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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보릿잎을 첨가한 키위잼 재료 혼합비율의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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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ation of the Ingredient Mixing Ratio for Preparation of Kiwifruit 
(Actinidia deliciosa) Jam Prepared with added Barley Sproutling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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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the optimum ratio of ingredients for the manufacture of kiwifruit jam. The experiment 
was designed according to the D-optimal design of RSM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which included 18 experi-
mental points with 4 replicates for three independent variables (sugar 35～60%, pectin 0.1～1.0.%, kiwifruit paste 0.37～
0.90%). The compositional and functional properties of the prepared products were measured, and these values were 
applied to mathematical models. A canonical form and trace plot showed the influence of each variable on the quality 
attributes of the final product mixture. By use of the F-test, viscosity, color values (L, a, b), and sensory characteristics 
(color) were expressed by a linear model, while the L color value and select sensory characteristics (smell, taste, overall 
acceptance) were also expressed by a quadratic model. The optimum formulations by the numerical and graphical 
methods, were similar, and with the numerical method it presented as: sugar, pectin, and barley sproutling powder at 
49.7%, 0.5%, and 0.6%, respectively. The above results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preparing kiwifruit jam added 
with barley sproutling powder, and therefore, the commercialization of a kiwifruit jam marketed as a functional food is 
deemed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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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어린 보릿잎(Hordeum vulgare L.)이란 파종 후 열흘 이

내의 것으로 길이는 5～6 cm 정도 되며 가지가 나오기 

이전까지의 것이다(농촌진흥청 2001). 어린 보릿잎에는 35～
45%의 단백질과 18종의 아미노산 및 8종의 필수 아미노

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90% 이상이 쉽게 소화

되는 polypeptide로 존재한다고 한다(Kim KT 등 1994). 
또한 식이섬유, K, Ca, Fe 등의 무기질과 클로로필, 비
타민 C, 효소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여러 생리

활성 물질에 의한 항산화, 항염, 혈압강하, 해독작용 뿐 

아니라 암의 억제효과(Ohkawa M. 1998)도 있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새로운 건강기능 식품으로서 가치가 높아

지고 있다. 어린 보릿잎을 음식에 이용한 연구로는 찜 케

이크에 관한 연구(Seo MJ 등 2006), 설기떡에 이용한 연

구(Park HY와 Jang MS 2007, Park HY 등 2008) 등이 

있다.
최근 식생활의 변화에 의해 아침식사 대용으로 빵과 

같은 편의식품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잼의 소비도 동

시에 증가하였고, 그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다(Lee KD와 

Jeong YJ 1999). 식품공전에 의하면 잼류는 ‘과실류 또

는 과채류를 당류 등과 함께 젤리화 또는 시럽화한 것(식
품의약품안전청 2005)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조리용어 사

전(정혜정 2001)에서는 ‘과일과 설탕으로 만든 걸쭉한 혼

합물로서 과일 조각이 아주 부드럽고 거의 형태가 없어질 
때까지 열을 가해 만들어진 것으로 빵에 바르거나 페이

스트리와 쿠키의 속에 넣거나 다양한 후식의 재료로 사

용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과일이 젤리화되기 위해서는 
펙틴, 산, 당의 3요소가 각각 1～1.5%, 0.3～0.5%, 60～
65%의 일정한 농도 비율로 존재할 필요가 있다(남궁석 

등 2002). 또한 칼슘이나 다른 다가성 금속 이온은 펙틴 

용액의 점성을 증가시켜 준다(권용주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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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design for kiwifruit jam added with barley sproutling powder

