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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hite pan bread supplemented with black rice bran powder (BRP; 0%, 5%, 10%, 

15%, and 20%) was prepared by the straight dough method, and its quality and antioxidant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Compared with control, an increase in the weight and volume and a 

decrease in the moisture content of the bread added with BRP were observed. Increasing the 

amount of BRP in white pan bread decreased lightness and yellowness in color values, whereas 

redness value was increased. Texture analysis revealed an increase in gumminess and chewiness 

of the white pan bread after BRP addition. An increase in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of the white 

pan bread supplemented with BRP was observed [4.52–12.67 mg gallic acid equivalents (GAE)/g] 

compared with the control (1.87 mg GAE/g). An increase in 2,2-diphenyl-1-picrylhydrazyl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24.31%) was observed in white pan bread with the addition of BRP up 

to 20% compared with control. In conclusion, white pan bread supplemented with 15% BRP 

yielded the best quality b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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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밀가루 또는 기타 곡물을 주원료로 하여 계란, 소금, 효모 등을 첨가 ․ 혼합하여 발효시켜 냉동시키거나 구운 것인 빵

은 당분과 유지의 함유량이 적어 약한 단맛을 갖고 있어 식사대용 목적으로 최근 국민들에게 애용되고 있다(Legras et 

al., 2007).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로 주식의 패턴이 변화하고,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천연물 연구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Han et al., 2006),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매일 먹는 식

품을 통해 질병 예방 및 건강 트렌드에 영향을 주어 생리활성을 갖는 식품의 부재료를 첨가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Kwon et al., 2008). 현재 제과․제빵류가 대중화되고 있으며 그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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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hang, 2003),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 및 소비자층의 다양함에 따라 기존의 레시피에 차별화를 두어 기능성 부재

료를 첨가한 기능성 제빵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식생활에서는 웰빙 열풍으로 화학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재료로 만든 빵 제품이 인기이며, 서구식 식생활의 영향으로 우리의 식단에는 빵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

세이며(Kim et al., 2004), 건강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영양식, 건강식 등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Lee and Kim, 2007). 제빵분야에서는 빵 자체뿐만 아니라 토스트, 샌드위치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하고 있

으며, 품질 변화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건강 지향적이며 동시에 밀가루이외의 곡물이나 다양한 생리활성

을 가진 부재료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섭취하면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제품에 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Lee et al., 2005; Yoon et al., 2014). 기존 제과제빵에 식물성 부재료를 첨가한 선행연구로는 쑥부쟁이 분말(Kim et 

al., 2016), 브로콜리 분말(Lee, 2015),파프리카 분말(Choi et al., 2012), 시금치 가루(Lee and Joo, 2010), 매생이 (An 

et al., 2008), 함초분말(Bae et al., 2008), 백복령(Choi and Oh, 2008), 당귀(Shin and Kim, 2008), 흑마늘 추출액

(Wang et al., 2013) 등과 같이 서구식의 식생활로 바뀜에 따라 쌀 위주의 식사에서 건강을 중시하는 기능성 빵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영양적․기능적 특성을 지닌 새로운 건강 기능성 식품이 각광받고 있다.

흑미는 백미와 비교하여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안토시안계 색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항균성, 항암성 등의 생리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ung et al., 2002; Ju, 2009). 최근 들어 식생활의 변화

로 인해 기능성 재료를 활용한 건강식품의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기능성 부재료를 활용한 제과제품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Joo and Choi, 2012)

흑미를 활용한 가공 분야의 연구로는 흑미가루를 첨가 쿠키(Moon et al., 2007), 흑미 첨가 인절미(Cho and Cho, 

2000), 흑미를 첨가하여 항산화성이 강화된 배추김치(Mo et al., 2010), 흑미가루를 첨가한 밀가루 반죽의 물리적 특

성(Jung and Eun, 2003)등이 보고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생리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흑미미강을 활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Park,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빵분야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여러 기능을 갖고 있는 흑미미강의 이용가능성을 확인하

고자 흑미미강 식빵을 제조한 후 품질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2020년에 수확한 흑미의 미강을 강원도 춘천시 소재 모리정미소(Chuncheon, Korea)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식빵 제조에 사용한 강력분(Daehan Flour Mills Co., Seoul, Korea), 설탕(Samyang, Ulsan, 

