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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 kinds of anticaking agents (dextrin, polydextrose) were combined with kiwifruit paste at 5% w/w ratio 
and freeze-dried to prepare a powdered material. The phys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kiwifruit powders with 
anticaking agents were compared with those without anticaking agents as the control. The yield was higher 
in the powders with anticaking agents than the control. Moisture content, acidity, and total phenolics were 
lower in the powders with anticaking agents than the control. The contents of vitamin C was higher in the 
powders with anticaking agents than the control, but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ith different anticaking 
agent type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free sugar content (fructose, glucose, total sugar) and 
organic acid content (oxalic acid, lactic acid, total) depending on the anticaking agent types. Hunter’s L-value 
was significantly high in the order of the samples with dextrin, the control, and polydextrose, while a-value 
showed an opposite tendency. Browning index, water solubility, and swelling power didn'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However, the hygroscopicities with elapsed time were lower in the powders with 
anticaking agents than the control. Therefore, the kiwifruit powder combined with dextrin or polydextrose as 
an anticaking agent at 5% w/w ratio could be used as a food biomaterial with a good quality in moisture, 
vitamim C, color value, browning index, water solubility, and hygroscopicity.

Key words: freeze-dried kiwifruit powder, anticaking agent, dextrin, polydextrose, 
physiochemical charateristics

Ⅰ. 서  론

참다래는 다래나무과(Acinidiaceae) 다래나무

속(Actinidia)에 속하는 덩굴성 낙엽과수이다. 최
근 국내에서 외국 품종의 재배에 따른 로열티 지

불에 응하기 하여, 외국산 품종의 수입 체

와 국내산 품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순수 우리

품종으로서 황색과육의 한라골드 품종이 육종·개
발되어(Kim SC et al 2008) 소비시장에서 외국품

종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 이들 품종은 Hay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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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과 함께 주로 남해안 일 와 제주도에서 재

배되고 있는데 그 생산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

는 실정이다(Jeong CH et al 2007).
참다래는 다른 과실에 비해 비타민 C와 E, 카

로테노이드, 폴리페놀, 무기질, 식이섬유의 함량

이 높아 선호도가 높은 과실 의 하나이며, 최근 

항산화 효과  당뇨, 심 계질환, 특히 소화기

계 암인 암, 폐암, 간암 등의 성인병 방과 변

비 개선 효과 등 건강 기능성이 알려짐에 따라 소

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Du G et al 2009; 
Park YS et al 2011). 한 참다래는 actinidin이라

는 단백분해효소가 존재하여 육류에 한 연화효

과, 소화 증진  laxation 효과(Rush EC et al 
2002)가 있어 참다래는 산업 으로 유용한 원료 

의 하나이다.
지 까지 참다래 분말에 한 연구를 보면 

Hong JH 등(1998)은 과숙된 키 로부터 건조키

를 제조하기 한 삼투건조공정을 최 화하

으며, Youn KS와 Choi YH(1998)는 건조방법에 

따른 건조키 의 품질변화를 측정하 으며, Kim 
HS 등(2003)은 키 분말 첨가가 bakery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 다. Rho JH 등
(2002)이 키 연육제 개발을 해 키 를 건조가

