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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pares dried sweet pumpkins to optimize pretreatment conditions of blanching, steaming and microwave heating and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 of each method. The sweet pumpkin blanching treatment of moisture content decreased gradually with 

increasing temperature, and soluble solids, and weight loss was increased. Color temperature is lower, and a higher value of L value and 

b value increased. As for the sweet pumpkin steaming treatment of moisture content, it was observed that the longer the steaming time was 

decreased, sugar content was increased. Change of color in the L value, the longer the steaming time a and b values. Also, as for the 

microwave treatment of the sweet pumpkin, the longer the time the moisture content decreased, it slightly increased soluble solids and 

weight loss. Blanching showed the lowest hardness of texture, followed by steaming, and microwaves, in order. Penetration per 20 hours per 

type was determined by sensory evaluation of sugar, and sugar:fructose(1:2)ratio were higher in the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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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기호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단호박(Cucurbita maxima Duchesne)에는 베타카로

틴의 함량이 높아 항암 및 항산화 효과 등의 약리 기능을 갖

는다고 알려 지면서 단호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

고 있다. 단호박은 영양학적으로 포도당, 과당 등의 당질과 

비타민 A와 C 및 무기성분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소화

흡수율이 높고 펙틴, 카로티노이드, 아미노산, 불포화지방산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기능성 식품소재로도 그 가치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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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독특한 맛을 부여하여 부식으로도 많이 이용되

고 있다(Heo SJ 등 1998).

단호박의 성상은 박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식물로 고랭지

역인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이며 서양계 호박에 속한다. 크기는 

다소 작고 중량은 1.5 kg 내외로 과피는 진한 녹색을 가지고 

있으며 과육은 짙은 황색을 띄며 두껍고 치밀한 섬유질이 있

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1990년 후반부터 남부지방에서 

한정되어 재배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품종이 개

발되어 여러 종류의 단호박이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Seong KC 등 2004). 

최근 호박에 관한 국외 연구는 호박씨 추출물의 

lipoxygenase 저해 및 항산화 효과(Marianna N 등 2009), 미생

물을 이용한 호박의 펙틴 추출방법(Ptichkina NM 등 2008), 

호박의 블랜칭 처리 및 퓨레 저장 중 색 안정성(Gliemmo MF 

등 2009, Goncalves EM 등 2007)에 관한 연구, 호박분말을 이

용한 연구(Mohamed M 등 2011)등의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 

국내의 호박에 관한 연구 중 단호박에 관한 연구로는 영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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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및 항산화성 연구(Kim SR 등 2005), 생육 및 재배방법에 

관한 연구(Seong KC 등 2004, Seong KC 등 2006), 저장성 향

상에 관한 연구(Lee YR 등 2008), 호박의 가공식품에 관한 연

구로는 쿠키에 첨가(Park ID 2012), 호상요구르트에 첨가(Jung 

HA 등 2011), 식혜에 첨가(An YH 등 2011), 스폰지 케이크에 

첨가(Lee MH 등 2010), 스톡에 첨가(Han CW 등 2008), 머핀

에 첨가(Lee SM과 Joo NM 2007), 식빵에 첨가(Bae JH 등 

2006) 등의 연구로 대부분이 단호박 분말을 이용하여 부재료

로 첨가하여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연구 보고가 있었다. 

또한, 호박의 주성분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미생물

의 생육 및 생화학적 변화 등으로 변질요인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당도가 높아 저장성이 매우 약하고 유통기간 중 부패

가 다량 발생되기 때문에 저장방법과 가공이용에 대한 연구

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호박 종류별 다양한 가공방법이 시도되고 있는데, 애호박은 

건조하거나 숙과형 호박은 호박즙으로 이용되며 단호박은 분

말화 및 페이스트 형태로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다(Mohamed 

M 등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호박을 이용하여 최소 가공방법으

로 가열방법에 따라 처리하여 당을 침투한 다음 건조하여 식

감을 향상시키고, 단호박 특유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간식용 스낵 형태의 가공품을 개발하고자 블랜칭, 

