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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인들의바쁜일상과개인생활양식의변화는식생활에

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식생활의 형태가 점차 간소
화 및 서구화되어감에 따라 빵은 주식 대체용으로 보편화됨

에 따라 1인당식빵소매시장규모는 2015년기준 790억원으
로 2013년(742억 원)에 비해 약 6.5% 증가하였다(MAFRA& 
KAFTC, 2016). 이러한수요의증가는고객의다양한니즈로
이어져, 제품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식빵의제품개발에대한연구로는크게발효, 가열및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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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white pan bread according to 
the different types of water (tap water (still water), purified water, still water, light water, classical water, 
and bold water). Pan bread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texture profile analysis, fermentation, 
texture, suitability, image analysis, color, moisture content, and statistical analysis. This result will con-
tribute to the commercialization of pan bread using various kinds of water. Ultimately, we analyz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various kinds of water, depending on the carbonic acid content on the dough 
and the pan bread, and to derive the optimum kinds and ratios of the water to be applied to the pan 
brea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best findings were obtained with water containing carbonic acid 
content more than the classical water according to overall characteristics, durability (Width of Tail and 
Integral), foot efficiency, softness, volume and preference check. Therefore, when white pan bread is 
produced by using water containing a carbonic acid content (5～7.5 mg/L) or more of the classical 
water, it affects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 good  obtains positive response to from consumers. 
In this study,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pan bread based different kinds of water which were not 
available in the past, an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pan bread, which can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future research, were well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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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등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연구와 첨가되는 재료의 종

류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을 이용한 연구로 나뉜다. 특히, 이
화학적 특성을 이용한 연구는 밀가루 또는 흑미가루(Im & 
Lee, 2010)와 같은 주재료의종류를 달리하거나 부재료로 함
초(Bae, Park & Lee 2008), 다시마(Kwon, Chang & Kim, 2003) 
등 식이섬유와참죽(Kim, Lee & Jin, 2014), 어성초(Park, 2015), 
초석잠(Jeon, Lee & Park, 2015), 동충하초(Jung, Park & Shin, 
2008) 등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을 함유한 기능성 식품소재를
첨가에 관한 것으로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다양한 종류의 분말형태의 식품소재를 첨가하여 제조한 식

품의 이화학적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반
면, 식빵에 함유되는 액상형태의 식품소재를 활용하여 품질
특성분석한선행연구로보이차(Kim, Kang, Kim & Ko, 2015), 
칡즙(Kim, 2012), 오미자청(Byun, Chang, Jeoung & Lee, 2015), 
홍국 발효액종(Kim, Park, Kim, Lee & Lee, 2011) 등이 있다. 
이와 같이식빵을제조하는데있어다양한재료를 사용하

여 품질특성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 기본적이면서 큰 영향요인 중하나인 물의

종류에 따른 식빵의 품질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최근, 소비자의물에대한관심은건강과미용뿐만아니라

맛에있어서도중요요인으로자리잡으며다양한물의종류

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의「먹는
물 관리법」에 의하면 현행 법령 상 먹는물 관련 유사용어의

개념과 범위에 따르면 물은 먹는물, 먹는물 공동시설, 냉․
온수기, 정수기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먹는물은 수돗물, 생
수(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로 구분하였다. 
또한, 마이클마스카(Michael, 2006)는 물을 탄산함량에 따라
스틸워터, 에퍼베슨트워터, 라이트워터, 클래식워터, 볼드워
터로 구분하여탄산함량에 따른 탄산화 등급의기준을 확립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발 맞춰 식빵에도 물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을개발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밀가루 양을 조절하지 않는 상태
에서 탄산함량에 따른 물의 종류를 다르게 하여 식빵 제조

에 사용하였다. 이는 순수하게 탄산함량에 따른 물의 종류
가 식빵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탄산함량에 따른 다양한 물의 종류를 이용한

식빵의 상품화를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궁극적으로는, 탄산
함량에 따른 다양한 물의 종류가 반죽과 식빵에 미치는 품

