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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gluten-free frying pre-mix with insoluble dietary 

fiber powder (IDFP) from Chinese cabbage by-product. Methods: Frying powder mix was prepared with 0.5, 1.0, 1.5 or 2.0% IDFP. 

Fried powder mix only whit brown rice powder was used as a control. Spreadability, pick-up ratio and color of batter, texture, 

moisture and oil contents, oil absorption and sensory evaluation of fried sweet potato were determined. Results: L and a-values of 

batter de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 of IDFP, whereas b-value increased with IDFP addition. Hardness and crispiness of fried 

sweet potato increased with IDFP addition until 1.5%. Moisture content of fried sweet potato increased with higher IDFP addition 

whereas oil content and oil absorption de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 of IDFP. Sensory evaluation of fried sweet potato showed 

the best results in the 0.5% of IDFP addition group. Conclusion: Overall preference of IDFP sampl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control. Based on the study, the optimal amount of IDFP for gluten-free fried powder mix was determined to be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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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에서 생산되는 배추(Brassica campestris ssp)는 매

년 200만 톤 이상이며 전체 채소 소비량의 25%이다(Kim 

SS 등 2014). 이중 대부분은 배추김치 제조에 사용되며 

이는 김치시장의 70%를 차지한다. 배추는 유통 과정에

서 배추의 겉잎과 심 중 약 40%가 비가식부위로 폐기되

며, 배추김치 제조 과정에도 부산물이 발생하는데 그 대

부분은 그대로 폐기되며 일부 부산물은 동물 사료로 이

용되고 있다(Nilnakara S 등 2009). 김치 공장에서 발생

하는 대부분의 배추 부산물은 배추 절임 과정에서 발생

하는 폐염수와 배추 다듬기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추 겉

잎 부산물이며 배추원료에 대해서 12.9-25.2%가 발생한

다. 김치 가공 과정 중에 발생된 배추 부산물은 수분함

량이 높아 쉽게 부패하며 김치 제조 시 환경 문제와 배

추 부산물 처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Liu WI 등 

2012). 

배추의 총 식이섬유 함량은 1.2%(w/w)이며 총콜레스테

롤 감소, 변비 및 비만 예방에 효과적인 불용성 식이섬유

를 수용성 식이섬유보다 약 2배 정도 많이 함유하고 있

다(Liu W 등 2012). 특히 배추의 겉잎은 비가식부위로 폐

기되지만 총 식이섬유 함량 중 불용성 식이섬유 함량이 

매우 높다(Nilnakara S 등 2009, Liu WI 등 2012, Song 

WY & Choi JH 2016).

최근 식이섬유를 이용한 제품은 떡볶이(Shin DS 등 

2016), 스펀지케이크(Lee JH & Choi JE 2016, Cho KR 

2010), 머핀(Noh JG 등 2014), 쿠키(Pyo SJ 등 2010, 

Cha SS 등 2014), 돈가스(Park KS 등 2012), 햄버거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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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 (g)
IDFP

1)
 (%)

0 0.5 1.0 1.5 2.0

IDFP 0 1 2 3 4

Brown rice flour 84 83 82 81 80

Rice flour 100 100 100 100 100

Corn starch 10 10 10 10 10

Baking power 4 4 4 4 4

Salt 2 2 2 2 2

Water 400 400 400 400 400

1)
IDFP: insoluble dietary fiber powder from Chinese cabbage 

powder.

