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소재로서의 사이클로덱스트린

석 호 문

식품자원이용연구본부

사이클로덱스트린(CD)과 사이클로덱스트린 유

도체의 활용에 한 실용 인 측면을 소개한다. 

친유성의 식품소재를 사이클로덱스트린으로 분자 

캡슐화하게 되면 향기성분, 비타민류, 색소  불

포화지방 등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게 되어 제품의 

장수명을 연장시키게 된다. 장기 장에 따른 안

정성시험 결과 사이클로덱스트린으로 포 한 식품

소재들은 통 으로 사용해 오던 방법보다 장

성이 훨씬 높아졌다. 한 식품  식품가공기술

에 있어 사이클로덱스트린의 사용에 한 기술

인 장 은 능   양학  특성 그리고 작업

성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Ⅰ. 서언

  사이클로덱스트린은 분을 기질로 하여 효소

(cyclodextrin glucanotransferase)에 의해 생성되

는 환상의 비환원성 분유도체(말토올리고당)로

서 독성이 없으며 장  상부에서는 흡수되지 않

지만 장균에 의해 완 히 자화된다. 베타-사이

클로덱스트린은 1998년 향미성분의 담체  보호

제로서 GRAS에 등재되었다. 사이클로덱스트린은 

향미성분  기타 불안정한 물질들의 분자캡슐화

를 한 담체로서 주로 식품에 사용되지만 균일하

고 순수한 물질일 뿐만 아니라 수분보유능을 높이

는 성질이 있어 그 활용도는 단히 넓은 역에 

걸쳐있다.

  한편 천연물 유래 는 합성품 유래의 방향성 

물질은 식품에 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을 직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많은 단 들이 

발생하게 된다. 

  ◦ 원료는 일정한 조성을 하고 있지 않다. 즉 

향기성분의 함량은 수확시기, 가공, 품종  

생산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 천연산물은 어떤 미생물에 오염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기생충이 서식하기도 한다.

  ◦ 식품원료의 향기성분 함량은 장  감소하

며 어떤 성분은 바람직하지 않게 변화되기도 

한다.

  ◦ 장수명은 한정되어 있어 어떤 천연소재의 

경우 향기성분은 심각한 장문제를 일으킨다.

  이와 같은 단 을 극복하기 해 농축물, 즉 올

  국내․외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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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진, 정유  주로 수증기 증류로 얻어지는 

향료 등이 식품산업과 화장품업계에서 오래 부

터 사용되어 왔다.

  향신료의 추출농축물 는 증류로 얻어지는 소

재들은 일반 으로 단순히 소  는 분이나 덱

스트린에 섞거나 아라비아검, 셀룰로오스에테르 

는 분유도체 등으로 마이크로 캡슐화시킴에 

의해 고형상의 분말상 제품으로 변형시켜 사용하

여 왔다. 

  분말상 향료는 식품제조업에서 변하기 쉽고 혼

합이 어려운 소재를 청결하고 균질한 형태로 제조

할 수 있게 한다. 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의 가격

은 kg당 5-6불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베타-사

이클로덱스트린으로 캡슐화시킨 향료제품의 가격

은 마이크로 캡슐화시킨 향료조제품 보다 그다지 

비싸지 않다. 

Ⅱ. 다기능성 식품소재로서의 사이

클로덱스트린

  식품분야에서 사이클로덱스트린에 의한 분자캡

슐화의 응용은 다음과 같은 장 이 있다.

  ◦ 산화 는 빛으로 일어나는 반응, 열에 의한 

분해, 휘발이나 승화에 의한 소실에 민감한 

소재의 보호

  ◦ 좋지 않은 맛/냄새, 미생물  오염, 섬유/기

타 바람직하지 않은 성분, 해지는 성질

의 제거( 는 감소) 등

  ◦ 건조분말의 안정되고 규격화된 조성을 포함

하여 단순한 혼합과 취 , 포장과 장비용

의 감, 보다 경제 인 공정, 인력 감 등 

기술 인 이익

  일반 으로 미결정의 사이클로덱스트린 복합체

는 외견상 하게 보이고 거의 냄새가 없지만 

흡습성의 분말은 아니다. 향기성분을 포 한 사이

클로덱스트린 복합체의 결정화도, 흐름성 그리고 

기타 기계 인 특성은 복합체 형성과정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공동결정화와 혼합 그리고 탁기술로 조제된 

향기성분/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 복합체는 습도가 

높은 장 조건하에서도 수분흡수와 덩어리짐의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들 복합체의 

향미성분 재량(부하량)은 부분의 경우 6-15% 

(w/w)의 범  내에서 가변 이며 일반 으로 8- 

10% 정도이다(표 1).

