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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방법을 달리한 늙은 호박의 품질 특성 및 항산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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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drying methods o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pumpkin (Cucurbita moschata Duch.). Pumpkins were dried naturally (25℃), hot-air drying (60℃), and throgh 
freeze drying (－40℃) methods. The moisture activities were highest in the freeze dried group. The soluble solid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all groups. The pH was highest in the freeze dried group. The L values were increasing 
in freeze dried group, whereas the b values were increased in hot-air dried group. The free sugar was highest in freeze 
dried group.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hot-air dried group was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groups. The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were highest with hot-air dried group and freeze dried group. It was established that 
hot-air dried group is the most effective drying method for the production of high quality dried pump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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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건조는 상변화를 일으키는 질량과 열량 이동이 동시에 발

생하는 공정으로써, 건조에 의해 발생되는 수분 활성도 감소

와 수분함량의 감소는 미생물에 의한 부패 위험을 낮추어 식

품을 장기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Shin 등 2012). 건조방법으로

는 열풍건조, 동결건조, 진공건조, 마이크로파, 원적외선, 냉
풍건조 등의 방법이 있다(Shin 등 2015). 그 중 열풍건조는 건

조 시 맛과 성분이 변화할 수 있으나, 건조 시간이 빠르고 간

편하며, 균일하게 건조 가능하고 경제적이다(Holdsworth SD 

1971). 또한, 동결건조는 건조시간이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

지만 제품의 질감과 향기, 성분의 변화를 줄일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Litvin 등 1998). 현재 열풍건조, 동결건조, 냉풍건

조, 원적외선 건조 등의 건조방법을 이용한 연구로 기능성 식

품으로써 알려진 블루베리(Shin 등 2015), 아로니아(Lee & Kim 
2015), 사과(Kim 등 2011), 복숭아(Lee & Youn 2012) 등의 건

조과일의 품질 특성 연구가 보고됐다.
늙은 호박(Cucurbita moschata Duch.)은 박과에 속하는 일

년생의 덩굴식물이며, 동양계 호박(Cucur bita spp.)으로 seine
과 aspartic acid와 같은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 위장보호,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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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회복기의 환자에게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Lee 등 

2010). 또한, 늙은 호박에는 β-carotene의 함량이 높아 항암효

과가 있으며, 식이섬유, 전분, 자당, 포도당 등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성숙함에 따라 당질과 lycopene, vitamin A의 

함량이 증가하여 기능성 식품으로써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Whang 등 1999; Do 등 2012). 그 뿐만 아니라, 늙은 

호박이 체지방에 미치는 영향으로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

하여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Do 등 2012; Lee 
등 2012). 그러나 호박의 주성분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미생물의 생육과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기 쉬우며, 저장성

이 약해 유통이 용이하지 않아 가공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이 있다(Shin 등 2012). 늙은 호박의 가공식품에 관한 연구로 

호박을 첨가한 요구르트, 호박케이크, 호박 양갱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늙은 호박의 특성 연구로 늙은 호박추출물의 

전자공여 효과와 항산화 효과, 영양 분석, 추출물에 따른 생

리활성 등의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Lee 등 2010). 늙은 호박

의 건조방법을 달리하여 품질 특성과 항산화 효과에 대한 연

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늙은 호박을 자연건조, 열풍건조 및 동결건조의 

방법으로 품질 특성과 항산화 효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늙
은 호박의 최적 건조 조건을 확립하여 새로운 건강식품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늙은 호박은 경동시장에서 구입하여 4℃ 

냉장고에 진공 포장하여 보관하면서 시료로 사용하였다.