Table 1. Formula for frying pre-mix added with insoluble dietary

fiber powder of Chinese cabbage

티(Oh HK & Lim HS 2011) 및 약과(Lee KA 2006)의 

제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부산물을 이용하여 추

출한 식이섬유를 식품 개발에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식생활 패턴은 외식의 증가 및 식품섭취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튀김은 아동 및 청소년 단체

급식에서 메뉴의 다양성 또는 피급식자의 기호성 향상을 

위한 메뉴로 자주 이용되며(Choi SI 등 2011) 일반가정에

서는 대부분 튀김가루 즉 프리믹스(pre-mix) 형태로 사용

하여 편의성이 증진되면서 대중화된 메뉴이기도 하다. 국

내 프리믹스 시장에 다양한 기업들이 진출하였으며 튀김

가루, 부침가루 외에 베이킹믹스도 출시되어 다양한 제품

이 출시되고 있다. 또한 이런 프리믹스 제품들은 기존의 

밀가루가 주를 이룬 제품 외에 기능성 부재료가 첨가된 

건강 지향적인 식품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이다(Kang MK 

등 2016). 또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와 식

품 소비 경향의 변화에 따라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소

재 발굴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쌀을 이

용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Cho S 등 2013). 쌀가루를 

이용한 연구는 쌀국수(Choi EJ 등 2014), 어묵(Nakamura 

S & Ohtsubo K 2010, Cho S 등 2013, Kwon YM & Lee 

JS 2013), 쿠키(Kim MS 등 2013), 영유아용 팽화스낵(We 

GJ 등 2010)의 제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

으며 튀김가루의 부재료로 쌀가루를 이용하는 경우 관능

적인 면에서 선호도가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Choi SI 등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쌀가루와 배추 

부산물에서 추출한 식이섬유를 이용한 글루텐 프리 튀김 

프리믹스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배추 부산물 식이섬유

의 함유량(0, 0.5, 1.0, 1.5, 2.0%)에 따른 튀김 반죽(batter)

의 퍼짐성, 픽업률, 색도 및 튀김의 조직감, 수분함량, 흡

유량 및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백미 쌀가루(NongHyup, Gangwon, Korea), 현미 쌀가루

(Eco Plants Co., Ltd., Hanam, Gyeonggi, Korea), 옥수수 

전분(Tureban, Goyang, Korea), 베이킹 파우더(Tureban, 

Goyang, Korea), 꽃소금(Beksul, Seoul, Korea), 콩기름

(Beksul, Incheon, Korea)은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2. 불용성 식이섬유 시료 준비

김치 제조업체(Hanwul, Gyeonggi, Korea)로부터 배추 

겉잎을 배추 부산물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배추 겉잎 

부산물을 세척 후 물기를 제거하여 건조기(LD-918BH, 

L’EQUIP, Hwasenong, Korea)에서 60°C, 24시간 조건하

에 건조하였다. 건조한 배추 겉잎 부산물은 분쇄기(HMF-  

3500TG, Hanil, Wonju, Korea)를 이용하여 분쇄 후 80 

mesh 체에 내려 조식이섬유 분말(crude dietary fiber, 

CDF)을 제조하였다. CDF에 남은 다당류, 단백질을 제거

하기 위해 3 L의 증류수에 CDF 250 g을 넣고 α-amylase  

(Termamyl 120L, Novo Nordisk, Bagsvaerd, Denmark), 

protease(Neutrase 0.5L, Novo Nordisk), amyloglucosidase  

(AMG 300L, Novo Nordisk)를 각각 0.5 mL씩 가하여 

50°C에서 10시간 반응시켰다. 여과지(Whatman No. 1, 

Whatman Co., Maidstone, England)를 사용하여 분해되지 

않은 잔사를 걸러내고 이를 증류수로 3번 세척하였다(Liu 

WI 등 2012). 여과물을 60°C에서 12시간 건조하여 80 

mesh 체를 이용해 불용성 식이섬유 분말(enzyme treated 

insoluble dietary fiber powder, IDFP)을 회수하였다.

3. IDFP를 첨가한 튀김가루 및 고구마튀김 제조

IDFP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튀김가루의 재료 배

합비는 Table 1과 같다. IDFP는 0.5, 1.0, 1.5, 2.0%(w/w)

의 비율로 첨가하고 수분 함량을 동일하게 조절하였다. 