Korea), 생이스트(Jenico, Pyeongtaek, Korea), 탈지분유(Seoul Milk, Seoul, Korea), 무염버터(Lotte food, Cheonan, 

Korea) 및 소금(Hanju salt, Ulsan, Korea)은 춘천시 소재 전문제빵업체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식빵 제조

흑미미강 분말을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식빵의 배합비는 Table 1과 같으며 흑미미강은 대조구 배합의 밀가루 

100 g을 기준으로 하는 베이커 퍼센트를 활용하여 5, 10, 15, 20%로 첨가량을 결정하였다. 반죽은 반죽기(YSM50, 

Daeyoung Co., Soeul, Korea)를 사용하여 직접반죽법(AACC, 1991; Han et al., 2004)으로 실시하였다. 즉, 버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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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king formula for white pan bread with different amounts of black rice bran powder

Ingredients (g)
Black rice bran powder(%)

BRW
1)
 0 BRW 5 BRW 10 BRW 15 BRW 20

Flour 100.0 100.0 100.0 100.0 100.0

Water 65.0 65.0 65.0 65.0 65.0

Dry Yeast 2.0 2.0 2.0 2.0 2.0

Sucrose 6.0 6.0 6.0 6.0 6.0

Salt 2.0 2.0 2.0 2.0 2.0

Non-Fat Dry Milk 3.0 3.0 3.0 3.0 3.0

Butter 4.0 4.0 4.0 4.0 4.0

Black rice bran powder - 5.0 10.0 15.0 20.0

Ascorbic Acid 0.01 0.01 0.01 0.01 0.01
1)
BRW: Black rice bran white pan bread.

제외한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저속 3분, 고속 2분 혼합하여 클린업 단계에서 버터를 투입하고 저속 3분 고속 4분 

20초 혼합하였다. 반죽 온도는 28 ± 0.5°C가 되도록 하고 완성된 반죽은 발효기(EP-40, Daeyoung Co., Soeul, Korea)

를 이용하여 120분간 1차 발효(27°C, 75% 상대습도)를 진행하였다. 1차 발효가 완성된 반죽은 용적비 3.46:1에 맞추

어 분할하여 둥글리기를 수행한 다음, 실온(20 ± 5°C)에서 10분간 중간발효를 하였다. 중간 발효가 완성된 반죽은 밀

대로 반죽의 가스를 뺀 뒤 성형하고 식빵틀(34.0×13.5×12.5 cm)에 넣어 발효기에서 35분간 2차 발효(38°C, 85% 상

대습도)를 하였다. 2차 발효가 끝난 반죽은 윗불 190°C, 아랫불 200°C로 예열된 오븐(FDO-7102, Daeyoung Co., 

Soeul, Korea)에서 25분 동안 굽기를 진행하였으며, 완성된 식빵은 실온에서 1시간 방냉하여 실험 시료로 사용하였

다. 또한, 항산화 실험을 위해 식빵 10 g에 70% 에탄올 90 mL를 넣고 3시간 동안 sonicator(JAC Utrasonic, KODO, 

Hwaseong, Korea)를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Whatman No. 2(Whatman Ltd, Maidstone, Kent, UK)로 여과

한 후 20분간 3,000 rpm으로 원심분리(HY-HS11, Hanyang Science, Seoul)하여 사용하였다. 각 실험에 따라 시료액

은 희석해서 사용하였다.

흑미미강 식빵의 비용적 측정 

먼저 각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고, 식빵의 부피는 AACC method 72-10 종자치환법(1995)으로 측정하였다. 측정한 

부피를 무게로 나누어 나온 값을 비용적(mL/g) 값으로 하였다. 각 시료 당 3회씩 반복 측정하였고, 결과를 평균 ± 표준

편차로 표시하였다. 

Specific volume (mL/g)=Bread volume/Bread weight 

흑미미강 식빵의 수분함량 측정

흑미미강 식빵의 수분함량은 잘게 자른 시료 2 g을 취하여 105°C 상압가열건조법으로 측정하였다(AOAC, 1995). 

