고, 모델의 p-value는 0.0705으로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perturbation plot과 반응표면

곡선을 살펴보면 삼채가루(A)가 증가할수록, 버터(B)는 감소

할수록 경도가 높아졌다. 이는 마늘(Hong & Shin 2008), 인삼

(Song 등 2007), 상백피(Chung 등 2013) 가루 첨가 식빵의 연

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Ryu CH 1999)에서 밀

가루 대체분이 증가하면 밀 글루텐을 비롯한 단백질 함량이 

낮아 matrix 구조 및 기포의 크기에 영향을 주어 경도가 증

Table 4. Sensary evaluation properties of bread with Allium hookeri powder

Sample 
No.

Variable levels Responses

Allium 
hookeri(g)

Butter
(g) Color Flavor Appearance Taste Pungency Texture Moistness Overall 

quality
1 12 12  4.35±1.461) 4.00±1.21 4.30±1.53 4.00±1.38 4.00±1.45 3.95±1.36 4.25±1.29 3.85±1.39

2 42 12 3.55±1.32 3.95±1.23 3.80±1.28 3.75±1.45 3.50±1.15 2.90±0.97 3.15±1.14 3.10±1.07
3 12 72 4.35±1.35 3.85±0.99 4.35±1.60 4.30±1.08 3.70±0.98 4.65±0.88 4.80±1.06 4.40±1.31
4 42 72 3.15±1.27 4.35±1.23 3.05±1.43 4.30±1.38 4.30±1.13 4.20±1.36 3.80±1.61 3.75±1.33
5 12 42 4.15±1.27 3.85±1.18 4.40±1.27 4.25±1.12 3.75±1.48 5.10±0.97 5.00±0.97 4.30±0.98
6 42 42 3.60±1.50 3.75±1.21 3.60±1.39 4.10±0.91 3.90±1.07 3.70±1.38 3.85±1.39 3.60±1.10
7 27 12 4.15±1.18 3.75±1.12 4.35±1.27 4.30±1.13 3.70±0.87 3.90±0.91 3.95±1.23 3.75±1.33

8 27 72 4.40±1.23 4.50±1.05 4.55±1.10 4.55±0.89 4.35±1.04 4.75±1.07 5.00±1.17 4.80±1.07
9 27 42 4.70±1.22 5.00±1.12 5.10±1.07 5.15±1.04 5.15±0.94 5.20±1.15 5.30±0.87 5.35±0.88
10 27 42 4.90±1.59 5.45±1.19 5.20±1.15 5.40±1.23 5.05±1.23 5.45±1.05 5.35±1.14 5.35±1.14

1) Mean±S.D.

가한다는 보고와 동일한 결과로 삼채가루 첨가가 밀가루의 

글루텐 형성 및 발효 등에 영향을 주어 경도도가 증가한 것으

로 판단된다. 탄력성은 0.98~1.74의 범위로 독립변수 간의 교

호작용이 발생하는 quadratic model이 선택되었고, 모델의 

p-value는 0.0237로 5% 이내의 수준에서 유의성을 나타내었

다. R2값은 0.9234로 모델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이는 양파가

루를 첨가한 식빵의 연구에서 첨가군 중 4%에서 가장 탄력성

이 증가하여 본 연구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줬다(Bae 등 2003). 
씹힘성에서는 119.22~300.10의 범위로 삼채가루와 버터가 독

립적으로 작용하는 linear model이 선정되었다. Perturbation plot
과 반응표면곡선을 살펴보면 삼채가루(A)가 증가할수록, 버
터(B)가 감소할수록 씹힘성이 증가하였으나, R2 값이 0.4863으
로 모델에 대한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양파(Bae 
등 2003), 마늘(Hong & Shin 2008) 및 흑맥가루(Kim 등 2013)
의 연구에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씹힘성이 감소한다는 연

구결과와 차이가 있어, 삼채가루를 첨가한 경우 기타 첨가물

보다 씹힘성이 좋은 품질의 제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3. 관능검사
삼채가루 첨가 식빵에 대해 7점 척도로 관능적 품질을 평

가한 결과, 색은 3.15~4.90, 향미는 3.75~5.45, 외관은 3.05~5.20, 
맛은 3.75~5.40, 아린맛은 3.50~5.15, 질감은 2.90~5.45, 촉촉

한 정도는 3.15~5.35, 전반적인 기호도는 3.10~5.35 사이의 범

위를 나타내었다(Table 4). 색, 향미, 외관, 맛, 아린맛, 질감, 
촉촉한 정도,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한 8가지 관능특성 모두