튀김가루 200 g을 믹싱볼에 담은 후 물 400 g을 넣고 60

초간 거품기를 이용하여 교반하여 반죽을 만든 다음 5.5 

mm × 5.5 mm로 자른 고구마를 반죽에 5초 동안 담가 튀

김옷을 입혀 180°C 기름에 1분 30초간 튀긴 후 냉각하여 

본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4. IDFP를 첨가한 튀김반죽의 특성

1) 퍼짐성(spreadability) 측정

튀김반죽의 퍼짐성은 Park BH 등(2015a)의 방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튀김반죽 50 g을 취하여 지

름과 높이가 각각 50 mm인 투명 아크릴 원통 속에 넣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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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setting Return to start

Sample size

Load cell

Data acquisition rate

Probe and product data

Test mode

Pre-test speed

Test speed

Post-test speed

Target mode

Trigger type

Break mode

Stop plot at

Tare mode

Advanced options

Control oven

Frame deflection correction

18 g

50 kg

500 pps

P/25 (25 mm diameter cylinder probe) 

Compression

2.0 mm/s

1.0 mm/s

10.0 mm/s

Strain 80%

Auto (force) 5 g

Off

Start position

Auto

On

Disabled

Off (XT2 compatability)

Table 2. Operation condition of texture analyzer for frying 

pre-mix added with insoluble dietary fiber powder of Chinese 

cabbage

후 원통을 들어 올려 퍼지게 하여 5분 후 자로 퍼진 부분 

4군데의 부위에서 반지름을 5회 측정하여 평균치를 구하

였다.

2) 픽업률(pick-up ratio) 측정

튀김반죽의 픽업률은 Choi SI 등(2011)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반죽의 픽업률은 일정한 형태

(지름 5.5 mm ×두께 5.5 mm)로 자른 고구마 5개의 무게

를 잰 후 반죽에 5초 동안 담가 튀김옷을 입힌 다음 꺼내

어 1초간 drain한 후 남은 반죽의 무게를 재고 다음 식으

로 계산하였다.

픽업률(%) =

튀김옷 입히기 전 반죽무게 - 튀김옷 입힌 후의 반죽 무게
× 100

고구마 5개의 무게  

3) 색도(color) 측정

튀김반죽의 색도는 시료 80 g을 페트리 접시에 담은 

후 색차계(UltraScan PRO, Hunterlab, Reston, VA, USA)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L, a, b값으로 나타내었다.

5. IDFP를 첨가한 튀김의 특성

1) 조직감(texture) 측정

반죽 튀김의 조직감은 반죽 100 g을 180°C 기름에 1분

간 튀긴 다음 3분간 식힌 후 시료 18 g을 용기에 담아 

texture analyzer(TAHDi/500, TAHD, London, UK)로 측정

하였다. 분석조건은 Table 2와 같으며 force-time curve로

부터 hardness(peak force), crispiness(peak number)를 측정

하였다(Choi SI 등 2011).

2) 수분 및 흡유량 측정

고구마튀김의 수분 함량은 수분측정기(XM60, Precisa 

Gravimetrics AG, Dietikon,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튀김의 지방 함량은 조지방측정기(SOXTEC 2050, 

FOSS, Höganäs, Sweden)를 이용하여 추출한 후 무게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흡유율(%) = 튀김의 지방함량(%) - 반죽의 지방함량(%)

3)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중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30명을 패널로 선

정하여 기호도를 검사하였으며 7점 척도법(7-point method)

으로 실시하였다. 관능검사 평가 항목은 외관(appearance), 

색상(color), 맛(taste), 바삭함(crispiness), 전반적 선호도

(overall acceptability)로 매우 좋다: 7점, 보통이다: 4점, 매

우 싫다: 1점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생명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Approval Number: 

1041078-201701-HR-005-01).

6. 통계 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SPSS Statistics(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

하였으며, 각 측정 평균값간의 유의성은 p<0.05 수준으로 

Duncan의 다중범위시험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IDFP를 첨가한 튀김반죽의 특성

1) 퍼짐성 및 픽업률(pick-up ratio) 

IDFP를 첨가한 튀김반죽의 퍼짐성은 Table 3과 같다. 