질특성 결과를분석하여식빵에 적용되는 최적의 물의 종류

와 비율에 대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재료

실험 재료로는 강력밀가루(대한제분, 1등급 코끼리표), 수
돗물(스틸워터)1) 및 정수수(스틸워터, 라이트워터, 클래식워
터, 볼드워터2), 코웨이 자동탄산얼음냉정수기, CPSI-370N), 
설탕(대한제당, Foodream), 이스트(제니코식품(주), 생이스트), 
마가린(한국 하인즈, 프리미엄 나폴레옹-골드), 탈지분유(서
울우유), 소금(한주소금) 및 제빵 개량제((주)선인, Excel) 등
을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Mixograph(믹소그래프)를 통한 반죽의 특성

물의종류에따른밀가루반죽의물성은Mixograph(Nathonal 
Mfg. Co. Lincoln, NE, USA)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믹소그
래프 spring 장력은 12번으로설정하였고, 시료는 AACC method 
54-40(1995)에의하여 밀가루 10 g에 물의양은 6 g을사용하
였다. 10분 동안 반죽한 후, 믹소그램 결과로부터 mid-line의
peak time, peak value, left slope, right slope, 8분 후의 width와
integral value를얻어각반죽의특성을알아보았다. 환경변화
에 따른 변수를 줄이기 위해 실내온도 20℃, 습도 30%로 통
제하였다.

2.2.2. 식빵의 제조

식빵을 제조하는데 있어 시료로 사용되는 5가지의 물 종
류는 탄산함량에 따라 수돗물(스틸워터), 정수수(스틸워터), 
정수수(라이트워터), 정수수(클래식워터), 정수수(볼드워터)
를 사용하였으며, 배합표는 Table 1과 같다. 탄산함량에 의
해 구분되는 물의 종류는 탄산이 많을수록 입안에서 구조감

이무거우며, 청량감을부여한다(Ko, 2014). 아울러, 물은최종
반죽온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반죽 시 시료의 온도

를동일하게유지하였다. 식빵은 AACC method 10-10A(1995)
를 기준으로 직접 반죽법을 이용하였으며, 반죽온도는 수온
조절법을 토대로 최종 반죽온도를 27±1℃가 되도록 맞추었
다. 총 7가지 재료의 종류를 정확하게 개량한 후, 반죽기
(NVM-12, 대영공업사, 한국)에 넣어 반죽하였으며, 반죽시
간은 1단에서 2분, 2단에서 10분으로 설정하였다. 1차 발효
에서 60분간 이루어졌고, 이때 발효실의 온도는 34±1℃, 상
대효는 발효실(대영공업사, EP-20)습도 85∼95% 조건을 유
지하였다. 1차 발효후 반죽을 450 g씩분할하여둥글리기를

1) ‘코웨이 CPSI-370N 제품 탄산수 관련 연구’의 일부로, 코웨이의 요청으로 수돗물(스틸워터)를 대조군으로 설정함.
2) Ko(2014)에서제시하고있는탄산함량에따른물의종류기준을적용(스틸워터 0 mg/L, 라이트워터 2.5～5 mg/L, 클래식워터 5～7.5 mg/L, 
볼드워터 7.5～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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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겉면이 마르지 않도록 비닐을 덮은 상태로 15분
간 중간 발효를 진행하였다. 중간 발효 후 one-loaf 모양으로
반죽을 성형하고, 21.5×9.7×9.5 cm의 크기의 틀에 팬닝하였
다. 2차발효를위하여발효실온도 38±1℃, 상대습도 90%로
통제하였고, 45분간 2차 발효를 진행하였다. 2차 발효 종료
후, 미리 전기식 3단 데크 오븐(대영공업사, FOD-7013)의 윗
불 및 아랫불을 각각 180℃로 예열해둔 오븐에서 30분간 구
웠다. 굽기가 완료된 식빵은 냉각팬에 놓은 채로 실온에서
1시간 냉각시킨 후, 비닐 지퍼백에 담아 실온에서 보관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2.3. 발효율 측정값