공한 후 건조방법과 고화방지제(固化防止剤, anti-
caking agent)로써 dextrin과 cyclodextrin의 첨가

에 따른 분말의 단백분해활성을 측정하 다.
참다래는 양성분이 풍부하지만 장성이 낮

기 때문에 과숙과나 비상품과의 이용 증 를 

해서는 건조한 후 분말 제품화하여 비타민C 제품, 
냉동식품, 건조식품, 육가공품, 소스 등의 식품소

재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참다래 과육

은 당 함량이 높기 때문에 건조 분말화하면 흡습

성이 강하므로 응집되어 장이 어려운 단 이 

있다. 따라서 참다래 과육에 고화방지제를 첨가

한 후 건조하여 분말이 응집되는 것을 방지할 필

요가 있다.
분말 제조시 사용되는 고화방지제는 starch, 

dextrin, lactose, glucose, gelatin, arabic gum, 

methyl cullulose 등이 있는데, 이들  dextrin은 

흡습성이 낮고 용해분산성이 우수하여 분말의 조

직감 개선효과가 우수하므로 리 사용되고 있다

(Rhee C & Cho SY 1991). 그리고 polydextrose는 

천연에 존재하는 포도당, 솔비톨, 구연산을 

89:10:1의 배합으로 혼합하여 고온·진공에서 반응

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지성규 2007). 한 

다당류로서 안 성과 물에 한 용해 분산성이 

우수하므로 다양한 식품에서 안정제, 증 제, 고
화방지제로 사용되고 있다(Zhong J et al 2000). 
Rho JH 등(2002)이 참다래를 건조하여 분말 연육

제의 제품화 연구에서 고화방지제로 dextrin을 사

용한 보고가 있지만, polydextrose와 dextrin을 고

화방지제로 사용하여 참다래 건조분말의 이화학

 품질특성에 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에서 육성된 참다

래 품종인 한라골드를 상으로 참다래 과육에 

고화방지제로써 polydextrose와 dextrin을 첨가한 

것과 참다래 과육을 고화방지제 첨가 없이 동결

건조하여 분말을 제조한 후 물리화학  특성을 

분석하 다.

Ⅱ. 재료  방법

1. 실험 재료  분말 제조

본 연구에 사용한 참다래는 수확후 1℃에서 6
개월간 장한 한라골드(Actinidia chinensis var. 
Halla Gold)를 제주도 제주시 A 농조합에서 구

매하여 사용하 다. 참다래 과육의 분말 제조는 

참다래의 껍질을 벗긴 후, 마이크로 (HCM-8500, 
Micromill, Hansung Pulverizing Machine Co. Ltd., 
Gyeonggi, Korea)로 습식분쇄 후 고화방지제로써 

polydextrose(Samyang co. Ltd., Seoul, Korea)와 

dextrin(Samyang co. Ltd., Seoul, Korea)을 

5%(wt/wt) 첨가하여 섞은 후 페이스트를 동결건

조하 다. 동결건조물은 믹서기로 분쇄하여 -2
0℃에 보 하면서 분석시료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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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성분  식이섬유 분석

참다래 분말의 수율은 평량법으로 계산하 으

며, 수분은 105℃ 상압건조법(KFDA, 2010)으로 

측정하 고, 산도는 0.1 N NaOH로 정하여 젖

산으로 환산하 다. 식이섬유는 AOAC법(2005)
에 따라 α-amylase, protease  amyloglucosidase
를 이용한 효소분해법으로 측정하 다. 

3. 비타민 C 분석

시료의 추출은 Rizzolo A 등(1984)의 방법을 

변형하여 행하 고, HPLC 분석은 Albrecht JA 등
(1990)의 방법에 따라 행하 다. 시료 1 g에 6% 
meta-phosphoric acid 용액을 50 mL 첨가하고 균

질기를 이용하여 분쇄한 후, 6,000×g(4℃)에서 10
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얻은 후 syringe 
filter로 여과하고 Sep-Pak C18 cartridge(Waters, 
MA, USA)를 통과시킨 다음 HPLC로 분석하

다. HPLC 분석 컬럼으로는 μBondapakTM NH2(3.9 
× 300 ㎜, 10 μm, Waters, Ireland)를 사용하 고, 
이동상은 5 mM KH2PO4(pH 4.6)와 acetonitrile(30 
: 70), 유속은 1 mL/min, 검출기는 UV 254 nm에

서 측정하 다.