퍼짐성은 0, 0.5, 1.0, 1.5 및 2.0% IDFP를 첨가한 튀김반

죽은 각각 8.45, 8.47, 8.42, 8.25, 8.20로 나타났으며 1.5% 

첨가군까지는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며 2.0%에서는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반죽의 

퍼짐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공기함유율, 수분함량, 점

성 등이 있고 특히 퍼짐성은 수분 함량과 밀접한 상관관

계가 있으며(Cha SS 등 2014), 공기의 함유율이 높을수록 

퍼짐성은 낮아진다(Choi SI 등 2011). 새우 분말을 첨가

한 죽의 경우 새우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은 

감소하였고, 점도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Park BH 등 2015a). 노루궁뎅이 버섯 분말을 첨가한 

죽의 경우에도 분말 함량이 높아질수록 점도가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다(Park BH 등 2015c). 이러한 결과는 본 연

구에서 IDFP를 첨가한 튀김반죽을 제조하는 경우 ID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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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FP
1)

 (%)

0 0.5 1.0 1.5 2.0

Spreadability (cm) 08.45±0.10
a2) 

08.47±0.16
a

08.42±0.15
a

08.25±0.24
ab

08.20±0.15
b

Pick-up ratio (%) 61.09±4.26
a

61.04±4.62
a

61.00±3.10
a

61.99±6.55
a

61.40±2.20
a

1) 
IDFP: insoluble dietary fiber powder from Chinese cabbage powder.

2) 
Mean±SD (n=3).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Spreadability and pick-up ratio of frying batter added with insoluble dietary fiber powder of Chinese cabbage

IDFP
1)

 (%)

0 0.5 1.0 1.5 2.0

L 82.28±0.03
a2)

78.92±0.03
b

76.24±0.24
c

75.61±0.42
d

72.78±0.10
e

a -0.29±0.09
a2)

-0.76±0.07
b

-1.71±0.04
b

-1.75±0.03
c

-2.19±0.04
d

b 11.10±0.08
d2)

12.59±0.07
c

14.21±0.09
b

14.33±0.06
b

15.58±0.13
a

1) 
IDFP: insoluble dietary fiber powder from Chinese cabbage powder. 

2) 
Mean±SD (n=3).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4. Color of frying batter added with insoluble dietary fiber powder of Chinese cabbage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퍼짐성이 감소하는 결과와 일치하

였다. 이는 또한 반죽의 수분함량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

이며, Kye SK(1996)의 연구 결과, 김치(배추김치, 무청김

치) 속 식이섬유의 수분결합력이 채소들 중 가장 높게 나

타났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서 반죽에 첨

가된 IDFP의 첨가량에 따라 수분보유력이 증가하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IDFP를 첨가한 튀김반죽의 픽업률은 Table 3과 같다. 픽

업률은 대조군이 61.09%이었고, IDFP 첨가군들은 61.00~  

61.99%이었으며, 대조군과 IDFP 첨가군들 간에 픽업률

은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조군과 현

미 식이섬유 첨가군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Choi 

SI 등(20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2) 색도(color) 

IDFP를 첨가한 튀김반죽의 색도는 Table 4와 같다. 튀김

반죽의 색은 IDFP 함량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아서 L값은 

대조군 82.28에 비하여 IDFP 첨가량이 0.5, 1.0, 1.5, 2.0%

로 증가할수록 각각 78.92, 76.24, 75.61 및 72.78로 어둡게 

나타나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이러한 

결과는 대체분의 첨가 비율이 높을수록 복합분의 밝기가 

떨어진다는 곰취 분말을 첨가한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

을 나타내었다(Park BH 등 2015b). 튀김반죽의 a값은 

IDFP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조군(-0.29)에 비하여 IDFP 첨가량이 0.5, 1.0, 1.5, 

2.0%로 증가할수록 각각 -0.76, -1.71, -1.75, -2.19로 나타나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튀김반죽의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대조군이 11.1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IDFP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IDFP 함