  이 같은 수치는 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의 분자

량은 1135임에 비해 향기성분의 경우 다수가 평

균분자량이 120-160인 mono  sesquiterpenoids 

그리고 phenylpropane 유도체이기 때문인데 호스

트(host):게스트(guest)의 몰 비가 략 1:1인 것과 

련이 있다. 

표 1. 향미성분/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 복합체의 

향미성분 재량

향기성분              

                

 복합체의 향기성분 

재량(%)

Citral-CD

Citronellal-CD

β-lonone-CD

Linalool-CD

Linalyl-acetate-CD

L-Menthol-CD

Sage oil -CD

Cinnamon oil-CD

Jasmin oil-CD

Bergamott oil-CD

Orange oil-CD

Lemon oil-CD

Lime oil-CD

Onion oil-CD

Garlic oil-CD

Mustard oil-CD

Marjoram oil-CD

9.5

9.0

13.3

10.1

9.8

10.6

10.5

10.4

11.0

9.8

8.9

10.2

9.6

10.0

9.4

10.2

9.9

1. 향기성분 담체로서의 사이클로덱스트린
  기능성의 에서 사이클로덱스트린은 분자크

기의 “속이 비어 있는 캡슐”로 생각할 수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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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료

산소 소비량(㎕/㎎)

시간(시간)

2 4 6 8 10 12

 Benzaldehyde

 Benzaldehyde/β-CD

 Cinnamaldehyde

 Cinnamaldehyde/β-CD

26

2

17

4

37

4

23

6

44

4

30

9

48

4

34

8

52

4

47

9

56

5

53

11

표 2. 산소 환경(37℃)하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benzaldehyde와 cinnamaldehyde  이들

과 β-CD 복합체의 산소흡수량 변화

시  료

잔존 향기성분 함량(%)

조사시간(시간)

0 4 8 12 24 48

 Citral/lactose

 Citral/β-CD

 Cinnamaldehyde/lactose

 Cinnamaldehyde/β-CD

9.7

9.4

9.0

9.0

6.1

9.0

4.4

9.1

4.0

9.1

4.0

9.0

2.4

8.8

3.7

8.7

0.7

9.0

2.0

9.0

0

8.5

2.2

7.0

표 3. Aldehyde형 향미성분의 자외선 조사에 한 CD복합체의 방어효과

라서 향기성분과 사이클로덱스트린의 복합체는 분

자크기에서의 캡슐화작용이다. 재래식 방법인 마

이크로 캡슐화와 비교할 때 분자캡슐화의 독특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즉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된 

식품계에 존재하는 모든 단일 향기성분에 해 효

과 인 보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같은 분자크

기에서의 캡슐화는 향기성분 농축물, 정유, 올 오

진(액상향신료) 등과 같은 천연 는 합성의 혼

합조성계과 같은 서로 다른 성분들 사이의 분자간 

상호작용을 억제 는 배제한다.

2. 식품소재의 보호제로서 사이클로덱스트린
2.1. 산화방지를 한 사이클로덱스트린

  사이클로덱스트린으로 산소에 민감한 향미성분 

는 기타 식품소재(불포화지방산, 색소 등)를 포

(캡슐화)하면 부분의 경우 화학  안정성이 

높아지게 된다. 향미성분에 미치는 산소의 향을 

Warburg 검압계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사이클

로덱스트린 복합체는 산소만의 환경에 장한 경

우에도 cinnamaldehyde와 benzaldehyde와 같은 

산화되기 쉬운 물질을 화학  변화로부터 거의 완

히 보호하 다(표 2).