에서 독립변수들 간에 교호작용하는 quadratic model이 결정

되었고, 향과 아린맛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R2값이 0.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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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sensory quality characteristics of bread with Allium hookeri powder

Responses Model R-squared1) F-value P-value
Prob>F2) Equation of on terms of pseudo component

Color Quadratic 0.8882  6.3604 0.0486* 4.657－0.425A－0.025B－0.1AB－0.639A2－0.239B2

Flavor Quadratic 0.5770  1.0913 0.4796 4.842+0.058A+0.166B+0.137AB－0.66A2－0.335B2

Appearance Quadratic 0.9219  9.4544 0.0246* 4.985－0.433A－0.083B－0.2AB－0.821A2－0.3712B
Taste Quadratic 0.8380  4.1403 0.0967 5.057－0.066A+0.183B+0.625AB－0.664A2－0.414B2

Pungency Quadratic 0.7333  2.2007 0.2324 4.778+0.041A+0.191B+0.275AB－0.632A2－0.432B2

Texture Quadratic 0.9402 12.599 0.0147* 5.175－0.483A+0.475B+0.15AB－0.625A2－0.7B2

Moistness Quadratic 0.9650 22.119 0.0051** 5.203－0.541A+0.375B+0.025AB－0.657A2－0.607B2

Overall quality Quadratic 0.8969  6.9626 0.0418* 5.092－0.35A+0.375B+0.025AB－0.885A2－0.56B2

A: Allium hookeri powder, B: Butter. 1) 0<R2<1, close to 1 means more significant. 2) *p<0.05, **p<0.01

Color Flavor

Appearance Taste

Pungency Texture

Moistness Overall quality

Fig. 2.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Allium hookeri powder (A) and butter (B) on sensory 
properties of bread prepared with Allium hookeri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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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50의 범위로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모든 특성의 

p값은 각각 0.0486, 0.4796, 0.0246, 0.0967, 0.2324, 0.0147, 
0.0051, 0.0418로 나타나, 관능항목 중 색, 외관, 질감, 촉촉한 

정도 및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한 값이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

다. 각각의 실험 항목에 관한 perturbation plot과 반응표면의 

그래프는 Fig. 2와 같다. 관능검사의 항목들은 대부분 삼채가

루(A)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Kim 등(2012c)
의 양배추가루 첨가 식빵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4. 품질 최적화
최적화는 Canonical 모형의 수치 최적화(numerical optimi-

zation)와 모형적 최적화(graphical optimization)를 통해 삼채

가루, 버터의 양을 선정하였다. 수치 최적화와 모형적 최적화

를 통해 선정하고, 가장 높은 desirability를 나타낸 최적점을 

선택하여 지점예측(point prediction)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예
측된 최적값은 삼채가루 22.65 g, 버터 47.77 g이었다(Fig. 3). 
이는 전체 밀가루의 양 중 약 3.775%의 삼채가루가 첨가된 

것으로 삼백피가루 첨가 식빵의 최적 3.5%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Chung 등 2013), Kim 등(2005)은 홍삼 분말 3%를 

첨가해도 식빵의 관능적 품질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는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삼채는 홍삼보다 더 적은 첨가

량으로도 관능적 특성이 우수한 제빵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최적화된식빵의 DPPH 라디컬소거능과총페놀측정
최적화된 삼채가루 첨가 식빵과 대조구 식빵의 DPPH radical 

소거능과 총 페놀 함량 측정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최적화

된 삼채가루 첨가 식빵은 97.39%고, 대조구 식빵은 85%으로 

나타났다. 총 페놀 함량은 최적화된 삼채가루 첨가 식빵은 

Fig. 3.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Allium hookeri powder (A) and butter (B) on 
desirability of bread prepared with Allium hookeri powder.