2. 시료 전처리 및 건조 시료 제조
늙은 호박을 세척 후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2×2×1 cm의 

크기로 절단한 후 100℃에서 5분 동안 블랜칭하여 전처리하

였다. 대조군은 블랜칭 후 건조하지 않은 늙은 호박으로 하였

다. 자연건조는 25℃에서 24시간 건조하였고, 열풍건조는 열

풍건조기(LD-528CT, Lequip, Korea)를 이용하여 50℃에서 7
시간 동안 건조하였으며, 동결건조는 동결건조기(FDU-1200, 
Tokyo Rikakikai Co., LTD. Japan)를 이용하여 －50℃에서 72
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건조한 늙은 호박은 믹서기로 5분간 

분쇄 후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3. 수분함량 및 가용성 고형분 측정
늙은 호박의 수분함량은 시료 2 g을 수분측정기(PMB-53 

Adam Equipment, UK)를 이용하여 105℃에서 측정하였다. 
가용성 고형분의 측정은 0~54% 범위를 갖는 당도계(RHB- 

32ATC, Link, Chin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5 g
의 시료와 10배의 증류수를 넣고, 5 min 동안 hot plate & stirrer
에 교반시켜 3회 반복 측정하였다.

4. pH 측정
pH는 시료 5 g을 증류수 50 mL에 넣고 5분간 섞어 현탁액

으로 만든 후, pH meter(HI 8014, Hanna instruments,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5. 적정 산도
적정 산도는 시료 5 g을 취해 50 mL의 증류수를 가한 후 

homogenizer(Nissei AM-12, Nohonseiki Kaisha Ltd., Osaka, 
Japan)로 10,000 rpm에서 10분간 분쇄하여 20℃에서 3시간 방

치한 다음, 여과하여 0.01 N NaOH로 적정하여 소비된 양을 

citric acid로 환산하였다.

6. 색도
색도 측정은 색차계(CR-400 Konica Minolta, Osaka, Japan)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기기의 측정경에 표준색판을 

이용하여 보정하였고, 시료를 원형 cell에 넣어 측정한 후 L
(명도, Lightness), a(적색도, Redness), b(황색도, Yellowness)값
으로 나타내었다.

7. 갈변도
갈변도는 늙은 호박 2 g에 증류수 40 mL를 가하고, 10% 

trichloroacetic acid 10 mL를 가하여 상온에서 2시간 방치한 

후, 여과하여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8. 총당
총당 함량측정은 phenol-sulfuric acid법으로 측정하였다. 건

조 시료 1 g을 증류수로 1,000배 희석한 후 그 중에서 2 mL를 

취한 후 5% phenol 용액 1 mL를 넣고 혼합시켰다. 여기에 95% 
황산 5 mL 천천히 가하여 발열시킨 후, 30분 동안 암실 안에

서 상온방치하여 spectrometer(UV-2101(PC)S, Shimadzu Co., 
Kyoto, Japan)를 이용해 4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당 
정량은 glucose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표준곡선으로 환산하

였다.

9. 유리당
시료를 균질화한 후, 시료 중의 지방을 제거하고 시료에 증

류수 25 mL를 가하여 85℃ 수조에서 25분간 가온하여 당류

를 추출하고 실온에서 냉각하였다. 0.45 μm의 나일론 막 여

과지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유리당 분석은 HPLC 
(Agilent 1100 series, Varian, PaloAlto, CA, US)를 이용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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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erty
Drying method 

Control Natural dry Hot-air dry Freeze dry

Moisture (%)  91.60±1.701)2)a 8.33±0.67c 8.08±0.37c 13.04±1.71b

Soluble solid (°Brix) 　0.00±0.00c 1.00±0.00a 1.00±0.00a  1.00±0.00a

pH 　7.08±0.01b 6.85±0.01c 7.04±0.14b  7.20±0.01a

Titrtable acidity 　0.19±0.03d 2.24±0.14b 2.69±0.12a  0.58±0.02c

1) Each value is mean±S.D.
2)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 different superscript in row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able 1. Moisture, pH, soluble solid and titratable acidity of Cucurbita moschata Duch according to drying method

석하였다. 사용한 이동상은 acetonitrile과 증류수를 80:20(v/v)
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고, column은 carbohydrate column 
(250 mm×4.6 mm, Waters, Millipore Co-operative, Milford, MA, 
USA)을 사용하여 1.0 mL/min의 유속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detector는 Agilent 1100 RID를 사용하였다.