증숙 및 전자레인지의 전처리 조건과 당침지액 종류에 따른 

관능적 특성이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단호박은 국내산 애비스로 충청남도 천

안의 재배농가에서 재배된 것으로 중량이 800±5 g인 것을 

제공받아 실험에 적용하였다. 당액으로는 설탕, 과당, 포도당, 

프락토올리고당 등이 사용되었으며 설탕은 백설표(CJ 

Cheiljedang, Seoul, Korea), 과당은 고과당 55(Daesang, Seoul, 

Korea), 포도당은 액상포도당 60(Daesang, Seoul, Korea), 프락

토올리고당(CJ Cheiljedang,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

2. 단호박의 전처리와 건조 시료 조제

단호박을 깨끗하게 세척하여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2.5 × 

2.5 × 1 cm의 크기로 절단한 후 블랜칭, 증숙 및 전자레인

지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전처리를 하였다. 전처리 방법은 블

랜칭의 경우 50, 70, 90 및 100℃의 항온수조에서 2분 동안 

블랜칭하였으며 증숙는 찜솥의 김이 오르기 시작한 직후부터 

0, 1, 2, 4 및 6분 동안 시간을 달리하여 증숙처리 하였다. 

전자레인지(MW231QV, LG Electronics, Seoul, Korea)를 이용한 

가열처리 방법은 0, 5, 10, 20 및 60초 동안 전자레인지상에

서 처리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으로 각각 전처리한 후 

상온(22±1℃)에서 10분 동안 냉각한 다음 식품건조기

(LD-918B, L’EQUIP, Seoul, Korea)를 이용하여 70℃에서 5시

간 동안 건조하여 품질특성을 조사하였다.

3. 이화학적 특성 측정

1) 수분함량

전처리 방법별 건조 단호박의 수분함량 측정은 각 시료의 

중심부에서 동일하게 시료 1 g를 채취하여 105 ℃ 상압가열

방법으로 건조한 다음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나타내었

다. 

2) 당도  

당농도 측정은 전처리로 열처리 방법에 따른 블랜칭, 증숙 

및 전자레인지에 각각 처리한 다음 시료 1 g을 일정하게 취

하여 증류수 10 mL를 가한 다음 homogenizer 

(ULTRA-TURRAX, T25, IKA Labortechnik Co., Staufen, 

Germany)를 이용하여 2분 동안 균질하였다. 균질화된 각 시

료를 상온(22±1℃)에서 3시간 동안 추출한 다음Whatman No 

2 여과지로 여과하여 saccharimeter(PAL-1, ATAGO Co., LTD, 

Tokyo, Japan)을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3) 중량 감소율

중량 감소율 측정은 전처리 방법별 건조 단호박을 무게중

량과 열풍건조 후의 무게중량을 측정하여 두 값의 차이를 백

분율(%)로 나타내었다. 

4) 경도

경도(hardness)의 측정은 Texture Analyser(TA-XT2, Stable 

Micro System Ltd., Haslemere, U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단호박 시료는 깨끗하게 세척하여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2.5 

× 2.5 × 1 cm의 크기로 절단한 후 전처리 방법별 각 시료

를 무작위로 10개를 선택하여 시료의 중앙부위를 측정하였다. 

경도는 5 mm diameter probe를 이용하여 2.00 mm/sec 속도

로 strain 80%, force 5.0 g로 하였으며 그래프 중 최고의 피

크점을 기준으로 하여 g-force로 나타내었다.

5) 색도

색도의 측정은 단호박의 중앙부위를 중심으로 다음 색차계

(Color-Eye 3100, Macbeth, New Windsor, NY, USA)를 이용하

여 L값(명도, lightness), a값(적색도, redness), b값(황색도, 

yellowness)를 3회 측정한 뒤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4. 당 침투 특성

단호박의 시간별 당액의 침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

처리 방법 중 증숙으로 처리하여 측정하였으며 증숙 처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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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0, 1, 2 및 3분으로 하여 처리한 다음 50 °Brix의 설탕

용액을 제조하여 30시간 동안 saccharimeter(PAL-1, ATAGO 

Co., LTD, Tokyo, Japan)을 이용하여 당도를 3회 반복 측정하

였다.  