4. 총페놀 함량 분석

총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au법(Zhang Q et 
al 2006)에 의해 시료를 80% 메탄올로 추출, 농축, 
동결건조한 후 10 mg/mL 되게 제조하여 사용하

다. 시료 추출물(1 mg/mL) 200 μL와 증류수 1.8 
mL를 혼합하고, 2 N folin-ciocalteau's phenol re-
agent(Sigma, St. Louis, MO, USA) 200 μL을 가하

여 잘 섞은 후 상온에서 6분간 반응시켰다. 이 용

액에 20% Na2CO3 600 μL를 넣어 혼합한 후, 증류

수를 가하여 4 mL로 조정하 다. 이 용액을 90분
간 실온에서 방치한 후 UV 72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시료의 총페놀 함량은 표 물질로 

tannic acid(Sigma, St. Louis, MO, USA)를 이용하

여 얻은 검량곡선으로부터 산출하 다.

5. 유리당  유기산 분석

유리당 함량(Oh HJ et al 2011)은 분쇄한 시료 

1 g에 80% 에탄올 50 mL를 가하여 30분간 음

 추출(3회) 하 다. 추출물은 분석조건에 알맞

도록 희석한 다음 Sep-Pak C18 cartridge(Waters, 
MA, USA)를 통과시킨 후 0.45 μm membrane fil-
ter(Woongki Science co. Ltd., Seoul, Korea)로 여

과한 것을 HPLC(Waters 2695, Waters Associate 
Inc., Milliford, MA, USA)로 분석하 다. 분석 칼

럼은 PrevailTM Carbohydrate ES(4.6×250 mm, 5 μ
m, Grace, MA, USA), 검출기는 ELSD, 이동상으

로는 acetonitrile과 3차 증류수를 7:3으로 혼합하

여 분당 0.8 mL의 속도로 이동시켰다. 유리당 함

량은 농도별로 제조한 각각의 표 물질(Sigma, 
St. Louis, MO, USA)을 HPLC로 분석하여 얻은 

표 곡선으로부터 정량하 다.
유기산 분석을 한 HPLC 조건은 PrevailTM or-

ganic acid(4.6 × 150 ㎜, 3 μm, Grace, MA, USA) 
컬럼을 사용하여 PDA 210 nm에서 검출하 으며, 
이동상으로는 pH 2.5로 조정된 25 mM KH2PO4 

용액을 분당 1 mL의 속도로 이동시켰다. 분리된 

각 피크는 유기산 표 물질과 retention time을 비

교하여 동정하고, 표 곡선으로부터 정량하 다

(Oh HJ et al 2011).

6. 색도와 갈색도 측정

각 시료의 색도는 색차계(Chroma Meter CR-200b,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Hunter L값(백색도), 
a값( 색도), b값(황색도)을 각각 3회 반복 측정한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이 때 사용한 표 백

(standard plate)은 L값이 93.56, a값이 0.20, b값
이 1.33이었다.

갈색도는 Kim HR 등 (2007)의 방법에 따라, 분
말시료 0.5 g를 증류수에 탁시켜 10 mL로 정용

하여 5000×g에서 원심분리기(Rotina 35R, 
Hettich, Germany)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

액을 420 nm에서 흡 도(MQX200 μQuant, 
Bio-Tek Instrument, Inc., USA)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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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Yield, acidity, dietary fiber, vitamin C, and total phenolic content of kiwifruit powders with different
anticaking agents

Component
Combination Ratios(w/w)

Control1) kiwifruit paste 95%+ 
Polydextrose 5%

kiwifruit paste 95%+
Dextrin 5%

Yield (%) 17.9±0.22)a 19.3±0.3b 20.5±0.6b

Moisture (%) 22.59±0.02c 19.70±0.01b 17.54±0.09a

Acidity (%) 12.75±0.08c 11.12±0.11b 10.35±0.04a

Dietary fiber (g/100 g) 10.55±0.43a 10.04±0.01a 11.16±0.37a 
Vitamin C (mg/100 g) 279.4±7.64a 339.9±9.55b 353.5±1.83b

Total phenolics (mg/g) 5.98±0.03c 3.53±0.01a 4.72±0.01b

1) Control: kiwifruit paste 100%
2) Mean±SD (n=3)
a-c) Superscript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7. 용해도와 팽윤력 측정