10. Texture 측정
Texture 측정은 texture analyzer(TAXTplus/50 stablemicro-

systems, UK)를 사용하여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
ness), 검성(Gumminess), 씹힘성(Chewiness), 부착성(Adhesive-
ness)을 측정하였다. 이 때 모든 측정조건은 pre-test speed 2.0 
cm/sec, test speed 3.0 cm/sec, post-test speed 2.0 cm/sec으로 원

통 prob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1.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DPPH에 대한 수소공여 효과로 측정하는 라디칼 소거능은 

Blois MS(1958)의 연구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시료에 

에탄올을 가한 후 10분간 수화시켰으며, 5분간 균질화시킨 

다음 15,000 rpm에서 30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일정 농도로 

희석된 시료에 0.2 mM DPPH solution(Sigma-Aldrich Co.)을 

가하여 혼합 후, 암소에서 30분간 반응 후 517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결과 값은 추출물 첨

가구와 무첨가구를 비교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어 농도에 

따른 DPPH 라디칼 소거능을 확인하였다.

12.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ABTS․+라디칼 소거능은 Arnao 등(2001), Re 등(1999)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7 mM ABTS․+용액에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혼합하여 암소에서 약 24시간 반응시

킨 ABTS․+solution을 시료와 혼합하여 암소에서 6분간 반응

시켜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값은 추출물 첨

가구와 대조군을 비교하여 라디칼의 소거활성을 백분율(%)
로 나타내었다.

13.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실험값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18.0(SPSS Inc., 

Chicago, IL, USA) program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법
을 실행하였으며, 실험군 간의 유의성은 Duncan의 다중범위 

시험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p<0.05 수준에서 유

의적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건조방법을 달리한 늙은 호박의 수분함량, 가용성 고
형분, pH 및 적정산도

건조방법을 달리하여 제조한 늙은 호박의 수분함량, 가용

성 고형분, pH 및 적정산도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수분함

량은 식품의 식감이나 품질을 좌우하는 지표가 된다. 수분함

량은 건조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군이 91.60%의 수분함량을 

나타냈으며, 건조 조건을 달리한 늙은 호박 중 동결건조 방법

을 사용한 늙은 호박이 13.04%로 수분함량이 가장 높았고, 자
연건조와 열풍건조는 각각 8.33%, 8.08%의 수분함량을 보여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건조방법을 달리한 늙은 호

박의 수분함량의 차이는 건조 온도와 시간에 따른 수분의 증

발현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열풍건조를 시킨 블루베리

(Shine 등 2015)의 결과, 건조 온도와 건조 시간에 따라 수분

이 증발하여 건조 온도가 높을수록 수분함량이 낮아진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열풍건조, 감압건조, 동결건조로 건조방법

을 달리한 블루베리(Park 등 2014)의 연구 결과, 동결 건조 시 

수분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건조방법을 달리한 늙은 호박의 가용성 고형분(°Brix)은 

1.00 °Brix로 군 간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건조

한 늙은 호박이 건조하지 않은 늙은 호박에 비해 높은 함량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건조방법을 달리한 감 말랭이 연구

(Kim 등 2009)와 전처리 조건에 따른 냉풍감압건조 복숭아 

연구(Kwon 등 2013)에서 수분함량이 낮을수록 가용성 고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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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Drying method

Control Natural dry Hot-air dry Freeze dry
Total sugar content (mg/g) 0.165±0.011)2)d 2.59±0.06c 3.12±0.08ab 3.20±0.04a

1) Each value is mean±S.D.
2)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 different superscript in row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able 3. Total sugar contents of Cucurbita moschata Duch according to drying method