2.2.  분해를 방지하는 사이클로덱스트린

  수많은 향미성분들은 여러 가지 조사에 해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를 들면 citral(신선

한 오 지향기의 주성분)은 자외선을 받게되면 환

상구조인 photocitral A와 photocitral B로 변환된

다. 최근에는 photocitral 외에도 p-cymene과 기타 

환상의 monoterpene류의 생성도 보고되었는데 이

들은 오 지 향을 함유하는 주스의 경우에는 심각

한 향미의 변화를 래하게 된다.

  그러나 citral을 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으로 포

하면 6시간 동안 UV조사를 한 이후에도 에서 

언 한 환상의 분해산물은 생성되지 않는다. 이들 

화합물의 안정성에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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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료
손실량(총 향기성분에 한 %)

80-90℃ 130-145℃ 150-160℃ 175-250℃

 Garlic/lactose

 Garlic/β-CD

 Onion/lactose

 Onion/β-CD

 Dill/lactose

 Dill/β-CD

 Coffee/lactose

 Coffee/β-CD

94

2

90

5

96

4

88

9

2

5

4

7

-

9

9

12

-

12

-

13

-

17

-

27

-

45

-

66

-

55

-

40-45

표 4. 유당/정유 는 CD/정유 복합체의 가열정도에 따른 향미성분의 소실 변화

시  료

잔존 향기(%)

장 기간(일)

0 4 6 8 12 14

 Garlic oil/lactose

 Garlic oil/β-CD

 Lemon oil/lactose

 Lemon oil/β-CD

100

100

100

100

70

107

88

105

66

96

60

98

55

97

17

97

32

98

14

99

21

96

3

89

(상 습도 : 45%, 기에 노출) 

표 5. 유당/정유  β-CD/정유 복합체의 60℃에서 장  향미성분 함량 변화

  반면 이들을 용액상태  탁상태에서 UV조사

한 결과 빛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에 한 분자캡

슐화의 방어효과는 분말상태에서 얻은 실험결과에 

비해 15-25%에 불과하 다. 이 같은 상은 수용

액계에서는 사이클로덱스트린에 포 된 향미성분

이 물과 함에 의해 부분 인 방출이 일어나고 

이어서 형성된 포 복합체가 해리되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2.3. 열에 의한 변화를 방지하는 사이클로덱스트린

  건조분말상태에서 휘발성 향미성분  정유성분

의 사이클로덱스트린 복합체는 열에 해 목할

만한 항성을 나타낸다는 것이 밝 졌다. 일반

으로 재래의 조립방식에 비해 사이클로덱스트린으

로 복합체를 형성하는 방식은 향기성분의 유지가 

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분자캡슐화에 

의한 복합체의 형성이 휘발성이 강한 소재의 휘산

(증발)을 얼마나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지 천연

정유를 시료로 하여 흡착법과 사이클로덱스트린 

포 기술을 비교한 실험에서 입증되었다. 표 4는 

유당에 흡착시킨 몇 종류의 정유와 베타-사이클로

덱스트린으로 복합체를 형성한 몇 가지 정유를 

상으로 하여 질소기류 하에서 가열처리정도를 달

리하 을 때 소실되는 향미물질의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한 마늘과 몬정유를 유당에 흡착시킨 

것 는 CD와 복합체를 형성시킨 것을 60℃에서 

14일간 장한 가속시험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얻

어졌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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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료

β-CD 복합체의 향기성분 재량(%)

장기간(년)