용해도와 팽윤력 측정은 Dubois M 등(1956)과 

Leach HW 등(1959)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시료 분말 0.1 g에 증류수 10 mL를 가하여 균

질화한 후 60℃의 water bath에서 30분간 120 rpm
으로 진탕하 다. 5분간 냉각 후 5,000×g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과 침 물을 분리한 

다음 105℃에서 3시간 건조한 후 용해도(%)와 팽

윤력(%)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Water solubility(%) = {weight of dried super-
natant(g)}/{weight of the powder(g)} × 100

Swelling capacity(g/g) = [{weight of precip-
itate(g)}/{weight of the powder(g)} × (100 - water 
solubility)}] × 100

8. 흡습성 측정

흡습성은 Chung HS 등(2005)의 방법을 사용하

여 측정하 다. 분말 0.5g을 가습된 container에 

넣고 20℃ 배양기에서 매시간 마다 무게를 측정

하여 7시간까지 측정하 고,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Hygroscopicity (%) = {(A-B)/B} × 100
A : 분말의 무게 (g), B : 분말의 기 무게 (g)

9. 통계분석

실험 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ANOVA의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로 수행하 다. 통계분석 결과는 평균과 편차로 

표시하 으며, 각 처리구간의 유의 인 차이는 ρ

<0.05에서 검증하 다.

Ⅲ. 결과  고찰

1. 참다래 분말의 수율, 수분, 산도, 식이

섬유, 비타민 C, 총페놀 함량

참다래 과육 분말의 수율은 17.9%, 고화방지제

로서 polydextrose와 dextrin을 첨가 시 한라골드

는 각각 19.3%와 20.5%를 보여 고화방지제에 따

른 수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Rho 
JH 등(2002)은 참다래 연육제 건조분말을 제조하

기 하여 참다래 과육에 dextrin과 cyclodextrin을 

각각 5% 첨가하여 동결건조한 분말의 수율은 각

각 18.3%와 18.5%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참

다래 과육 분말의 수율이 19.3∼20.5%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Rho JH 등(2002)은 분말제품

의 가공수율은 고화방지제 함량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건조방법에 의한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고화방지제에 따른 가공수율은 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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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e sugar content of kiwifruit powders with different anticaking agents
(unit: g/100 g, dry basis)

Free sugar
Combination Ratios(w/w) 

Control1) kiwifruit paste 95%+ 
Polydextrose 5%

kiwifruit paste 95%+
Dextrin 5%

Fructose 25.88±0.302)b 21.24±0.21a 21.71±1.23a

Glucose 24.60±0.27a 24.78±0.40a 26.11±1.68a

Sucrose 3.25±0.06c 2.46±0.01b 1.85±0.24a

Total 53.72±0.52b 48.48±0.61a 51.33±2.86a

1) Control: kiwifruit paste 100%
2) Mean±SD (n=3)
a-c) Superscript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이를 보이지 않았다.
참다래 과육의 동결건조분말  과육에 고화방

지제 첨가한 동결건조 분말의 수분, 산도, 식이섬

유, 비타민 C, 총페놀 함량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덱스트린을 첨가한 참다래 과육 분말

의 수분 함량은 17.54%로 다른 과육분말 보다 낮

은 수분함량을 보 다. 이는 첨가된 고화방지제가 

anticaking의 효과뿐만 아니라 과실의 건조과정 자

체를 용이하게 하여 분말화를 쉽게한 것으로 보여

지며 Rho JH 등(2002)의 결과와 일치하 다.
고화방지제 첨가 분말의 산도는 10.35∼

11.12%이었고, 고화방지제 무첨가 과육의 산도가 

12.75%로 높았는데, 이는 고화방지제 첨가에 의

한 희석효과로 보이며, 고형방지제별로는 덱스트

린 첨가 분말의 산도가 낮았다. 한 Oh HJ 등
(2011)은 한라골드의 산도는 0.72%로 제시스 트

(0.65%)보다 높다고 보고하여, 산 함량의 차이는 

참다래 품종의 산도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

다. 식이섬유 함량은 과육 분말이 10.04∼11.16 
g/100 g이었으며, 고화방지제별로는 유의 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타민 C 함량은 279.4∼
353.5 mg/100g이었고, 고화방지제별로는 dextrin 
첨가 분말이 높았다. 이는 고화방지제의 분말 시