5. 관능검사  

당 종류에 따른 관능검사는 훈련을 통해 선발된 농식품자

원부 연구원 10명의 패널요원을 대상으로 실험의 목적과 평

가항목에 대해 설명한 다음 순위법과 기호도 평가를 실시하

였다. 부드러운 정도(softness)에 대한 순위법은 제시된 7 가

지 시료의 부드러운 정도의 강도를 평가하였는데, 가장 텍스

처가 부드러운 정도가 강한 것은 ‘1’로 하여 순위를 정하

고 가장 부드럽지 않은 것을 ‘7’로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

다. 이것의 순위합계를 점수화하여 클레이머 검정표를 이용하

여 검정하였다. 기호도 평가는 색(color), 향(odor), 단맛

(sweetness), 텍스처(textur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 대해 9점 기호도법(1점: ‘대단히 나쁘다’, 5

점: ‘보통이다’, 9점: ‘대단히 좋다’)으로 평가하도록 하

였다. 관능검사용 시료는 2.5 × 2.5 × 1 cm로 절단된 단호

박을 김이 오르기 시작하면 2분 동안 증숙하여 10분 동안 상

온에서 식힌 다음 각 당 조성물에 넣어 앞서 당 침투 특성에

서 20시간 이후에 당 농도 변화가 없었던 결과로 20시간 동

안 침지 시켰다. 침지된 시료를 식품건조기(70℃, 5hr)로 건조

하여 관능검사 시료로 하였다. 당 종류는 A(설탕), B(과당), 

C(포도당), D(설탕:과당(1:1)), E(설탕:포도당(1:1)), F(설탕:과당:

프락토올리고당(5:3:2)), G(설탕:포도당:프락토올리고당(5:3:2))

으로 하였다.  

6. 통계처리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은 SAS package 

program(Statistical package social science, Version 12.0)을 이

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유의성 검정(p<0.05)은 Duncan의 다중

검정법(multiple range test)을 이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전처리 방법에 따른 건조 후 품질특성 변화

1) 블랜칭 처리 단호박의 건조 후의 품질특성 변화

단호박의 블랜칭 처리 후 건조 후의 품질특성은 Table 1에

서 보는 바와 같다. 즉, 수분함량은 블랜칭 처리 온도가 높아

질수록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블랜칭 처리 

온도가 50, 70, 90 및 100℃에서 각각 66.66, 65.10, 61.54 및 

59.06%로 나타났으며 블랜칭 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구의 경

우 66.72%이었다. 대조구에 비해 50℃에서 블랜칭 처리한 후 

Blanching 

Temp.

Moisture Content

(%)

Sugar Con.

(°Brix)

Weight Loss

(%)

Hardness

(g)

Control 66.72±3.37
a

19.1±0.01
c

64.96±2.53
b

1553.38±52.63
d

 50℃ 66.66±3.48
a

19.2±0.02
c

56.90±3.98
d

2169.04±48.26
b

 70℃ 65.10±0.59
a

21.2±0.02
b

60.34±5.45
c

3044.61±55.36
a

 90℃ 61.54±3.12
b

22.6±0.02
b

64.62±0.61
b

1665.58±88.65
c

 100℃ 59.06±1.80
c

23.7±0.01
a

70.57±3.36
a

1326.66±67.77
e

Values are mean±SD (n=3)
 a-e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1. Effect of blanching temperature on the quality of dried 

sweet pumpkin

Blanching 

Temp.