흑미미강 식빵의 색도 측정

식빵의 색도는 색차계(CHROMA METER CR-200b, Minolta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명도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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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value(lightness), 적색도를 나타내는 a -value (redness), 황색도를 나타내는 b- value(yellowness)를 각각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군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이때 사용한 표준 백색판은 L 값은 96.35, a 값은 0.38, b 값은 0.91이

었다.

흑미미강 식빵의 조직감 측정

흑미미강 분말 식빵의 조직감 측정은 구워낸 식빵을 3 × 3 × 1 cm로 자른 후 texture analyzer(Sun Compac-100, 

Sun Scientific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TPA(Texture Profile Analysis) 방법으로 puncture test로 

3회 반복 측정한 후 force distance curve로부터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ss), 검성(gumminess), 씹힘성

(chewiness)를 측정하였으며, 측정 조건은 probe는 직경이 5 mm인 plunger(SMS P/5)를 사용하였고, pre-test speed, 

post-test speed 및 test speed는 각각 5.0 mm/s, 3.0 mm/s, 3.0 mm/s로 하고 압축 시 변형률 80%를 주어 측정하였다.

흑미미강 식빵의 관능검사

흑미미강 식빵의 관능검사는 훈련된 대학생 20명(남자10명, 여자 10명)을 대상으로 검사방법 및 평가특성을 교육 

시킨 후 9점 척도법(1점: 매우 약함, 9점: 매우 강함)을 이용하여 흑미미강 식빵의 색(color), 향미(flavor), 촉촉한 정도

(moistness), 씹힘성(chewiness), 씹은 후 이물감(residual mouthfeel), 맛(taste), 전반적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를 평가하였으며 기호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으며, 시료(3 × 3 × 1 cm)와 물을 함께 제공하였으며, 한 

개의 시료를 관능검사한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고, 다음 시료의 관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총페놀 함량

총 페놀 함량은 Folin-Denis 방법(Folin and Denis, 1912)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용매로 액체화 한 시료(1 

mg/mL) 200 μL에 증류수 1.8 mL를 가하고, 1 N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SIGMA-ALDRICH, Inc., St. 

Louis, MO, USA) 200 μL를 가한 뒤 5분간 실온에서 방치하였다. 이 혼합액에 7% Na2CO3 2 mL를 가하고, 다시 실온

에서 1시간 방치한 후 750 nm에서 spectrophotometer (UVIKON xl, Secomam, France)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표준곡선은 gallic acid(SIGMA-ALDRICH, Inc.,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DPPH를 이용한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Blois 방법(Blois, 1958)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96-well micro plate에 시료 30 μ

L를 가하고, 1.5 × 10
—4

 M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 용액 270 μL를 가한 뒤 잘 혼합하여 암소에서 30분

간 반응시켰다. 얻어진 반응액은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radical scavenging activity(%)로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1－(Sample absorbance/Control absorbance)]×100

통계분석

본 실험결과는 3회 반복하여 측정한 값을 SPSS 24.0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 packag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 오차를 구하여 나타내었으며 분산분석(ANOV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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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 유의성이 있는 경우에 Duncan의 다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test)을 이용하여 시료간의 유의차

를 검정하였다(p < 0.05).

결과 및 고찰

흑미미강 분말 첨가 식빵의 비용적

흑미미강 분말 첨가 식빵의 비용적의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식빵의 부피는 반죽 상태, 단백질(글루텐)의 양

과 질, 수분 흡수율, 발효에 의하여 가스 생성력과 보유력의 차이 때문에 부피가 달라진다(Kim et al., 2013). 부피는 

시료들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BRW 5%군이 1,924.21 mL로 가장 높았으며, BRW 20%이 1,614.78 mL로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첨가한 흑미미강 분말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부피가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식빵에 부재료

를 첨가하여 부피를 측정한 연구 결과(Kim, 1998; Lee et al., 2012)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식이섬유 첨가 빵의 

부피가 감소하고,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Hamid and Luan, 2000),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흑미미

강 분말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무게는 대조구인 흑미미강 무첨가군(BRW 0%)이 가장 가벼운 무게의 결과를 나타내

었으며, 흑미미강 분말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식빵의 무게가 더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5), 부재료를 첨가하

여 무게를 측정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Kim and Lee, 2008; Park and Park, 2001). 비용적의 경우, BRW 20%군이 

3.74 mL/g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 < 0.05). 이는 흑미미강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인 무게의 증가에 의한 것

으로 사료되며 보이차를 첨가하여 제조한 식빵의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Kim et al., 2015).