스템 내의 블랜딩 즉, 5% 수 에서의 dextrin 
는 polydextrose의 분말 내 첨가에 의해 비타민 C
의 화학  분해 반응을 해함으로써 화학  안

정성(chemical stability)을 높인 것으로 단된다. 
총페놀 함량은 3.53∼5.98 mg/g으로 고화방지

제 무첨가군이 5.98 mg/g, dextrin 첨가군 4.72 
mg/g, polydextrose 첨가군 3.53 mg/g의 순으로 낮

았다. Park YS 등(2011)도 해남과 흥 품종에서 

총페놀 함량이 4.00∼4.86 mg/g라고 보고하 는

데, 이는 본 연구결과 참다래 과육 분말의 3.53∼
5.98 mg/g와 유사한 경향을 보 다. 의 결과로

부터 과육 분말의 품질 특성에서는 고화방지제별

로 식이섬유, 비타민 C 함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고화방지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 참다래 분말의 유리당과 유기산 함량

유리당은 아미노산과 같이 참다래 분말의 감미

를 나타내는 요한 요소인 바, 고화방지제 첨가

에 따른 참다래 과육 분말의 유리당 함량을 분석

하 다(Table 2). 동결건조한 참다래 분말에서 3
종류의 유리당(fructose, glucose, sucrose)이 검출

되었으며 fructose와 glucose가 주를 이루고 있었

는데, MacRae EA 등(1989)과 Oh HJ 등(2011)도 

참다래 품종별 유리당 함량 분석 결과 fructose와 

glucose가 주로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

과와 유사하 다. Rho JH 등(2000)은 참다래 과

육의 총당 함량은 동결건조 후에 45.3%이었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결과 동결건조 후 과육 분

말의 총당 함량은 53.72%로 높았고, 고화방지제

별로 polydextrose 첨가군은 48.48%, dextrin 첨가

군은 51.33%로 무첨가군의 총당 함량과는 유의

인 차이를 보 으나, 고화방지제별로는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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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rganic acid content of kiwifruit powders with different anticaking agents
(unit: mg/g, dry basis)

Organic acid
Combination Ratios(w/w)

Control1) kiwifruit paste 95%+ 
Polydextrose 5%

kiwifruit paste 95%+
Dextrin 5%

Oxalic acid 0.27±0.022)b 0.21±0.03a 0.24±0.01ab

Tartaric acid 15.01±0.07c 10.81±0.74b 9.97±0.20a

Malic acid 15.66±0.36b 13.45±1.63b 11.72±0.38a

Lactic acid 83.66±1.14b 78.23±3.86a 75.54±1.49a

Citric acid 8.07±0.36b 7.32±1.41b 5.48±0.30a

Total 122.68±1.14b 110.01±7.13a 102.95±2.14a

1) Control: kiwifruit paste 100%
2) Mean±SD (n=3)
a-c) Superscript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Hunter's color value and browning index of kiwifruit powders with different anticaking agents

Color
Combination Ratios(w/w)

Control1) kiwifruit paste 95%+ 
Polydextrose 5%

kiwifruit paste 95%+
Dextrin 5%

L 79.35±0.042)b 77.77±0.84a 84.05±0.25c

a -3.71±0.03b -3.53±0.09c -3.99±0.02a

b 38.86±0.05c 27.74±0.30a 28.19±0.07b

Browning index 0.17±0.01a 0.16±0.01a 0.13±0.02a

1) Control: kiwifruit paste 100%
2) Mean±SD (n=3).
a-e) Superscript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참다래 분말의 유기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참다래 과육분말의 주요 유기