Table 6. Contents of total phenolic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optimized pan bread with Allium 
hookeri powder and white pan bread 

Control1) AB

Total phenolics
(㎎ GAE/100 ㎖)

0.654±0.01 0.780±0.26

DPPH 85.00±3.28 97.39±0.54
1) Control: white pan bread, AB: optimized pan bread with Allium 

hookeri powder

0.780 ㎎/100 ㎖였고, 대조구 식빵은 0.654 ㎎/100 ㎖로 대조

구 식빵의 총 페놀 함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채가루를 

제품에 응용한 삼채소고기 패티 연구(Kim DS 2014)에서 삼

채가루 8.83 g을 첨가한 패티와 대조구 패티의 DPPH는 각각 

31.30%, 6.65%였고, 총 페놀 함량은 각각 2.77 ㎎/g, 0.39 ㎎/g
으로 나타나, 삼채가루의 항산화 활성은 식빵 및 패티에서도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재로 더 많은 제품에 연구되

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8. 최적화된 식빵의 총 균수 측정
최적화된 삼채가루 첨가 식빵의 저장기간에 따른 총 균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모든 군에서 5일째부

터 균이 확인되었고, 7일째에서는 최적화된 삼채가루 첨가 

식빵과 대조구가 각각 3.5 CFU/g, 6.3 CFU/g으로 삼채가루 첨

가 식빵이 현저히 적었고, 9일째에서는 각각 5.1 CFU/g, 6.3 
CFU/g으로 나타나, 모든 저장기간에서 최적화된 삼채가루 

첨가 식빵의 총 균수가 대조구 식빵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삼채가루 첨가 소고기 패티의 연구(Kim DS 2014)에서

도 삼채를 첨가한 패티의 경우, 대조구 패티에 비해서 유의적

으로 낮은 총 균수의 결과로 미루어 삼채가루는 미생물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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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 on the growth (log CFU) of total plate 
counts of optimized pan bread with Allium hookeri powder 
and white pan bread during storage 

Total plate counts (log CFU)

0 day 3 day 5 day 7 day 9 day
Control1)  ND2) ND  3.2±0.13) 6.3±0.3 6.3±0.0

AB ND ND 3.2±0.3 3.5±0.6 5.1±0.5
1) Control: white pan bread, AB: optimized pan bread with Allium 
hookeri powder. 2) ND: Not determined. 3) Mean±S.D.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삼채가루 첨가 식빵의 제조를 위하여 독립변수

는 삼채가루와 버터의 양으로 설정하였고, design expert 8(stat- 
ease Co., Minneapolos, MN,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

을 설계하고 결과를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삼채가루 첨가 

식빵의 배합비율을 결정하였다. 식빵의 이화학적, 기계학적 

실험을 행한 결과, 반죽 pH(p<0.05), 당도(p<0.05), 부피(p< 
0.05), 무게(p<0.001), 높이(p<0.01), 비용적(p<0.001) 항목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고, crumb의 a(p<0.01), b(p<0.01), spring-
ness(p<0.05)에서도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linear model
이 결정되었다. 반죽의 pH와 높이는 삼채가루 첨가량이 감소

할수록, 버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는 증가하였고, 당도, 
부피 및 비용적은 삼채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버터양이 

감소할수록 부피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무게는 버터의 

양이 많을수록 무게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버터의 양

에 비해 삼채가루의 양은 영향을 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빵의 기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식빵의 외부인 crust 색
도(L, a, b)값, 내부인 crumb 색도(L, a, b)값, 조직감(경도, 탄
력성, 씹힘성)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crumb의 색도에서 a
값(p<0.001), b값(p<0.001), 조직감에서는 씹힘성(p<0.05)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a값과 b값은 삼채가루가 증가함에 따

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linear model이 결정되었다. 전
반적인 기호 등(색, 향미, 외관, 맛, 아린맛, 질감, 촉촉한 정

도, 전반적인 기호도)의 관능특성에서 quadratic model이 결정

되었고, 향과 아린맛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으로 모

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p<0.05). 따라서 모든 항목에서 삼

채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

서면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빵의 최적화는 실험

의 독립변수는 삼채가루(A)와 버터(B)의 범위 내에서 모델화

에 의해 결정된 반응식을 이용하여 만족하는 수치점

(numerical point)을 예측한 결과, 삼채가루 22.65 g, 버터 47.77 

g이 삼채가루 첨가 식빵의 최적배합비율로 산출되었다. 최적

화된 삼채가루 첨가 식빵과 대조구 식빵을 제조 후 DPPH, 총 

페놀 및 총 균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대조구 식빵에 비해

서 삼채가루 첨가 식빵은 DPPH와 총 페놀 함량이 높았으며, 
총 균수를 측정한 결과, 7일째에는 삼채가루 첨가 식빵과 대

조구 식빵이 각각 3.5 CFU/g, 6.3 CFU/g으로 삼채가루 첨가 

식빵이 현저히 적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삼채가루를 첨가한 식빵이 기능적, 영

양적 품질 및 기호도 측면에서 상품으로서 연구 개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삼채 고유의 맛과 향이 살아있는 새로운 건

강빵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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