1차발효동안반죽내에생성되는탄산가스에의한반죽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Digital imaging method(Emehdi, 
Page & Scanlon, 2007)를응용하여측정기구를만든후, 탄산함
량에 따른 반죽의 발효율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반죽이
완료된후, 2 g씩계량한 뒤 분할하여둥글리기한반죽을 표
면에 5 mm의 간격 표시가 있는 아크릴판(상하 두께 1 cm) 
사이 중앙에 삽입한 후 측정하였으며, 원 모양의 반죽 중심
으로부터 상하좌우 4 좌표축의 길이를 측정한 후 평균값을
구하여 발효율을 도출하였다. 이때 발효율 측정기구는 발효
실(온도 32℃, 습도 85∼90℃)에넣고믹싱완료 후 15분마다
측정하였으며, 더이상 반죽의크기가크지 않은 120분후에
측정을 종료하였다. 

2.2.4. 조직감 측정
물의 종류에 따른물을활용한식빵의 조직감을 측정하기

Table 1. Formulas for white pan bread with different 
water types

Ingredients (g)
Sample

Ⅰ1) Ⅱ Ⅲ Ⅳ Ⅴ

Strong flour 1,600 1,600 1,600 1,600 1,600

Water  960  960  960  960  960

Margarine   48   48   48   48   48

Sugar  128  128  128  128  128

Salt   28.8   28.8   28.8   28.8   28.8

Non-fat dry milk   32   32   32   32   32

Yeast   48   48 48   48   48

Dough conditioner   32   32 32   32   32

1) Ⅰ: 수돗물(still water, control), Ⅱ: 정수수(still water), Ⅲ: 정
수수(light water), Ⅳ: 중탄산수(classic water), Ⅴ: 정수수
(bold water).

위해 Texture analyzer(TA-XT Express, Stable Micro Systems, 
UK)를이용하여 TPA(Texture Profile Analysis, 식품물성시험)
를 측정하였다. Test speed 1.7 mm/s, distance 4 mm, trigger 
5g 조건에서 36 mm cylinder probe를 사용하여 조직감을 측
정하였다. 이를 위해, 식빵은 12.5 mm의 두께로 자른 뒤, 두
조각씩겹쳐 25mm의두께로측정에사용하였다. 2회연속압
착하였을 때 얻어지는 force-time curve로부터 경도(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씹힘성(chewiness), 
검성(gumminess), 응집성(cohensiveness), 탄성(resilience)을
측정하였다.

2.2.5. 비용적

먼저각시료의무게를측정하고, 식빵의부피는AACC method 
72-10 종자치환법(1995)으로 측정하였다. 이렇게 측정한 부
피를 무게로 나눈 값을 비용적(mL/g) 값으로 나타내었다. 

2.2.6. 영상분석

물의종류에따른식빵속질및껍질의특성을알아보기위

해 crumbScan(American Institue of baking/devore systems)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시료의 경우, 실온에서 2시간 냉각시
킨 후, 각 시료별 부피가 일정하고, 껍질의 상태가 양호한
것을 3개씩 선별하여측정에 사용하였다. 각시료는 식빵절
단기(대영공업사)를 이용하여 12.5 mm의 두께로 절단하여, 
양끝 부분을 제외하고 1번부터 15번까지 번호를 부여한 뒤, 
가장 중앙의 7번 식빵의 단면을 택하여 측정하였다. 영상분
석 이미지는 HP PSC 1310 series(Hewlett Packard)를 사용하
였다. 분석결과의객관성및정확성을높이기위해한구역에
서 10% 이상 어둡거나, 크기가 500 pixels 이상으로 나타난
기공들은 성형 실수로 설정하여 배제하였으며, 구획간의 중
복률은 10%로 설정하였다. 