Color Value

L a b

Control 45.70±1.60
a

30.84±0.53
b

78.00±0.53
b

 50℃ 45.52±0.37
a

30.69±0.18
b

85.36±0.48
a

 70℃ 45.31±0.30
a

31.92±0.23
b

85.64±1.02
a

 90℃ 44.25±0.22
a

34.09±0.22
a

75.84±0.85
c

 100℃ 44.84±0.07
a

34.48±0.16
a

76.86±0.75
bc

Values are mean±SD (n=3)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2. Effect of blanching temperature on the color value of 

dried sweet pumpkin

건조한 시료의 수분함량의 변화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p<0.05). 당도의 경우 블랜칭 처리 온도가 0. 50, 70, 90 및 

100℃에서 각각 19.1, 19.2, 21.2, 22.6, 23.7°Brix이었으며 처

리 온도가 높을수록 당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블랜칭

에 의한 수분감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Na GM 등 2004). 중량 감소율은 블랜칭 처리 온도가 50℃

일 경우에는 56.90%이었으나 블랜칭 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100℃에서는 70.57%로 나타났다. 경도의 변화를 살

펴본 결과 블랜칭 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구의 경우 1553.38 

g이었으며 블랜칭 처리구의 경우 50℃는 2169.04 g, 70℃는 

3044.61 g로 높은 값을 보이다가 90℃에서는 1665.58 g, 10

0℃는 1326.66 g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단호박의 블랜칭 처리에 따른 건조 후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L값의 경우 대조군이 45.70로 가장 높았으며 

50℃와 70℃에서 블랜칭 처리한 시료는 45.52와 45.31으로 비

슷한 값을 보였고 90℃에서는 44.25, 100℃에서는 44.84로 가

장 낮은 값을 보였으나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

았다(p<0.05). 이것은 대조군은 블랜칭 처리를 하지 않은 것

으로 단호박의 고유의 밝은 색으로 L값이 높았으나 블랜칭 

처리구에서는 블랜칭 과정이나 건조과정에서 색의 변형으로 

낮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a값의 블랜칭 처리 후의 경우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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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의 블랜칭 처리 온도에서 34.48로 가장 높은 값을 보여 

블랜칭 처리 온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육안으로도 적색

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Lee YJ 등 (2011) 연구

에서 도라지의 블랜칭 처리를 하였을 경우 블랜칭 온도와 시

간이 증가할수록 a값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 황색도를 나

타내는 b값은 건조 후 50℃와 70℃에서 각각 85.36 및 85.64

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블랜칭 온도에 의하

여 색도 값인 L값, a값 및 b값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

되었다.    

2) 증숙 처리 단호박의 건조 후의 품질특성 변화

증숙 처리 단호박의 건조 후의 품질특성 변화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수분함량의 경우 증숙 처리 시간이 0, 1, 2, 4 및 

6분에 따라 각각 66.88, 66.77, 66.91, 65.32 및 64.62%로 증

숙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증

숙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당도의 경우는 증숙 처리 시간 0, 1, 2, 4 및 6분

에 따라 각각 22.7,23.2, 23.7, 23.3 및 23.8°Brix로 증숙 6분 

처리가 당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

록 증가하였다. 중량 감소율은 대조구는 63.10%이었으며 증

숙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분 증숙 

처리는 61.80%에서 6분 증숙 처리는 64.00%로 나타났다. 경

도의 값은 대조구의 경우 3813.73 g이었으며 증숙 처리시간이 

증가할수록 경도의 값이 낮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Steaming

Time

Moisture 

Content (%)

Sugar Con.

(°Brix)

Weight Loss

(%)

Hardness

(g)

Control 66.88±0.60
a

22.7±0.01
b

63.10±0.44
ab

3813.73±25.33
a

 1 min 66.77±1.85
ab

23.2±0.01
b

61.80±0.18
c

3048.18±95.467
b

 2 min 66.91±3.06
a

23.7±0.01
ab

62.40±0.23
ab

2289.26±103.42
c

 4 min 65.32±0.43
bc

23.3±0.01
ab

62.80±3.34
ab

1616.87±67.54
d

 6 min 64.62±1.57
c

23.8±0.01
a

64.00±2.52
a

1404.44±85.42
e

Values are mean± SD (n=3)

 
a-e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3. Effect of steaming time o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dried sweet pumpkin