Table 2. Volume and specific volume of white pan bread supplemented with varying amounts of black rice bran powder

BRW
1)

 0 BRW 5 BRW 10 BRW 15 BRW 20 F-value

Volume (mL) 1,854.24 ± 19.24
c

1,924.21 ± 13.48
b

1,825.27 ± 12.17
a

1,792.71 ± 25.32
d

1,614.78 ± 17.66
e

257.31
***

Weight (g) 394.21 ± 1.24
e

401.35 ± 0.97
d

425.36 ± 1.17
c

427.21 ± 0.89
b

430.94 ± 1.21
a

47.21
***

Specific volume (mL/g) 4.70 ± 0.94
c

4.79 ± 0.18
b

4.29 ± 1.20
a

4.19 ± 0.99
d

3.74 ± 0.14
e

135.21

1)
BRM: Black rice bran macaron.

2)
All values are mean ± S.E., 

***
p < 0.05

3)
Different letters (a-e)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흑미미강 분말 첨가 식빵의 수분함량

흑미미강 분말을 첨가한 식빵의 수분함량 측정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대조구의 수분함량은 34.20%를 유의

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흑미미강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33.92%, 33.76%, 33.68%, 33.59로 작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p < 0.05). 이와 같은 결과는 비타민나무열매가루를 첨가한 식빵의 수분함량이 대조구에 비하여 증가하였

다고 보고(Lee and Kim, 2020)의 연구 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흑미가루와 마늘 분말을 첨가한 식빵의 

연구에서도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의 함량은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다(Hong and Shin, 2008; Kim, 2018a). 실험

결과에서도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의 함량이 감소하였으며, 수분의 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Fig. 1과 같이 식빵의 

부피도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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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isture contents of white pan bread with different amounts of black rice bran powder

BRW
1)
 0 BRW 5 BRW 10 BRW 15 BRW 20 F-value

Moisture content (%) 34.20 ± 0.17
2)a3)

33.92 ± 0.11
b

33.76 ± 0.17
b

33.68 ± 0.21
b

33.59 ± 0.22
b

358.14
***

1)
BRW: Black rice bran white pan bread.

2)
All values are mean ± S.E., 

***
p < 0.05

3)
Different letters (a-b)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0% 5% 10% 15% 20%

Fig. 1. Photographs of white pan bread supplemented with varying amounts of black rice bran powder.

흑미미강 분말 첨가 식빵의 색도 측정

흑미미강 분말을 첨가한 식빵의 색도 측정결과는 Table 4와 같다. 흑미미강 분말를 첨가한 식빵 명도는 대조구 

72.66, 5－20% 첨가에서는 69.11－57.25를 나타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졌다. 적색도는 대조구 0.17, 5－20% 

첨가에서는 1.29－3.64로 적색도는 증가하여,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졌으며, 황색도는 대조구 15.27, 5－20% 첨

가에서는 12.22－9.34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찰흑미가루를 첨가한 식빵의 연구에서도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명도와 황색도는 감소하였고, 적색도는 증가하였다는 결과(Lee et al., 2007; Lee et al., 2005)와 유사한 결과

를 보였으며, 흑미에 함유된 다양한 천연색소의 영향에 의해 식빵의 내부색이 짙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 Color values of white pan bread with different amounts of black rice bran powder

Color value
1)

Black rice bran powder(%)

BRW
2)
 0 BRW 5 BRW 10 BRW 15 BRW 20

Whiteness (L) 72.26 ± 0.14
3)a4)

69.11 ± 0.13
b

67.35 ± 0.17
c

64.32 ± 0.21
d

57.25 ± 0.34
e

Redness (a) 0.17 ± 0.13
e

1.29 ± 0.09
d

1.74 ± 0.10
c

2.10 ± 0.04
b

3.64 ± 0.25
a

Yellowness (b) 15.27 ± 0.14
a

12.22 ± 0.16
b

11.08 ± 0.23
c

10.31 ± 0.43
d

9.34 ± 0.61
e

1)
 L : Degree of lightness (white +100 ↔ 0 black)

a : Degree of redness (rede +100 ↔ 80 green)

b : Degree of yellowness (yellow +70 ↔ －80 blue)
2)
BRW: Black rice bran white pan bread