2.2.7. 색도

물의 종류에 따른 식빵의 색도를 측정하기 위해 색차계

(Colorimeter JC801, color Techno Co. Ltd. japan)를 사용하였
으며, 측정 시 백색판의 L, a, b값은 각각 93.76, -0.90, 1.07
로 나타났다. 색도측정을위해서 각시료의속질을지름 3.5 
cm, 두께 1 cm로 준비한 후 35×10 mm 규격의 tissue culture 
dish에 넣어서 색도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값은 L, a, b로 나
타나는데, L값은 명도, a값은 적색도, b값은 황색도를 의미
한다.

2.2.8. 수분함량

물의종류에따른식빵의수분함량을측정하기위해식빵의

속질을 1 g씩 개량하여 수분 측정기(Moisture analyser,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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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OHAUS, USA)에 넣고, 할로겐 방식(120℃, A60)으로 측
정하였다. 

2.2.9. 기호도 검사

물의 종류에 따른 식빵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K대학
교 대학원 조리외식경영학과 및 와인소믈리에학과 30명을
대상으로 기호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에 사용된 식빵은
제조 후 1시간 냉각 과정을 거쳐 4시간 동안 밀봉 상태로
보관한 상태를 제공하였다. 제공 시, 대조구 포함 총 5종의
시료는 물과 함께 동시에 제공하였으며, 시료의 특징을 알
수 없도록 난수표로 제시하였다. 기호도 검사는 외관(appea-
rance), 풍미(flavor), 질감(texture), 맛(taste) 및 전반적인 기호
도(overall acceptance)의 총 5개 문항을 7점 척도(1점: 매우
싫다∼4점: 좋지도 싫지도 않다∼7점:매우 좋다)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Bennion & Bamford, 1997).  

2.3. 통계처리

실험에 대한 결과는 각 분석 당 3회 이상 반복 측정한 후
도출하였으며, 측정값은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통
계처리를 수행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One-way ANOVA 및
사후검증(Duncan의 다중범위 검정)을 실시하여 p<0.05 수준
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crumb-Scan 측정과
부피측정 방법인 종자치환법에 따른 부피의 검정을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3. 분석 결과

3.1. Mixograph(믹소그래프)

물의 종류에 따른 식빵의 전반적인 특성 및 내구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Mixograph(믹소그래프)을 이용하여 분석하

Table 2. Mixograms of white pan bread with different water types

Sample1) Peak time (min) Peak value (%) Mixing tolerance (%/min) Width of tail (%) Integral (%Tq*min)

Ⅰ1) 3.29±0.042)a 63.32±1.32b 10.78±1.59b 16.62±1.10b 167.04±2.83c

Ⅱ 3.30±0.07a 59.96±1.46a 8.50±0.97ab 14.68±0.86a 156.38±6.55ab

Ⅲ 3.59±0.16c 59.21±1.96a 7.23±1.32a 16.64±0.39b 165.37±3.50bc

Ⅳ 3.35±0.13ab 59.84±0.67a 9.26±2.29ab 16.72±0.76b 159.08±7.15abc

Ⅴ 3.52±0.03bc 58.74±0.66a 8.47±1.99ab 17.15±1.07b 152.87±4.62a

F-value 5.80*3) 5.68* 1.77ns 3.63* 3.96*

1) Refer to Table 1 for abbreviations.
2) Mean±S.D.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p<0.01, *** p<0.001, ns: non-significant).

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Peak time으로 반죽의 발
전 시간을설명할수있으며일반적으로제빵에 적합한 peak 
time은 3～5분이다(Walker & Walker, 2001). 본 연구의 결과, 
peak time은모두적정시간인 3～5분사이에있었으며, p<0.05 
수준에서 시료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
면, 정수수(라이트워터) >정수수(볼드워터) >정수수(클래식
워터) >수돗물(스틸워터)=정수수(스틸워터) 순으로 peak time
이 길게 나타났다. 
또한, peak time value는 60% 이상에서 제빵 적성이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Walker&Walker, 2001), 수돗물을 제외
한 모든 시료에서 60% 이하의 값을 나타냈으며, 수돗물이
p<0.05 수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나, 시료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죽의 내구성 혹은 안정성을 나타내는 mixing tolerance 