산은 lactic acid, tartaric acid, malic acid, citric 
acid로, Oh HJ 등(2011)이 품종별 완숙과 참다래

의 주요 유기산은 lactic acid와 malic acid이고, 소
량의 citric acid가 검출되었다고 보고한 것과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주요 유기산  tartaric 
acid는 참다래 미숙과 품종에서 0.31∼0.73 mg/g
을 보 고, 본 연구결과 동결건조 후 참다래 과육

분말에서는 9.97∼15.01 mg/g로 높았는데, 이는 

참다래 산지별, 품종에 따른 차이로 보여진다. 
Jeong CH 등(2007)은 한국산 골드키 의 주요 유

기산은 quinic acid가 6.65 mg/g, citric acid가 4.82 
mg/g, malic acid가 1.62 mg/g으로 보고하여 본 결

과와 차이를 보 다. 이는 참다래의 재배지, 장

기간  조건, 가공 방법 등의 향요인으로 사료

된다. 유기산  tartaric acid, malic acid, citric 
acid는 과육 분말에서 dextrin 첨가군이 각각 9.97 

mg/g, 11.72 mg/g, 5.48 mg/g로 polydextrose 첨가

군보다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총산함

량 결과와 일치하 다. 총유기산 함량에 있어서

는 고화방지제 무첨가군이 첨가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고화방지제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3. 참다래 분말의 색도와 갈색도

동결건조 참다래 분말의 색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반 으로 모든 시험군에서 

높은 L값과 낮은 a값을 나타내어 동결건조 분말

이 갈변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동

결건조 분말이 열풍건조 분말에 비하여 온도의 

향을 크게 받지 않아 갈변 상이 일어나지 않

았기 때문이다(Kim HS et al 2003). 고화방지제 

첨가 과육분말의 L값이 무첨가 과육분말보다 높

은 것은 고화방지제 첨가로 인하여 밝기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참다래 과육 분말의 색도는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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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Water solubility and swelling power of kiwifruit powders with different anticaking agents

Property
Combination Ratios(w/w)

Control1) kiwifruit paste 95%+ 
Polydextrose 5%

kiwifruit paste 95%+
Dextrin 5%

Water solubility(%) 59.57±1.712)a 61.57±1.57a 64.84±5.22a

Swelling power(g/g) 0.83±0.18a 0.92±0.01a 1.01±0.05a

1) Control: kiwifruit paste 100%
2) Mean±SD (n=3)
a-c) Superscript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과 고화방지제별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참다래 분말의 색도는 유리당 조성과 maillard 

반응에 의해서 향을 받는데, Kim HS 등(2003)
은 과숙된 참다래 분말을 빵에 첨가하 을 때 L
값과 b값이 증가하 는데, 이는 과숙된 참다래의 

높은 당 함량으로 카라멜 반응이 진행되었거나, 
키 의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gluten이 분해되

어 생성된 아미노산과 키 의 당이 서로 Maillard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보고하 다.

참다래 분말의 갈변도는 <Table 4>와 같다. 참
다래 과육 분말의 갈변도는 0.13∼0.17이었으며, 
고화방지제 종류에 따른 갈변도의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식품의 갈변은 수분 함량과 온도에 따

라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Kim HS et 
al 2003), 동결건조 공정으로 제조한 분말은 낮은 

온도로 인하여 갈변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Kim HR et al 2007; Kang NS et 
al 2007).