3)
All values are mean ± S.E., 

***
p < 0.05

4)
Different letters (a-e)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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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미미강 분말첨가 식빵의 조직감 

흑미미강 분말을 첨가한 식빵의 조직감 변화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식빵의 경우 발효가 충분히 진행

되어 식빵의 부피가 크게 팽창되고 글루텐 구조가 충분히 형성되기 때문에 경도가 낮고 부드러운 물성을 갖게 된다

(Carbot, 1979). 흑미미강 분말을 첨가한 식빵의 조직감을 측정한 결과, 탄력성(Springiness)은 대조군이 0.902%, 흑

미미강 첨가에 따라 0.913－0.823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응집성(Cohesiveness) 역시 흑미미강 첨가에 따라 

1.05－0.89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점착성(gumminess)과 씹힘성(chewiness)의 경우 대조군에서 0.54, 0.46

으로 가장 낮았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고, 20% 첨가군에서 0.91, 0.8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흑

미미강 분말이 증가할수록 점착성과 씹힘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각각의 시료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05).

각종 기능성 소재를 첨가한 식빵의 연구에서도 기능성 소재를 첨가함에 따라 탄력성과 응집성은 감소하였고, 씹힘

성은 증가하였다(Lee et al., 2007; Kim et al., 2015).

Table 5. Textural characteristics of white pan bread with varying amounts of black rice bran powder

Properties
Black rice bran powder(%)

BRW
1)

 0 BRW 5 BRW 10 BRW 15 BRW 20 F-value

Springiness (%) 0.902 ± 0.01
2)ab3)

0.913 ± 0.02
a

0.9018 ± 0.04
b

0.886 ± 0.03
c

0.823 ± 0.04
c

369.15
***

Cohesiveness (%) 1.03 ± 0.03
a

1.05 ± 0.08
a

0.98 ± 0.04
b

0.94 ± 0.12
c

0.89 ± 0.16
d

89.25
***

Gumminess (g) 0.54±0.01
e

0.59 ±  ± 0.02
d

0.62 ± 0.01
c

0.73 ± 0.08
b

0.91 ± 0.03
a

269.18
***

chewiness (g) 0.46 ± 0.02
e

0.50 ± 0.01
d

0.61 ± 0.01
c

0.72 ± 0.08
b

0.86 ± 0.07
a

387.24
***

1)
BRW: Black rice bran white pan bread

2)
All values are mean ± S.E., 

***
p < 0.05

3)
Different letters (a-e)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흑미미강 분말첨가 식빵의 관능검사

흑미미강 분말을 각각 0%, 5%, 10%, 15% 및 20%를 첨가하여 제조한 흑미미강 분말 식빵의 관능검사 결과(색, 향

미, 촉촉한 정도, 씹힘성, 씹은 후 이물감, 맛, 전반적인 기호도)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색(Color)은 흑미미강 분말

을 15% 첨가한 식빵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8.97로 평가되었으며, 흑미미강 분말을 20%를 첨가한 식빵에서 7.36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향미(Flavor)의 관능평가 결과는 대조군이 가장 높은 평가를 나타내었으나 첨가군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촉한 정도(Moisture)는 흑미미강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이 8.84로 가장 높

게 평가되었고, 씹힘성(Chewiness)은 흑미미강 분말을 15% 첨가한 식빵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8.59로 가장 높게 평

가되었다. 씹은 후 이물감(Residual mouthfeel)은 대조군이 가장 높은 평가를 나타내었으며, 흑미미강 분말 첨가에 따

라 낮게 평가되었다. 맛(Taste)은 대조군이 가장 높은 평가를 나타내었으나 첨가군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선호도(Overall acceptability)는 대조군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흑미미강 분말을 15% 첨

가한 식빵과 유사한 평가를 나타내었다. 식빵 제조 시 흑미미강 분말 첨가에 따라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15% 첨가한 식빵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볼 때 흑미미강 분말의 첨