(%/min)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Width of Tail은 8분 후
curve tail 값으로 반죽의 약화도를 뜻하는데, p<0.05 수준에
서 시료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정수
수(볼드워터)․정수수(클래식워터)․정수수(라이트워터)․
수돗물(스틸워터) >정수수(스틸워터) 순으로 curve tail이 길
게 나타났다. 즉, 정수수(스틸워터)보다 탄산함량이 높을수
록 반죽이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tegral은 전체
적으로 반죽이 최종적으로 발전되는 데에 필요한 힘의양을

뜻하는데, 수돗물(스틸워터) >정수수(라이트워터) >정수수
(클래식워터 >정수수(스틸워터) >정수수(볼드워터) 순으로
필요한 힘의 양이 p<0.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수수(볼드워터)를이용할 경우, 밀가루 반죽시 힘
이 덜 부친다고 할 수 있다. 

3.2. 발효율

물의 종류에 따른 식빵 반죽의 발효 정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반죽 직후 0분부터 120분까지 15분마다 반죽의 발효율



김윤아․고재윤․유세란․장세진․강상현․한두언․김성환․서지혜108

을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으로 밀가
루 반죽의 발효율은 1차 발효가 끝나는 시점인 60분과 2차
발효가끝나는시점인 120분으로나뉜다. 본실험의경우, 0분
부터 15분까지 시료들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30분
경과후부터 2차발효가끝나기전까지인 105분까지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1). 이를 살펴보면, 밀가루
반죽의 발효율은 60분 경과 후, 정수수(볼드워터) >정수수
(클래식워터) >정수수(라이트워터) >정수수(스틸워터)․수
돗물(스틸워터) 순으로 높게 나타나, 정수수(볼드워터)를 이

Table 3. Change in volume of white pan bread with different water types

Time lapse
(min)

Sample
F-value

Ⅰ1) Ⅱ Ⅲ Ⅳ Ⅴ

  0 1.68±0.062) 1.68±0.01 1.71±0.04 1.68±0.01 1.73±0.05  0.72ns

 15 1.73±0.07 1.73±0.06 1.84±0.04 1.83±0.08 1.79±0.04  2.39ns

 30 1.96±0.08a 1.93±0.04a 2.19±0.10b 2.15±0.09b 2.25±0.07b 13.173)**

 45 2.32±0.10a 2.30±0.08a 2.63±0.11b 2.53±0.10b 2.57±0.06b  8.11**

 60 2.60±0.09a 2.58±0.05a 2.94±0.08bc 2.83±0.09b 3.03±0.11c 15.64***

 75 2.93±0.10a 2.83±0.04a 3.19±0.01b 3.17±0.09b 3.33±0.08c 24.91***

 90 3.19±0.08ab 3.05±0.05a 3.22±0.06ab 3.31±0.14bc 3.43±0.10c  7.22**

105 3.30±0.08a 3.18±0.04a 3.21±0.07a 3.32±0.06a 3.52±0.15b  6.78**

120 3.33±0.11ab 3.19±0.06a 3.26±0.08a 3.29±0.09ab 3.46±0.12b  3.07ns

1) Refer to Table 1 for abbreviations.
2) Mean±S.D.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p<0.01, *** p<0.001, ns:non-significant).