단호박을 절단한 후 증숙 처리 시간별 건조 후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의 경우 

증숙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였고 그 감소의 폭도 증숙 시

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a값은 대조구 

33.14에 비해 증숙 처리가 1분인 경우 34.08로 약간 증가하였

으며 증숙 처리가 6분인 경우 37.99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p<0.05). b값은 대조구에 비해 대부분 증숙 처리 조건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Hong HD 등 (2007)의 연구에서 수

삼을 증숙 횟수에 따라 색도를 측정한 결과 L값은 감소하였

고 a값은 증가하였으며 b값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본 연구와 L값 및 a값은 일치하였으나 b값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증숙 처리 2분까지는 색의 변화의 폭이 적게 

나타나 외관상 품질의 변화가 적어 식품의 색이 미치는 관능

적 요인으로 볼 때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Steaming

Time

Color Value

L a b

Control 51.89±0.02
a

33.14±0.03
c

68.85±0.16
c

 1 min 51.59±1.42
a

34.08±1.41
c

75.73±0.55
b

 2 min 51.10±0.58
a

35.08±0.03
bc

77.23±0.59
ab

 4 min 45.31±0.19
b

36.45±0.03
ab

76.81±0.91
ab

 6 min 44.71±0.02
b

37.99±0.49
a

78.50±0.33
a

Values are mean±SD (n=3)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4. Effect of steaming time on the color value of dried 

sweet pumpkin

3) 전자레인지 처리 단호박의 건조 후의 품질특성 

변화

전자레인지 처리 단호박의 건조 후의 품질특성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전자레인지 처리 시간이 0, 5, 10, 20 

및 60초로 길어질수록 수분함량은 감소하였다. 당도의 경우는 

전자레인지 처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의 

폭은 미미하였다. 중량 감소율은 전자레인지 처리시간이 길어

짐에 따라 변화가 없거나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다(p<0.05). 경도의 변화는 전자레인지 처리 

후 건조 후에 처리 시간이 증가 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Suh HJ 등 (1998)의 연구에서 고구마 볼의 중심온도가 

100℃에 도달하였을 때 전자레인지, 가스오븐레인지 및 증자

에 의해 조리한 경우 전자레인지 보다 가스오븐레인지나 증

자에 의해 조리하였을 때 당의 생성이 많아 기호도가 높았다

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전자레인지 처리의 경우는 

편리성의 장점이지만 단 초간 가열 처리 할 경우 시료의 중

심 부위만 익어버려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장시간 처리할 경

우는 시료가 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료의 균일처리

가 어려워 오히려 품질이 저하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전자레인지 처리 단호박의 건조 후의 색도의 변화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낮아졌으며 

적색도인 a값과 황색도인 b값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L값의 경우 대조구는 50.37이었으나 전자레인지 처리 시

간이 60초로 길어지면서 47.31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p<0.05). a값은 대조구에 비해 전자레인지 처리 10초까지는 

비슷한 값을 나타내다가 20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60초

까지 계속하여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b값의 변화는 대조

구에 비해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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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ping 

Time (h)

Steaming Time (min)

Control 1 2 3

0 54.01±0.05
a

54.03±0.02
a

54.02±0.04
a

54.03±0.02
a

1 54.23±0.03
a

53.02±0.01
b

52.12±0.02
b

52.15±0.02
b

3 53.42±0.01
ab

50.96±0.00
c

51.13±0.03
c

50.73±0.01
c

5 52.42±0.00
c

50.86±0.02
c

50.76±0.01
c

49.23±0.03
d

10 51.42±0.01
d

49.75±0.01
d

48.82±0.00
d

48.06±0.01
e

15 49.53±0.02
e

48.53±0.02
e

48.05±0.02
de

47.67±0.01
f

20 49.03±0.00
e

48.16±0.01
e

47.75±0.02
e

47.55±0.01
f

25 48.11±0.01
f

47.85±0.01
f

47.84±0.01
e

47.61±0.00
f

30 48.12±0.02
f

47.94±0.02
f

47.73±0.00
e

47.63±0.02
f

Values are mean±SD (n=3)

 
a-f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7. Effect of dipping time on the sugar infusion of dried 

sweet pumpkin

Microwaving 

Time

Moisture Content

(%)

Sugar Con.