량이 증가할수록 L값과 a값이 감소하는 결과는 다시마

(Ahn JM & Song YS 1999), 커피박 추출물 및 분말(Kim 

BG 등 2016) 등의 분말을 첨가한 반죽의 제조 시 a값이 

낮아진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대

조군에 비하여 L값과 a값은 낮아지는 반면 b값은 점점 높

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결과는 튀김가루에 첨가한 

IDFP의 색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IDFP를 첨가한 튀김의 특성

1) 조직감(texture) 

IDFP를 첨가한 튀김의 조직감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경도(hardness)는 대조군이 3900.29 g이었고, 0.5% 첨가군

이 4417.41 g, 1.0% 첨가군이 4599.79 g, 1.5% 첨가군이 

4797.86 g, 2.0% 첨가군이 3755.10 g으로 나타나 IDFP를 

첨가함에 따라 경도가 증가하다가 2.0% 첨가한 튀김에서

는 감소하였다(p<0.05). 경도는 air cell의 발달 정도, 수분 

함량 및 비중이 커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Jung KJ & Lee SJ 2011). 바삭함(crispiness)은 대조군

은 202.16 g이었고, IDFP 첨가군은 203.67-224.35 g을 나

타내어 IDFP를 첨가한 튀김의 경우 바삭한 정도가 유의

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p<0.05).

2) 수분 및 흡유량

IDFP를 첨가한 고구마튀김의 수분 함량, 지방 함량,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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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FP
1)

 (%)

0 0.5 1.0 1.5 2.0

Hardness (g) 3,900.29±249.09
bc2) 

4,417.41±379.39
b

4,599.79±30.92
c

4,797.86±386.55
a

3,755.10±519.09
bc

Crispiness (g) 0,202.16±0.40
e

0,203.67±0.60
d

0,208.28±0.41
c

0,224.35±0.48
b

0,220.20±0.32
a

1) 
IDFP: insoluble dietary fiber powder from Chinese cabbage powder.

2) 
Mean±SD (n=3).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5. Textural characteristics of fried sweet potato added with insoluble dietary fiber powder of Chinese cabbage

IDFP
1)

 (%)

0 0.5 1.0 1.5 2.0

Moisture content (%)
2)

01.18±0.68
c2)

01.84±0.16
c

03.92±0.12
b

04.41±0.48
b

08.21±1.02
a

Oil content (%) 30.91±0.38
c

28.53±0.32
b

28.16±0.57
b

27.98±0.54
b

26.84±0.50
a

Oil absorption (%) 29.72±0.38
c

27.30±0.32
b

27.10±0.57
b

26.94±0.54
b

25.86±0.50
a

1) 
IDFP: insoluble dietary fiber powder from Chinese cabbage powder.

2) 
Mean±SD (n=3).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6. Moisture contents, oil contents, oil absorption of fried sweet potato added with insoluble dietary fiber powder of Chinese

cabbage

IDFP
1)

 (%)

0 0.5 1.0 1.5 2.0

Appearance 4.40±1.00
bc2) 

5.90±1.26
a

3.77±1.26
bc

5.13±1.12
cd

3.16±1.39
d

Color 4.27±1.03
c

6.22±1.15
a

4.22±1.60
c

5.22±0.97
b

3.59±1.70
c

Taste 4.13±1.42
b

5.63±1.25
a

4.18±1.25
b

4.81±1.22
b

4.50±1.40
b

Crispiness 3.31±1.24
c

5.72±1.38
a

3.72±1.16
c

4.59±1.14
b

4.81±1.73
b

Overall preference 4.31±1.24
b

6.22±0.86
a

4.22±1.15
b

4.77±1.15
b

4.09±1.50
b

1) 
IDFP: insoluble dietary fiber powder from Chinese cabbage powder.