Property
Drying method 

Control Natural dry Hot-air dry Freeze dry
L (lightness) 58.38±3.051)2)b 62.24±3.48b 49.02±0.74c 69.07±0.76a

a (redness)  9.41±0.69c 19.10±2.13ab 23.68±3.50a 14.73±4.39bc

b (yellowness) 31.38±1.49b 26.01±2.66c 35.55±2.04a 30.09±2.32bc

Brown degree (O.D. 420nm)  0.09±0.00d  0.24±0.02b  0.44±0.01a  0.19±0.02c

1) Each value is mean±S.D.
2)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 different superscript in row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able 2. Color values brown degree of Cucurbita moschata Duch according to drying method

이 높아졌다는 결과와 유사했다. 이러한 결과는 수분함량이 

낮을수록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높아지고 수분함량이 높을수

록 가용성 고형분 함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수분함량과 

가용성 고형분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Shin 등 2015).
pH는 동결건조 시료에서 7.20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조군

(7.08)과 열풍건조(7.04)는 두 군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고, 자연건조에서 6.85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적정

산도는 열풍건조(2.69)에서 가장 높았고, 자연건조(2.24), 동결

건조(0.58), 대조군(0.19) 순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대체

로 pH와 반비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pH가 높

을 경우 적정산도 값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건조 복숭아의 

연구와 유사했고(Kwon 등 2013), 이는 늙은 호박 건조 시 수

분이 빠져나가면서 일부 수용성 유기산이 빠져나가 pH와 적

정산도가 반비례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2. 건조방법을 달리한 늙은 호박의 색도 및 갈변도
건조 조건을 달리하여 제조한 늙은 호박의 색도와 갈변도

는 Table 2에 나타냈다. 건조방법을 달리한 늙은 호박의 명도

(L값)는 동결건조에서 69.07로 가장 높았으며, 자연건조(62.24)
와 대조군(58.38)은 두 군 간의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고, 열풍건조는 49.0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적색도(a
값)는 열풍건조에서 23.68로 가장 높았으며, 자연건조(19.10), 
동결건조(14.73), 대조군(9.41) 순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황색도(b값)는 열풍건조(35.55)에서 대조군(31.38)보다 높

았으며, 동결건조(30.09)는 대조군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자연건조(26.01)는 대조군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건조 조건에 따른 블루베리와 오미자의 연구 결과 명도가 동

결건조 시료에서 높게 나타났으며(Kim 등 2008; Shin 등 2015), 
전처리 조건을 달리한 단호박을 열풍건조시킨 시료에서 적

색도와 황색도가 증가된 경향을 보인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

했다(Shin 등 2012).
일반적으로 갈변도는 가열시간이 길어지고 가열온도가 높

아질수록 갈변 기질 물질은 감소되고, 갈변물질은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가열시 생성되는 일부 갈변물질은 

항산화 활성을 지니기도 한다(Kim 등 1981; Chung 등 1996). 
갈변도는 대조군(0.09), 동결건조(0.19), 자연건조(0.24)에 비

해 0.44로 열풍건조에서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보아, 열풍건조

가 갈변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열풍건조의 경우 고온에서 장시간 노출되어 열에 의해 갈변

이 촉진된 것으로 생각된다.

3. 건조방법을 달리한 늙은 호박의 총당
건조방법을 달리한 늙은 호박의 총당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총당은 환원성을 갖지 않는 비환원당

과 환원성을 갖는 환원당을 합한 것을 의미하며, 과실에서 당

분은 향기 생성과 감미에 영향을 미친다(Kwon 등 2013). 총
당을 분석한 결과로 동결건조에서 3.20 mg/g으로 가장 높았

고, 열풍건조는 3.12 mg/g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자연건조

는 2.59 mg/g으로 건조방법을 달리한 늙은 호박 중 가장 낮은 

함량을 보였다. 그러나, 건조방법을 달리한 늙은 호박은 대조

군에 비해 높은 총당 함량을 나타냈다. 건조 방법을 달리한 

호박 분말 연구의 총당 결과는 동결건조에서 가장 높은 함량

을 보여 본 연구와 유사했으며(Hwang 등 2006), 건조방법에 

따라 총당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건조방법에 따라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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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erty
Drying method 