4. 참다래 분말의 용해도, 팽윤력, 흡습성

참다래 분말의 용해도와 팽윤력을 측정한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물에 한 용해도는 과육 

분말에서는 59.57∼64.84%로 과육분말간에는 유

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Kim HR 등(2007)
은 동결건조와 열풍건조한 양  분말의 용해도는 

각각 66.2와 55.7%라고 보고하 는데, 이와 비교

하여 볼 때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 다. 
Chung HS 등(2005)은 아가리쿠스 버섯 과립차를 

제조시 고화방지제로서 dextrin과 β-cyclodextrin
을 첨가하 을 때 과립의 용해도가 증가하 는데 

고형차의 용해도는 분말의 요한 품질 특성이며 

용해도가 클수록 고품질로 간주된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고화방지제 첨가 과육

분말 간의 용해도 차이는 없었다. 한 분말의 팽

윤력은 용매를 흡수하여 팽윤하는 상을 나타내

는 지표인데, 참다래 과육 분말의 고화방지제별

로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참다래 분말의 흡습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과육 분말과 착즙박 분말은 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 흡습성은 경시 으로 증가하 으며, 
고화방지제 첨가 분말이 고화방지제 무첨가 분말

에 비하여 흡습성이 낮음을 보 다. 고화방지제 

무첨가 과육분말의 수분 흡습성이 50%에 도달하

는 시간은 2시간, 고화방지제 첨가 과육분말은 6
시간～7시간이었다. 고화방지제 무첨가 과육분말

의 당성분이 높아 수분을 쉽게 흡수하는 것으로 

보여지며(Kim DW et al 1996), 고화방지제 첨가

분말이 다른 무첨가 동결건조분말에 비하여 낮은 

흡습성을 보이는 것은 고화방지제에 의한 향으

로 보여진다. 분말의 흡습성은 장 안정성과 

한 계가 있어 흡습성이 크면 caking 상이 

발생하여 장 안정성이 낮으므로 (Chung HS et 
al 2005) 고화방지제 첨가 분말은 흡습성이 낮아 

장 안정성이 고화방지제 무첨가분말에 비하여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향후 고형방지제

의 첨가에 의한 흡습성 해효과를 세 하게 규

명하기 해서는 다양한 수 의 상 습도의 환경

조건 하에서 흡습 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규

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고화방지제 

무첨가 분말의 경우, 장 안정성을 높이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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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ygroscopicity of kiwifruit powders with different anticaking agents during storage
(unit: %)

Time
Combination Ratios(w/w)

Control1) kiwifruit paste 95%+ 
Polydextrose 5%

kiwifruit paste 95%+
Dextrin 5%

1 hr 32.66±4.982)b 20.71±1.41a 20.76±7.57a

2 hr 47.62±3.66c 37.81±4.69a 30.53±4.90a

3 hr 58.49±3.48c 42.25±5.49a 37.67±4.53a

4 hr 67.29±4.00c 45.59±6.58a 40.05±4.80a

5 hr 71.38±2.30b 48.29±3.15a 43.59±5.08a

6 hr 75.09±4.21b 50.79±2.06a 47.50±5.40a

7 hr 78.10±4.85b 51.80±0.95a 48.96±4.34a

1) Control: kiwifruit paste 100%
2) Mean±SD (n=3)
a-c) Superscript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여 방습  수분 흡수제를 이용한 포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화방지제 첨가 과육분말은 무첨가 과육분말

에 비하여 수분, 비타민C, 색도, 갈변도, 용해성 

측면에서 우수함을 보 고, 참다래 과육 분말의 

유리당과 유기산 함량은 고화방지제 무첨가군이 

첨가군에 비하여 유의 으로 높은 경향을 보 으

나, 고화방지제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분말

의 기호도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

정된다. 따라서, 5% 수 의 고화방지제(dextrin, 
polydextrose) 첨가는 참다래 건조 분말제품에서 

비타민 C 안정성(stability)의 유지, 흡습성

(hygroscopicity) 해에 의한 정 수분함량 유지, 
갈변반응(Maillard reaction)에 의한 변색 방지 등 

품질유지 효과가 기 되는 한편, 고화방지제 첨

가군 간에 식이섬유·유리당·유기산 등 식품성분

에도 큰 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화방지

제 첨가 참다래 분말은 제과·제빵·떡류·제면·소스·
비타민C 제품 등의 첨가용 소재로써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Ⅳ. 요약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에서 육성된 참다래 품종