2) 
Mean±SD (n=3).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7. Sensory preference of fried sweet potato added with insoluble dietary fiber powder of Chinese cabbage

유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수분 함량은 대조

군이 1.18%로 가장 낮았고, IDFP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수분 함량

이 대조군에 비해 높은 것은 IDFP 분말이 수분 보유량이 

커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반죽의 수분 결합력이 증가되

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이는 쌀가루 중 부재료의 함량이 

높은 시료의 경우 수분 결합력이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

와 유사하다(Lee NY 2012).

지방 함량은 대조군이 30.91%로 가장 높았고, IDFP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0.05). 흡유량은 대조군이 29.72%로 가장 높았고, IDFP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p<0.05). 일반적으로 흡유량은 식품재료의 구성성분, 

가열온도와 시간, 식품재료의 표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Chang YE 등 2014). Methylcellulose(MC) 및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HPMC)와 같은 셀룰로오스 유도체는 튀

김식품의 흡유량을 감소시키는 용도로 많이 이용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Sanz T 등 2004, Kim BS & Lee YE 

2009), 돈가스 반죽의 경우 셀룰로오스 첨가량에 비례하

여 흡유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 Lee KA(2006)

의 연구에 의하면, 흑미가루를 첨가한 약과는 흑미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분함량은 높아지고, 흡유량, 

지방함량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서 본 연구의 

IDFP를 첨가한 튀김가루의 품질특성과 유사한 결과를 보

였다.

3) 관능검사

IDFP를 첨가한 고구마튀김의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7

과 같았다. 외관(appearance)은 0.5% 첨가군이 5.90을 나타

내어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IDF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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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IDFP 1.0%, IDFP 2.0% 순으로 나타났다(p<0.05). 

색(color)에서도 IDFP 0.5% 첨가군이 5.63로 가장 높았다

(p<0.05). 외관과 색의 항목에서 IDFP 2.0% 첨가군이 가

장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색도 측정 결과 IDFP 혼

합비율이 높을수록 명도 L값과 적색도 a값은 감소하고 

황색도 b값이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 결과가 외관과 색의 

기호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맛(taste)은 IDFP 

0.5% 첨가군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p>0.05) 바삭함

(crispiness)은 IDFP 0.5% 첨가군이 5.72로 가장 높았다

(p<0.05).

전반적 선호도(overall quality)는 대조군이 4.31이었고, 

IDFP 첨가군들은 4.09-6.22로, 0.5% 첨가군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p<0.05). 관능검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IDFP를 0.5% 첨가한 고구마튀김이 유의적으로 좋은 평

가를 얻어서, 이에 튀김가루 제조 시 IDFP를 첨가하는 

것은 전반적인 관능 요소에서 기호도를 향상시키는데 좋

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배추부산물에서 추출한 식이섬유(IDFP)

를 첨가한 튀김가루를 개발하고자 IDFP를 0.5-2.0% 혼합

하여 튀김반죽의 퍼짐성, 픽업률, 색도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구마튀김을 제조한 후 조직감, 수분 함량, 흡

유율의 품질특성을 분석하였다. 튀김반죽의 픽업률은 대

조군과 IDFP 첨가군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퍼

짐성은 IDFP를 2.0% 첨가한 튀김반죽에서 유의적으로 감

소하였다. 색도 측정에서 L값, a값은 IDFP 첨가군들이 대

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b값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IDFP 첨가군들은 대조군에 비해 

경도, 바삭함이 유의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수

분 함량은 IDFP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지방함량과 흡유량은 대조군이 가장 

높았고 IDFP의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

하였다. 관능검사 결과 고구마튀김의 외관, 색, 맛과 바삭

함은 0.5% 첨가군이 가장 우수하였다, 전반적으로 IDFP 

0.5% 첨가한 튀김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이

상의 결과로 부터, IDFP 0.5-1.5% 첨가는 튀김반죽의 퍼

짐성과 픽업률, 튀김의 조직감, 수분 함량, 흡유율 및 관능

평가 등의 품질 특성을 고려할 때 튀김가루의 품질을 향

상시키고 품질특성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

되며 IDFP를 첨가한 식품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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