0 2 4 11 14
14년 후의 

잔존율

Anethol/CD

Anis oil/CD

Cinnamaldehyde/CD

Bergamotte/CD

Citral/CD

Lemon/CD

Marjoram oil/CD

L-Menthol/CD

Vanilin/CD

Garlic oil/CD

Eugenol/CD

β-lonone/CD

9.7

9.9

9.2

10.2

8.9

10.2

10.6

10.6

6.1

10.0

8.0

11.7

9.2

10.1

7.8

-

-

8.1

10.0

-

6.3

9.8

-

-

9.4

8.9

7.1

-

6.0

-

-

9.8

-

9.0

5.2

9.4

8.8

8.0

6.0

9.6

4.4

7.0

10.0

-

3.2

8.7

5.0

9.7

8.0

7.8

6.3

9.8

4.0

5.5

10.0

10.7

2.8

8.5

3.1

8.0

82

78

68

96

45

54

94

101

46

85

38

68

- : 측정하지 않음 

표 6. 정상 조건하에서의 장기 장에 따른 β-CD복합체의 향미성분 재량 변화

2.4. 식품의 장수명 연장을 한 사이클로덱스트린

  가혹한 조건하에서 얻어진 이상의 결과로 미루

어 볼 때 일반 인 조건(25℃, 상 습도 60%)하에

서도 사이클로덱스트린으로 향기를 포 한 복합체

의 경우 장기간을 연장시킬 가능성이 있고 실제

로 다음과 같은 것이 밝 졌다. 즉 부분의 천연 

 합성 향과 향미성분들은 장기 장  장기간

이 히 길어졌다. 12종의 서로 다른 천연  

합성 향/사이클로덱스트린 복합체를 보통 조건하

에서 14년간 장하면서 실제 향미성분 부하량(

재량)의 변화를 GC를 사용하여 경시별로 측정하

으며 총 향기성분의 함량 외에도 이들 다종 성

분계의 조성변화도 조사하 다. TLC와 GC 분석

결과, 이들 향기농축물의 분자캡슐화는 장기 장

에서도 목할만한 안정성의 향상을 가져왔다(표 

6). 이상의 결과로부터 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 

복합체의 보존력은 여러 가지 향미성분의 구조, 

극성  기하학  배열에 따라 다르며 가장 강력

한 방지효과는 terpenoid, phenyl-propane 그리고 

alkylsulfide 타입의 향미물질에서 찰된 반면 

phenolic 구조의 향미성분은 이 보다 훨씬 낮은 효

과를 나타내었다.

Ⅲ. “속이 비어 있는” 사이클로덱스

트린의 응용

1. 사이클로덱스트린에 의한 식품의 물리적 
특성 변화

  친수성의 외부와 친유성의 내부 공동(cavity) 때

문에 사이클로덱스트린은 마요네즈와 샐러드 드

싱과 같은 안정된 water-in-oil 상태의 유화조제물

에 활용될 수 있다. 토마토 첩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 식용색소는 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을 0.2% 

첨가함에 의해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 게 만든 

첩은 100℃에서 2시간 가열처리 하여도 색이 변

하지 않는 반면 조구는 변색되었다. 유화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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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치즈에 사이클로덱스트린을 첨가하는 것은 

수분보유력과 장수명을 증 시킬 수 있다.

  가공육제품에 있어 사이클로덱스트린은 수분보

유력과 텍스쳐를 향상시킨다. 식품 는 제약의 

경우 당과 아미노산을 함유하는 고체상 조성물은 

갈변과 이킹 상을 일으킨다는 것이 알려져 있

다. 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과정은 수분함량

이 3% 이하인 덱스트린, 분 는 사이클로덱스

트린과 같은 올리고당 는 다당류를 어도 40% 

혼합함에 의해 방지할 수 있다. 를 들면 무수포

도당, sodium L-aspartate, DL-alanine, citric acid 

 무기염으로 이루어진 분말주스에 베타-사이클

로덱스트린을 20% 첨가하면 안정성이 탁월한 제

품을 얻게된다. 40℃에서 30일 경과 후 이들 제품

은 아무런 변색이나 이킹을 나타내지 않은 반면 

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을 첨가하지 않은 조구는 

2일째에 이미 이킹 상을 나타내고 4일째부터

는 갈변되기 시작하 다. 