인 한라골드를 상으로 과육 페이스트에 고화방

지제로써 polydextrose와 dextrin을 각각 5% 수

에서 첨가한 시료와 조구로 고화방지제 무첨가 

시료를 동결 건조하여 분말을 제조한 후 품질특

성을 분석하 다. 참다래 분말시료의 수분 함량

은 17.54∼22.59%로 덱스트린을 첨가한 참다래 

과육 분말의 경우 수분 함량은 17.54%로 다른 시

료보다 낮은 함량을 보 다. 고화방지제 첨가 분

말의 산도는 10.35∼11.12%로 고화방지제 무첨가 

과육의 산도가 12.75%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화방지제 첨가에 의한 산도의 감소로 보여진다. 
식이섬유 함량은 10.04∼11.16 g/100 g으로 고화

방지제별로는 유의 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과육 분말의 비타민 C 함량은 279.4∼353.5 
mg/100 g이며, 고화방지제별로는 dextrin 첨가 분

말이 높았다. 총페놀 함량은 3.53∼5.98 mg/g의 

범 이며, 조구>dextrin 첨가구>polydextrose 첨
가구의 순으로 높았다. Hunter's color value의 경

우 반 으로 모든 시험군에서 높은 L값과 낮은 

a값을 나타내어 밝은 색을 보 으며, 갈변도의 경

우 고화방지제 종류  조구간에 차이는 나타

나지 않은 것은 동결건조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과육 분말의 용해도는 59.57∼64.84%로 

과육분말간에는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흡습성은 고화방지제 

첨가구가 무첨가 분말에 비하여 흡습성이 유의

으로 낮음을 보 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참다래 

건조 분말제품에서 5% 수 의 고화방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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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trin, polydextrose) 첨가는 비타민 C 안정성

(stability), 흡습성(hygroscopicity) 해에 의한 

정 수분함량 유지, 갈변반응(Maillard reaction)에 

의한 변색 방지 등 품질유지 효과가 기 되며, 고
화방지제 첨가군 간에 식이섬유·유리당·유기산 

등 식품성분에도 큰 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

에 고화방지제 첨가 참다래 분말은 제과·제빵·떡
류·제면·소스·비타민C 제품 등의 첨가용 소재로써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록

제주에서 육성된 참다래(한라골드)의 식품 소

재화를 한 방안으로 과육에 고화방지제를 첨가

한 분말형 시제품을 제조하 다. 즉, 참다래 과육 

페이스트 100%( 조구), 참다래 과육 페이스트 

95%+polydextrose 5%, 참다래 과육 페이스트 

95%+dextrin 5% 등 3개 시료를 제조한 다음, 동
결건조 후 분말화한 각 시제품에 하여 품질특

성을 조사하 다. 참다래 분말 수율은 고화방지

제 첨가구가 조구에 비해 유의 으로 높았다. 
수분함량, 산도, 총페놀 함량은 고화방지제 첨가

구가 조구에 비해 유의 으로 낮았다. 비타민 

C 함량은 고화방지제 첨가구가 조구에 비해 유

의 으로 높은 반면, 고화방지제 첨가구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유리당(fructose, glucose, total 
sugar)  유기산(oxalic acid, lactic acid, total or-
ganic acid)의 함량은 고화방지제 첨가구간에 차

이가 없었다. 반 으로 색도는 모든 시험군에

서 높은 L값과 낮은 a값을 나타내었으며, 고화방

지제 종류에 따른 갈변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과육 분말의 용해도(59.57∼64.84%)  팽윤

력은 시료간에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나, 시간

에 따른 흡습성은 고화방지제 첨가구가 조구에 

비하여 유의 으로 낮음을 보 다. 의 결과로

부터 고화방지제 첨가(5% 수 ) 과육 분말은 무

첨가 과육분말에 비하여 비타민 C의 유지율이 높

고, 수분함량이 낮고, 시간에 따른 흡습성이 낮아 

우수한 분말 품질 특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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