Table 4. Texture characteristics of white pan bread with different water types by texture analyzer

Variable
Sample

F-value
Ⅰ1) Ⅱ Ⅲ Ⅳ Ⅴ

Hardness 153.47±3.992)c 142.90±9.40bc 145.13±5.95bc 126.43±1.72a 136.27±5.87ab   8.703)**

Adhensiveness   0.17±0.12   0.17±0.12   0.17±0.10   0.10±0.10   0.10±0.10   0.40ns

Springiness   1.00±0.01a   2.22±0.04b   2.21±0.01b   2.22±0.01b   2.20±0.05b 1,112.14***

Chewiness 126.34±2.70a 263.19±17.29cd 270.84±11.05d 232.37±4.08b 250.70±4.49c 112.44***

Gumminess 126.87±2.25c 118.64±6.73bc 122.80±4.94c 104.84±2.18a 114.24±4.47b  10.86**

Cohensiveness   0.83±0.01   0.83±0.00   0.85±0.02   0.83±0.01   0.84±0.01   1.61ns

Resilience   0.51±0.03ab   0.49±0.02a   0.54±0.02b   0.50±0.01a   0.51±0.02ab   2.55ns

1) Refer to Table 1 for abbreviations.
2) Mean±S.D.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p<0.01, *** p<0.001, ns: non-significant).

용할경우식빵밀가루반죽의발효에우수하다고할수있다.

3.3. TPA(Texture Profile Analysis, 식품물성시험)

물의종류에따른식빵의 조직감 변화를알아보기위하여

TPA(Texture Profile Analysis, 식품물성시험)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경도(hardness)는 빵의 품질을 결정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되는 중요한 특성이며(Wang, Provan & Helli-
well, 2003),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부드러운 빵을 신선하
다고생각한다는 척도이다(Ram, 2011). 본연구의경우, 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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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도에서 시료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수
돗물(스틸워터) >정수수(라이트워터) >정수수(볼드워터) >
정수수(스틸워터) >정수수(클래식워터) 순으로 높게 나타나, 
정수수(클래식워터)의 경우 경도가 가장 낮아 부드러운 질
감을가진것으로나타났다. 탄력성(springiness) 역시시료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정수수(클래식워터)․
정수수(스틸워터)․정수수(라이트워터)․정수수(볼드워터)
>수돗물(스틸워터) 순으로 높게 나타나, 수돗물(스틸워터)
를 사용할수록탄력성이낮은것을알수있다. 씹힘성(chewi-
ness)도 시료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정수수
(스틸워터)에서 26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돗물(스틸
워터)가 126.3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검성(gumminess)에서
도 시료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수돗물(스틸
워터)에서 126.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수수(클래식워
터)가 104.8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착성(adhesiveness), 응
집성(cohesiveness), 탄성(resilience)은 시료간의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각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난 것으로 보아 물의 종류에 따라 식빵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수돗물(클래식
워터) 이상의 탄산함량을 함유한 물을 이용할 경우, 식빵의
조직감이 우수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3.4. 비용적

물의종류에따른식빵의무게, 부피, 비용적결과는 Table 
5와같다. 먼저 무게는시료간의유의한 차이가나타나지 않
았으며, 부피는 p<0.001 수준에서 정수수(볼드워터)․정수
수(클래식워터) >정수수(스틸워터) >정수수(라이트워터)․
수돗물(스틸워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용적의 경우, 역
시 p<0.001 수준에서 정수수(볼드워터)․정수수(클리식워
터) >정수수(스틸워터) >수돗물(스틸워터)․정수수(라이트
워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정수수(클래식워
터) 이상의 탄산함량을 함유한 물을 이용할 경우, 무게에 비
해 부피가 더 크므로 비용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5. Volume and specific volume of white pan bread with different water types

Variable
Sample

F-value
Ⅰ1) Ⅱ Ⅲ Ⅳ Ⅴ

Weight (g)  399.53±0.672)  401.63±1.17  401.10±1.06  401.47±0.60  401.80±0.80  3.21ns

Volume (mL) 1,097.83±32.35a 1,165.00±21.65b 1,090.00±26.46a 1,290.00±36.06c 1,303.33±27.54c 36.823)***

Specific volume (mL/g)    2.74±0.08a    2.90±0.06b    2.72±0.06a    3.21±0.09c    3.24±0.07c 35.33***

1) Refer to Table 1 for abbreviations.
2) Mean±S.D.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p<0.01, *** p<0.001, ns: non-significant).