(°Brix)

Weight Loss

(%)

Hardness

(g)

Control 68.75±0.54
a

23.0±0.01
b

64.5±1.26
a

9886.43±57.53
a

 5 sec 68.46±0.75
a

23.6±0.01
ab

62.5±1.34
ab

9754.63±65.47
a

 10 sec 68.09±0.64
a

24.0±0.01
a

63.2±1.30
a

5412.27±92.36
b

 20 sec 64.02±0.86
b

24.2±0.01
a

63.9±0.14
a

3628.27±107.56
c

 60 sec 63.34±1.06
b

24.0±0.01
a

64.5±0.23
a

2825.21±48.53
d

Values are mean±SD (n=3)
a-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5. Effect of microwaving time o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dried sweet pumpkin

Microwaving 

Time

Color Value

L a b

Control 50.37±0.08
a

33.56±0.03
b

68.56±0.13
c

 5 sec 50.10±0.10
a

33.12±0.07
b

72.13±0.13
b

 10 sec 49.61±0.03
ab

33.34±0.02
b

73.97±0.61
ab

 20 sec 48.72±0.46
ab

35.04±0.29
b

74.62±0.91
a

 60 sec 47.31±0.02
b

38.35±0.18
a

75.67±0.08
a

Values are mean±SD (n=3)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6. Effect of microwaving time on the color value of dried 

sweet pumpkin

2. 당 침투 특성

단호박 건조 스낵 제조를 위한 당 침투 당액의 농도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대조구의 

경우 처음에는 54.01°Brix에서 당침 시간 초기에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5시간 이후에는 다소 적게 감소하였으며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당 침투 20시간에

는 48.11°Brix 이다가 그 이후 30시간 까지 거의 같은 수준

이었다. 처리구도 처음에는 모두 약 54°Brix 이었으나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각각 처리 시간에 따라 다소 당 농도의 값

은 달랐지만 대조구와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를 보였다. 즉, 

증숙 처리에 따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기 시작하여 

증숙 1, 2 및 3분 처리에서 각각 20시간에는 48.16, 47.75 및 

47.55°Brix이다가 30시간까지 거의 변화 없이 같은 당 농도

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대조구에 비해 당 농도가 낮은 것

은 증숙 처리로 인해 단호박의 조직이 느슨해져서 수용성 성

분 및 수분 등의 용출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단호박 건조를 위한 단호박의 최대 당을 침투시간은 20시간

이 적당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 당액에 따른 단호박의 관능적 특성

당액에 따른 단호박 건조 후의 관능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한 결과는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기

호도 평가에서 설탕, 과당 및 프락토올리고당 등을 첨가한 조

성물이 높게 평가되었다. 

Samples Color Odor Sweetness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Softness*

 A
1)

6.3±1.5
a

5.9±1.4
a

6.7±1.3
a

5.8±1.5
a

6.4±0.8
a

45
c

 B
2)

5.5±1.6
c

5.6±1.3
b

6.0±1.7
c

4.3±1.6
b

5.8±1.5
b

40
b

 C
3)

6.0±1.4
b

4.9±1.4
e

4.3±1.6
f

3.5±0.8
d

3.8±1.0
d

58
e

 D
4)

6.3±1.2
a

5.5±1.1
bc

6.5±1.1
b

5.7±1.8
a

6.4±1.1
a

32
a

 E
5)

5.6±1.6
c

5.4±1.2
cd

5.4±1.5
e

3.9±1.4
c

4.6±1.8
c

50
d

 F
6)