Control Natural dry Hot-air dry Freeze dry

Glucose 0.77±0.031)2)d 4.36±0.07c 5.22±2.31bc 26.87±1.06a

Fructose 0.77±0.02d 3.94±0.31c 4.62±0.57bc 20.26±0.37a

Maltose - - - -

Lactose - - - -

Sucrose - 0.26±0.08c 0.61±0.06bc 2.63±0.09a

Total 1.54±0.05d 8.56±0.46c 10.45±2.94bc 49.76±1.51a

1) Each value is mean±S.D.
2)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 different superscript in row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able 4. Sugar contents of Cucurbita moschata Duch according to drying method (unit: %)

Text characteristics
Drying method 

Control Natural dry Hot-air dry Freeze dry

Hardness (g) 1,522.17±301.631)2)b 5,663.23±432.21a 5,412.72±321.89a 4,833.21±458.66a

Springiness (mm) 0.33±0.12 0.36±0.11 0.39±0.07 0.35±0.12

Cohesiveness (g/s) 0.77±0.24 0.72±0.43 0.81±0.25 0.78±0.17

Gumminess (g/s) 1,551.78±240.47b 2,631.15±493.77a 2,447.15±202.50a 2,084.46±264.78a

Chewiness (g) 1,487.10±350.42b 2,214.14±371.45a 2,145.47±194.69a 2,041.12±112.79a

Adhesiveness (gs) －4.72±0.45b －0.05±0.02a －0.05±0.04a －0.06±0.02a

1) Each value is mean±S.D.
2)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 different superscript in row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able 5. Texture characteristics of muffins prepared with Cucurbita moschata Duch according to drying method

탄수화물의 저분자화 정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Hwang 등 2006).

4. 건조방법을 달리한 늙은 호박의 유리당 함량
건조방법을 달리한 늙은 호박의 유리당 함량은 Table 4와 

같이 나타내었다. 대조군의 당 함량은 glucose와 fructose에서 

0.77%로 측정되었으며, maltose, lactose, sucrose는 검출되지 않

았다. Glucose는 동결건조(26.87%)에서 가장 높았으며, 자연

건조(4.36%)에서 가장 낮은 함량을 보였다. 또한, 자연건조의 

fructose와 sucrose의 함량은 각각 20.26%와 2.63%로 건조방법

을 달리한 늙은 호박 중 가장 높았으며, 자연건조의 fructose 
(3.94%)와 sucrose(0.26%)가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늙은 

호박을 부위별로 성분을 측정한 연구에서 늙은 호박의 유리

당 조성은 sucrose, glucose, fructose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위

에 따라 다른 유리당 함량을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Lenart
는 건조 후에 sucrose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

하였으며, 동결건조가 자연건조나 열풍건조보다 더 높은 유

리당을 함유하여 동결건조가 유리당 보존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5. 건조방법을 달리한 늙은 호박의 texture 측정
건조방법을 달리한 늙은 호박의 texture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경도(Hardness)는 대조군에서 1,522.17 
g으로 가장 낮았으며, 자연건조에서 5,663.23 g, 열풍건조에서 
5,412.72 g, 동결건조에서 4,833.21 g의 수치를 나타내어 대조

군보다 높았으며, 건조 방법을 달리한 시료 간의 유의적 차이

는 없었다. 탄력성(Springiness)과 응집성(Cohensiveness)은 군 

간의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검성(Gumminess)은 대

조군(1,151.78 g/s)에서 가장 낮았으며, 자연건조, 열풍건조, 동
결건조에서 각각 2,631.15, 2,447.15, 2,084.46 g/s의 수치를 보