3.5. 영상 분석

물의종류에따른식빵을영상분석프로그램인 crumbScan
으로 측정하여 기공의 조밀도(fineness), 기공의 찌그러짐

(elongation), 추정부피(volume), 껍질의 두께(thickness)를 확
인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기공의 조밀도(fineness), 찌그러짐(elonga-

tion), 껍질의 두께(thickness)는 시료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p<0.01 수준에서유의한 차이가 나타난추정
부피(volume)를 살펴보면, 정수수(볼드워터)와 정수수(클래
식워터)가 정수수(스틸워터), 정수수(라이트워터), 수돗물(스
틸워터)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정수수(클래식워터)와 정수
수(볼드워터)의 추정부피가 각각 2,074.67 및 2,087.00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정수수(클래식워터) 이상 탄산함
량을 함유한 물을 이용할 경우 부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3.6. 색도

물의 종류에 따른 식빵의 색도 변화는 Table 7과 같다. 물
은 일반적으로 무명․무색으로 알려져 있듯이, 명도(L), 적
색도(a), 황색도(b)에서 시료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물의 종류는 식빵의 색도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7. 수분함량

물의종류에따른식빵의수분함량의변화는 Table 8과같
으며, 시료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물
의 종류는 식빵의 수분함량 변화에는 영향을미치지 않는다

고 할 수 있다.

3.8. 기호도 검사 

물의 종류에 따른 식빵의 기호도 검사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질감(texture)과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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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s of crumbScan of white pan bread with different water types

Sample1) Fineness Elongation Volume(mL) Thickness(cm)

Ⅰ1) 847.67±30.732) 1.55±0.08 1,854.33±50.20a 0.34±0.02

Ⅱ 808.33±29.57 1.54±0.02 1,903.67±37.00a 0.29±0.03

Ⅲ 846.33±25.66 1.53±0.10 1,869.33±69.82a 0.36±0.01

Ⅳ 825.67±16.86 1.47±0.08 2,074.67±84.91b 0.32±0.06

Ⅴ 827.67±17.50 1.55±0.15 2,087.00±81.54b 0.32±0.04

F-value 1.30ns 0.40ns 8.593)** 1.83ns

1) Refer to Table 1 for abbreviations.
2) Mean±S.D.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p<0.01, *** p<0.001, ns: non-significant).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질감(texture)은 정수수(클래식워터)와 정수수(볼드워터)가
정수수(스틸워터), 정수수(라이트워터), 수돗물(스틸워터)

Table 7. Color value of white pan bread with different 
water types

Sample1)
Hunter’s Value

L a b

Ⅰ1) 80.12±1.172) -3.24±0.41 16.36±0.64

Ⅱ 81.16±0.57 -2.64±0.36 16.00±0.58

Ⅲ 79.74±1.61 -3.08±0.37 17.32±0.53

Ⅳ 80.22±0.83 -2.48±0.14 16.12±0.80

Ⅴ 79.97±0.30 -2.54±0.29 15.93±0.55

F-value 0.8ns 3.29ns 2.46ns

1) Refer to Table 1 for abbreviations.
2) Mean±S.D.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p<0.01, *** p<0.001, ns: non- 
significant).

Table 8. Moisture content of white pan bread with different water types

Sample
F-value

Ⅰ1) Ⅱ Ⅲ Ⅳ Ⅴ

Moisture 40.64±0.622) 40.23±0.40 39.20±0.75 40.40±0.90 39.63±0.64 2.26ns

1) Refer to Table 1 for abbreviations.
2) Mean±S.D..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p<0.01, *** p<0.001, ns: non-significant).