6.1±1.0
b

5.2±0.6
d

5.8±1.3
d

5.7±0.8
a

6.3±0.8
a

30
a

 G
7)

4.9±1.7
d

5.2±1.0
cd

4.5±1.3
f

3.0±0.7
e

3.7±0.8
d

56
e

 Values are mean±SD (n=3)

 
1)
A: sugar, 

2)
B: fructose, 

3)
C: glucose, 

4)
D: sugar:fructose(1:1), 

5)
E: sugar:glucose(1:1),

6)F: sugar:fructose:froctooligosaccharide(5:3:2), 7)G: sugar:glucose:froctooligosaccharide(5:3:2),

  sugar solution concentration: 50°Brix 

  
a-f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 ranking test

Table 8. Effect of dipping syrup on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dried sweet pumpkin

즉, 색의 경우는 설탕인 A와 설탕:과당(1:1) 조성물인 D가 

6.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설탕:과

당:프락토올리고당(5:3:2) 조성물인 F가 6.1점을 받았다. 향은 

당종류별 A, B, C, D, E, F 및 G 조성물이 각각 5.9,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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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5, 5.4, 5.2 및 5.2로 점수를 받아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단맛의 경우 A > D > B > F > E > C, G 순이었으

며 텍스처와 전반적인 기호도는 약간의 평가 점수는 달랐지

만 유의성 있게 비슷한 경향으로 A, D, F는 높게 평가 되었

고 그 다음으로 B, E, C, G으로 나타났다(p<0.05). 부드러운 

정도의 강도를 순위법으로 측정한 결과에서 F 조성물이 가장 

부드러운 정도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것은 C조성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설탕은 칼로리만 높고 영양소가 없

으며(Choi MK 등 2006) 과당의 경우는 환원당으로서 당뇨관

련 질환에 효과가 있고 수분 보습력이 있어 마르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Gaby AR 2005), 제품 표면

에 끈적임이 있어 설탕이나 과당 단독 처리 보다는 혼합 처

리한 설탕:과당(1:1), 설탕:과당:프락토올리고당(5:3:2) 조성물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Ⅳ. 요 약

단호박의 전처리 조건에 따라 건조 후의 품질의 변화를 조

사하기 위하여 전처리 조건으로 블랜칭, 증숙 및 전자레인지

의 방법으로 각각 전처리를 달리하여 품질특성을 조사하였다. 

시료의 크기는 2.5 × 2.5 × 1 cm로 하였으며 블랜칭의 처

리 온도는 50, 70, 90 및 100℃으로 하여 각각 2분 동안 처리

하였고 증숙 처리시간은 0, 1, 2, 4 및 6분, 전자레인지는 0, 

5, 10, 20 및 60초 동안 각각 가열하여 10분 동안 식힌 후 실

험을 진행하였다. 품질특성을 조사한 결과, 블랜칭 처리의 경

우 수분함량은 대조구가 66.72%이었으나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100℃에서는 59.06%로 감소하였다. 당도

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중량 감소율은 

처리온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색

의 경우 온도가 높을수록 L값은 낮아지는 반면 a값은 증가하

였고 b값은 증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증숙 시간에 따른 품질

특성에서 증숙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분함량은 감소하였으나 

당도는 증가하였다. 중량 감소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변화의 폭은 미미하였다. 색의 변화에서도 증숙 시간이 

길어질수록 L값은 낮아졌으며 a값 및 b값은 다소 증가하였다. 

전자레인지 처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분함량은 감소하였

고 당도와 중량 감소율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색은 블랜칭과 

중숙의 경우와 같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경도의 결과는 블랜

칭 처리가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이 증숙, 전자레인지 순으로 

나타났다. 당 침투 시간은 20시간으로 결정되었으며 당 종류

별 관능평가에서는 설탕과 설탕:과당(1:1) 조성물이 높게 평가

되었다. 따라서 건조 단호박은 전처리로 증숙을 2분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당침지액은 설탕:과당(1:1)이나 설탕:과당:플락토

올리고당(5:3:2)이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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