여 건조 방법을 달리한 시료 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씹
힘성(Chewiness)에서도 자연건조 시료에서 2,214.14 g으로 가

장 높은 수치을 보였으나, 열풍건조(2,145.47 g)와 동결건조

(2,041.12 g)와 비교했을 때,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부착성(Adhesiveness)은 대조군(－4.72 gs)에서 가장 낮았으며, 
건조방법을 달리한 시료 간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건조방법을 달리한 늙은 호박의 texture 차이는 건조과정

에서의 온도 및 시간 등의 건조 방법에 따라 나타난 수분함량

의 차이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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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PPH scavenging activities and ABTS scavenging 
activities in Cucurbita moschata Duch according to drying 
metho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ach value is mean±S.D. (n=3).

6.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건조방법을 달리한 늙은 호박의 DPPH 라디칼 소거능과 

ABTS 라디칼 소거능의 결과는 Fig. 1과 같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열풍건조에서 27.96%로 대조군(21.13%)에 비해 높

은 활성을 보였으며, 동결건조는 24.17%로 대조군과 유의적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연건조는 15.67%의 활성을 보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열풍건조(85.01%)와 동결건조(86.84%)
가 유의적 차이 없이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으며, 자연건조에

서 70.19%를 보였고, 대조군에서 29.244%로 가장 낮은 결과

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ABTS 라디칼 소거능과 DPPH 라디

칼 소거능의 결과가 차이를 보인 이유는 ABTS 라디칼은 DPPH 
라디칼과 달리 극성과 비극성 물질 모두와 반응하여 소거

되고(Re 등 1999), ABTS 라디칼과 반응하는 항산화 물질이 

DPPH 라디칼과는 반응하지 않아 DPPH 라디칼 소거활성과 

ABTS 라디칼 소거활성간의 차이를 보였다고 판단된다(Chung 
등 2014). DPPH 소거능과 ABTS 소거능 결과, 모두 높은 활성

을 보인 열풍건조 시료는 갈변 과정 중 갈변물질로 인해 항산

화력이 증가하였다고 보이며(Kim 등 2009), 늙은 호박 건조 

시 열풍건조 방법을 사용한다면 고품질 제품의 생산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건조방법을 달리한 늙은 호박의 품질 특성 및 항산화를 비

교하기 위하여 건조하지 않은 늙은 호박을 대조군으로 하였

고, 자연건조, 열풍건조, 동결건조의 조건에서 늙은 호박을 제

조하였다. 건조한 늙은 호박의 수분함량은 건조한 늙은 호박 

중 동결건조에서 가장 높았고, 자연건조와 열풍건조는 유의

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가용성 고형분은 대조군에서 가

장 낮았으며, 건조 방법을 달리한 늙은 호박 간의 유의적 차이

가 없었다. pH의 결과는 동결건조에서 가장 높았으며, 자연

건조에서 낮았다. 적정산도는 열풍건조에서 가장 높았고, 자
연건조에서도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동결건조에서 낮은 경

향을 나타냈다. 색도 측정 결과, 명도는 동결건조에서 증가했

고, 적색도와 황색도는 열풍건조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갈변도 또한 열풍건조에서 높은 값을 나타냈다. 총당의 분석

한 결과, 동결건조에서의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대조군에서 

낮은 함량을 나타냈다. Texture를 측정한 결과, 경도, 응집력, 
검성, 씹힘성은 대조군에 비해 건조한 시료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건조방법을 달리한 시료 간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결과는 열

풍건조와 동결건조가 높은 수치를 보여 열풍건조와 동결건

조시킨 늙은 호박이 기능성에 좋은 영향을 나타낼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 결과, 열풍건조와 동결건조시킨 늙은 호박이 

품질 특성과 기능성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되나, 경
제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열풍건조 방법이 건조 늙은 호박의 

제조 방법으로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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