  호화는 분  분을 함유한 재료들에 있어 

단히 요한 특성( 를 들면 가루 분입자의 

호화온도, 팽윤도, 형성된 페이스트의 도 등)이

다. 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의 존재는 가루의 호

화양상을 상당히 변화시킨다. 1.5%의 베타-사이클

로덱스트린 첨가는 분의 팽윤도와 용해도를 

증가시키며 특히 아 로오스 획분의 용출을 증가

시킨다. 분 페이스트의 도는 베타-사이클로덱

스트린을 1.5% 첨가함에 의해 4배정도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분을 탈지한 후에는 사이클로

덱스트린의 향이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은 분(아 로오스) 

-지질복합체를 붕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좋지 않은 맛을 마스킹 또는 감소시키는 
사이클로덱스트린

  사이클로덱스트린의 경우 수용액상태에서는 복

합체를 형성하는 게스트 분자에 한 유리형의 비

율이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 달라진다. 가장 요

한 것은 복합체의 안정성(결합력)상수, 온도 그리

고 이들의 농도이다. 농도가 진하고 찬 용액의 경

우 평형상태는 복합체형성(결정화) 편으로 기우는 

반면 따뜻하고 묽은 용액에서는 포 된 게스트 분

자를 방출한다. 따라서 향미물질/사이클로덱스트린 

복합체가 따뜻하고 묽은 수용액 상태에 있는 입속

의 미뢰와 하게 되면 맛과 냄새를 제거할 가

능성은 거의 없어지게 된다. 커피와 차를 90℃에 

장시간 방치할 때 생성되는 페놀상의 좋지 않은 

쓴맛 성분을 제거하고자 뜨거운 차에 베타-사이클

로덱스트린을 0.1% 첨가한 실험결과가 있지만 재

성에 의문이 있다. 그러나 온도를 낮추고 사이

클로덱스트린의 농도를 높이면 좋지 않은 향과 맛

은 사이클로덱스트린의 포 화에 의해 마스킹 

는 극복할 수 있다.

  우유카제인 가수분해물은 쉽게 소화되는 단백질

원이지만 쓴맛 때문에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 단

백가수분해물에 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을 10% 첨

가함에 의해 쓴맛을 제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삼엑기스나 로필 리콜의 쓴맛도 베타-사이

클로덱스트린을 사용함에 의해 성공 으로 제거된

다. 양고기와 생선의 독특한 냄새, 뼛가루(동물사

료에 칼슘강화제로 사용)나 sodium caseinate 용

액의 좋지 않은 냄새 등은 사이클로덱스트린에 의

해 제거할 수 있다. 두가공제품에서 나타나는 

풀 냄새와 같은 좋지 않은 맛을 없애는 데는 이들

을 사이클로덱스트린과 혼합하면 된다. 두 시

틴을 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과 혼합하면 냄새가 

나지 않는 분말상의 소재가 되므로 식품용으로 사

용할 수 있다.

  자몽 는 만다린 주스의 쓴맛은 주스를 살균처

리하기 에 0.3% 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을 첨가

하면 충분히 감소된다. 즉, 쓴맛을 나타내는 물질

(naringin과 limonin)은 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과 

안정된 포 복합체를 형성하는데 그 결과 용액에 

존재하는 유리형태의 쓴맛 성분을 감소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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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제품의 유형 사용된 CD의 역할

Natual( 랑스)

Cyroma-line(헝가리)

Balade(벨기에)

Simply Eggs(미국)

FlavorAktiv Standard Kit( 국)

Flavono(일본)

Choco Bar(일본)

Poder tea(일본)

Gymet(일본)

Stick Lemon(일본)

 콜 스테롤 치즈

제과용 가향 설탕

 콜 스테롤 버터

 콜 스테롤 계란

쇠고기 향 standards

잉 껌

쵸코렛

인스탄트 녹차

식이섬유 음료

인스탄트 차 음료

콜 스테롤 함량 하

가열에 한 향의 유지

콜 스테롤 함량 하

콜 스테롤 함량 하

향 standards의 유지

향의 안정화

유화제

색깔의 안정화

맛의 마스킹 효과

향의 유지

표 7. CD 는 CD의 지원을 받은 기술로 생산되는 시  유통 인 가공식품

3. 사이클로덱스트린에 의한 특정성분의   선택적 복합화
  볶은 커피(분쇄 커피원두)를 수용상태의 베타-

사이클로덱스트린 용액으로 추출하면 추출은 훨씬 

효과 이다. 이와 같이 처리한 커피추출액을 분무

건조 는 동결건조시키면 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

이 함유된 가용성 커피분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제품은 휘발성성분의 보존에 더욱 효과 이며 따

라서 더 좋은 향기의 제품을 얻을 수 있다. 