가는 관능적 특성 향상 뿐만 아니라 흑미미강의 기능적 특성도 함께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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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nsory evaluation of white pan bread supplemented with different amounts of black rice bran powder

Properties
Black rice bran powder(%)

BRW
1)
 0 BRW 5 BRW 10 BRW 15 BRW 20 F-value

Color 8.59 ± 0.11
c

8.05 ± 0.11
d

8.84 ± 0.11
ab

8.94 ± 0.22
a

7.36 ± 0.23
e

152.31
***

Flavor 8.34 ± 0.24
a

8.22 ± 0.15
a

8.24 ± 0.13
a

8.33 ± 0.33
a

8.21 ± 0.25
a

78.23
***

Moisture 8.84 ± 0.05
a

8.53 ± 0.05
c

8.48 ± 0.08
c

8.74 ± 0.01
b

7.86 ± 0.04
d

159.36
***

Chewiness 8.25 ± 0.01
c

8.32 ± 0.08
b

8.40 ± 0.22
b

8.59 ± 0.08
a

8.43 ± 0.01
b

153.25
***

Residual mouthfeel 8.86 ± 0.04
a

8.71 ± 0.02
b

8.53 ± 0.04
c

8.06 ± 0.01
d

7.61 ± 0.03
e

96.21
***

Taste 8.87 ± 0.01
a

8.86 ± 0.01
a

8.85 ± 0.05
a

8.84 ± 0.02
a

8.04 ± 0.13
b

49.32
***

Overall acceptability 8.74 ± 0.04
a

8.49 ± 0.01
c

8.54 ± 0.02
b

8.73 ± 0.01
a

8.00 ± 0.11
d

297.14
***

1)
BRW: Black rice bran white pan bread

2)
All values are mean ± S.E., 

***
p < 0.05

3)
Different letters (a-e)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흑미미강 첨가 식빵의 항산화 활성

흑미미강 분말을 첨가한 식빵의 항산화 활성의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화합물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2차 대

사산물의 하나로 수산기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며 거대분자와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생리적 활성을 나타내

는 기능을 나타낸다(Nozaki, 1986). 총 폴리페놀 함량은 대조군에서 1.87 mg GAE/g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첨가량

에 따라 4.52－12.67 mg GAE/g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보편적인 방법인 DPPH 

radical 소거능 역시 흑미 미강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20% 첨가군에서 24.31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흑미미강 분말의 첨가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이는 흑미미강 분말의 

항산화 성분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비타민나무열매(Lee and Kim, 2020) 및 브로콜리 분말(Lee, 

2015)를 첨가한 식빵의 실험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7. Antioxidant activities of white pan bread with different amounts of black rice bran powder

Black rice bran powder(%)

BRW
1)

 0 BRW 5 BRW 10 BRW 15 BRW 20

Total polyphenolic content 

(mg GAE/g)
1.87 ± 0.02

e
4.52 ± 0.05

d
8.84 ± 0.01

c
9.5 ± 0.03

b
12.67 ± 0.05

a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5.97 ± 0.04

e
9.25 ± 0.01

d
13.23 ± 0.01

c
20.47 ± 0.04

b
24.31 ± 0.02

a

1)
BRW: Black rice bran white pan bread

2)
All values are mean ± S.E., 

***
p < 0.05

3)
Different letters (a-e)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흑미미강 분말의 식품소재로서의 이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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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강 분말을 5%, 10%, 15%, 20%의 비율로 첨가한 식빵의 품질 특성과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였다. 식빵 무게는 흑미

미강 분말의 첨가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부피는 첨가군 모두에서 조금 작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수분함

량은 대조군이 가장 높았으나, 실험군에서는 20% 첨가군이 가장 낮은 수분함량을 나타냈다. 색도의 경우 명도(L)값

과 황색도(b)값은 감소를 적색도(a)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계적 측정 결과 흑미미강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탄력성과 응집성은 감소하였고, 씹힘성은 증가하였다. 흑미미강 분말 첨가에 따라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15% 첨가한 식빵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흑미미강 분말의 항산화 성분

에 의해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15%의 흑미미강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식

빵의 경우가 관능적 선호도를 나타내는 첨가량으로 생각되며, 흑미미강 분말 첨가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기능성 

식빵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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