보다 질감의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기호
도(overall acceptance)는 정수수(클래식워터)․정수수(볼드
워터)>정수수(라이트워터)․정수수(스틸워터)>수돗물(스틸
워터) 순으로 전반적인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
수수(클래식워터) 이상의 탄산함량을 함유한 물을 이용할수
록 질감 및 전반적인 기호도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4. 요약 및 결론

물의종류에따른식빵의 품질특성을 알아본 결과는다음

과 같다. Mixograph(믹소그래프)의 peak time의 경우, 대조구
와 탄산함량에 따른 물의 종류에 따른 실험군 모두 3～5분
사이로 제빵 적성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Peak time value의
경우, 대조구를 제외한 실험군에서 60%에 약간 못 미치는
값을 나타내었으나, 전반적으로 60%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Width of Tail 및 Integral의경우, 유의
한 수준에서 정수수(볼드워터)를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반죽이 약하며, 반죽 시 힘이 덜 부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율은 30분부터 시료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60분부터 그 차이가 더 뚜렷해져, 정수수(볼드워
터)의 경우 발효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죽의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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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cceptance test on white pan bread with different water types in the sensory evaluation

Variable
Sample

F-value
Ⅰ1) Ⅱ Ⅲ Ⅳ Ⅴ

Appearance 4.72±1.232) 5.00±1.19 5.09±1.23 5.03±1.36 5.41±1.27 1.227ns

Flavor 4.88±1.16 5.03±1.00 5.13±1.18 5.44±1.27 5.13±1.21 0.990ns

Taste 5.25±1.05 5.22±1.26 5.44±1.13 5.38±1.36 5.41±1.27 0.204ns

Texture 4.88±0.83a 5.34±0.97ab 5.16±1.30ab 5.63±0.87b 5.53±0.84b 3.0263)*

Overall preference 4.88±1.04a 5.19±0.78ab 5.34±1.07ab 5.63±1.07b 5.44±1.01b 2.557*

1) Refer to Table 1 for abbreviations.
2) Mean±S.D.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p<0.01, *** p<0.001, ns: non-significant).

(hardness)는 정수수(클래식워터)가 가장 낮아 부드러운 질
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력성(springiness)은
수돗물(스틸워터)보다 실험군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고, 씹
힘성(chewiness) 및 검성(gumminess)은 정수수(스틸워터)에
서 가장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피는정수수(볼드워터)가높
게 나타났으며, 비용적 측정결과, 정수수(볼드워터) 및 정수
수(클래식워터)에서 우수하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탄산의
함량이 높은 물의 종류를 이용할수록비용적으로 우수한 것

을 알 수있다. 또한, 영상분석을 통해 추정부피(volume)에서
정수수(볼드워터)와 정수수(클래식워터)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정수수(클래식워터) 이상의 탄산함량을 함유한 물
을 이용할 경우 부피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계적 측정에서 식빵의 전반적

인 특성 및 내구성(Width of Tail 및 Integral), 발효율, 부드러
움, 부피, 비용적등에서가장좋은결과를얻은시료는정수
수(클래식) 이상의 탄산을 함유하고 있는 물이었으며, 기호
도 검사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따라서, 물의 종류
에 따른 식빵을 제조할 때 품질특성에 영향을 주고, 소비자
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시료는 클래식 이상의 탄

산함량(5～7.5 mg/L)을 함유하고 있는 물을 이용하였을 때
라고 볼 수 있다. 즉, 5～7.5 mg/L의 탄산을 함유한 물을 식
빵에 적용한다면, 식빵의 부피 증가에 따른 외관적․내관적
으로 품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경도를 낮춰 빵을 부드

럽게 하여 기호도 향상을 이끌어내 좋은 제품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돗물 및 정수수 등의 탄
산함량에 차등을 둔 물의 종류 5종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
여 기존에 전무하였던 물의 종류에 따른 식빵의 품질특성을

살펴보아,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의 종류에 따른 품질특성을 분석한 초기연구로
물의 종류별로 세분화된 배합을 적용하지 못하였다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이에, 향후에는 탄산함량에 따른 물종류별

로 세분화된 배합을 적용하여 최적의 배합을 찾기 위한 연

구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다양한 물의 종류를 식생
활에 적용시키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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