  카페인/사이클로덱스트린 복합체도 만들 수 있

지만 수용액에서의 그 특성(결합상수  용해성)

은 커피로부터 카페인을 제거하는데 합하지 않

다. 커피추출물을 여러 가지 불용성의 팽윤된 사

이클로덱스트린 폴리머와 함께 방치하는 것은 카

페인을 제거하는데 있어 활성탄(77%)에 비해 그 

효과가 훨씬 낮다(4-26%). 그러나 chlorogenic 

acid 제거의 경우 어떤 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 폴

리머들은 거의 활성탄(71%) 정도의 효과(70%)를 

나타낸다.

  감통조림 제품에 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을 

0.005-1% 첨가하면 용해성이 단히 낮고 쓴맛이 

있는 헤스페리딘(hesperidin)과 나린진(naringin)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침 물생성을 방지할 수 있

다. 자몽주스에 있어서도 이들 성분의 농도가 지

나치게 높으면 쓴맛이 무 강한데 자몽주스를 사

이클로덱스트린 폴리머로 충진한 크로마토그래  

칼럼을 통과시킴에 의해 이들 성분을 선택 으로 

제거할 수 있다.

  Balade란 상품명으로 개발된 콜 스테롤 버터

가 벨기에에서 1992년 이후 생산시 되고 있다. 

이는 용해시킨 버터를 결정성의 베타-사이클로덱

스트린과 혼합하면 트리 리세라이드와는 반응하

지 않지만 콜 스테롤과는 안정된 결정성의 복합

체를 형성하는데 생성된 콜 스테롤/베타-사이클

로덱스트린 복합체는 용해된 버터에서 쉽게 제거

할 수 있다.

  유지방에 존재하는 콜 스테롤의 90% 이상을 

이와 같은 단순한 한가지 공정으로 제거할 수 있

다. 더구나 이 같은 처리를 한 후의 버터는 어떠

한 사이클로덱스트린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밖

에 콜 스테롤 우유제품, 치즈, 크림 는 콜

스테롤 계란 등도 이와 같은 기술로 생산된다.

  표 7에 사이클로덱스트린 포  소재 는 사이

클로덱스트린의 지원을 받은 기술로 제조되는 것

들로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소개하 다.

Ⅳ. 식품에 있어 사이클로덱스트린

의 특별한 응용

  식품에 있어 사이클로덱스트린의 흥미롭고 매력

인 응용은 사이클로덱스트린이 함유된 식품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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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다. 사이클로덱스트린 는 항균제/사이클로덱

스트린 복합체를 결합시킨 식품포장용 라스틱 

필름은 방향성분의 소실을 효과 으로 이게 되

고 장  미생물학 인 보존성을 높이게 된다. 

  여러 가지 사이클로덱스트린 복합체가 방부제 

는 보존제로서 식품에 이용될 수 있다. 0.1% 요

오드/베타 사이클로덱스트린 복합체는 20℃에서 2

개월간 어묵 는 냉동수산제품의 부패를 억제한다. 

  요오드 복합체를 함유한 식품포장용 vinylacetate 

polymer 는 polypropylene foil의 표면에서는 

Aspergillus, Penicillium 는 Trichonderma와 같

은 균의 생육이 찰되지 않았다. 살균제/사이클로

덱스트린 복합체를 결합시킨 필름을 하드치즈의 

포장용으로 사용하면 포장치즈의 표면에 신속히 

발생하는 곰팡이의 생육을 억제함에 의해 이들 제

품의 장수명을 크게 늘리게 된다. 

  에탄올 투과성필름에 에탄올/사이클로덱스트린 

복합체를 채워 넣으면 포장식품에 있어 곰팡이의 

증식을 방지하므로 효과 인 방부제가 된다. 이와 

유사한 활용으로서 사이클로덱스트린/benzoic acid 

 그 에스테르의 복합체도 알려져 있는데 보존력

을 지닌 “스마트”한 식품포장재 선택의 폭은 차 

넓어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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