No. Run
Pseudo component1) Actual component

A2) B C A (%) B (%) C (%)
1 8 -1.000 1.000 0.333 35.00 1.00 0.63
2 6 -1.000 0.000 1.000 35.00 0.55 0.90
3 18 -1.000 -1.000 -0.333 35.00 0.10 0.37
4 2 1.000 -0.333 1.000 60.00 0.40 0.90
5 17 0.333 1.000 1.000 51.67 1.00 0.90
6 7 1.000 1.000 -0.333 60.00 1.00 0.37
7 11 -1.000 0.333 -1.000 35.00 0.70 0.10
8 10 0.333 -1.000 -1.000 51.67 0.10 0.10
9 12 1.000 0.000 0.000 47.50 0.55 0.50
10 4 -0.333 -1.000 1.000 43.33 0.10 0.90
11 5 1.000 0.000 -1.000 60.00 0.55 0.10
12 13 1.000 -1.000 0.000 60.00 0.10 0.50
13 16 0.000 1.000 -1.000 47.50 1.00 0.10
14 15 -1.000 0.000 0.000 35.00 0.55 0.50
15 14 0.000 0.000 0.000 47.50 0.55 0.50
16 9 0.333 1.000 1.000 51.67 1.00 0.90
17 1 -0.333 -1.000 1.000 43.33 0.10 0.90
18 3 -1.000 -1.000 -0.333 35.00 0.10 0.37

1) Pseudo conponents : χi = 


 





   , χ1 + χ2 +… χp = 1

2) A: sugar, B: pectin, C: barley sproutling powder

키위(Kiwifruit, Actinidia deliciosa)는 다래 나무과(Acti-
nidiaceae) 다래나무속(Actinidia)에 속하는 온대성 낙엽과

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참다래로 불리우며 1978년부터 

남해안 일대와 제주도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Kim YS
와 Song GS 2002). 비타민 C와 K, P, Ca, Mg 등이 풍부

하고 hexanal로 대표되는 독특한 향이 있으며, 단맛과 신

맛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과일이다(Luh BS와 Wang Z 
1984, Yu TJ 1999, Choi IW 등 2006). 그러나 키위는 숙

성됨에 따라 총 당과 가용성 고형분이 증가하여 단맛이 

증가하지만 펙틴질의 분해로 인하여 키위 조직의 급격

한 연화가 일어난다(Han ES 1993, Hong JH 등 1998). 현
재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량이 증가하여 저장기간 중에 품

질이 저하되는 양이 많아지며 이렇게 과숙된 키위는 폐

기되는 실정이다(Han ES 1993, Hong JH 등 1998, Kim 
HS 등 200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키위를 

이용하여 새로운 가공품을 개발하려는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키위의 저장성을 높이고 키위를 이용한 

음식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키위잼을 만들 때 어

린 보릿잎을 첨가하게 되면 색이 좋아지고, 특유의 비린

내를 없애 주며, 칼슘의 작용으로 젤리화에 영향을 주어 

잼의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맛과 품질이 우수한 키위잼 개발의 

일환으로 키위잼에 어린 보릿잎을 첨가하였을 때의 최적

의 재료 혼합비를 반응표면분석법(RSM: Response Surface 
Methodology)을 이용하여 찾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키위는 Hayward종으로 최적의 숙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구입하여 과피를 제거한 후 믹서

기(M-1207-B, Goldstar, Korea)로 30초간 마쇄하여 전량

을 한꺼번에 고르게 섞은 뒤 1 kg씩 폴리에틸렌 봉투에 

넣어 포장하여 -18℃의 냉장고(Micom GC-124CGF, LG, 
Korea)에 보관하였고, 사용 시에는 흐르는 물에서 2시간 

동안 해동시킨 뒤 잼의 원료로 사용하였다. 어린 보릿잎

은 2007년 12월에 재배 된 대백보리(영농 조합법인 한농

마을에서 제공)를 사용하였다. 어린 보릿잎은 저온건조기

를 이용하여 35～38℃에서 24시간 건조시켜 제트밀 분

쇄기를 이용하여 가루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 설탕(정백

당, 순도 99.9%), 펙틴(Cp kelco, Atlanta, USA, 순도 100%, 
methoxyl화율 10%)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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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적화를 위한 실험 디자인

어린 보릿잎을 첨가한 키위잼의 모든 실험 design, data 
분석 및 최적화는 Design Expert 7(Stat-Easy Co., Minnea-
polis)을 이용하여 반응표면분석법 중 D-optimal design 
(Myers RH와 Montgomery DC 1995)에 따라 설계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설탕(A), 펙틴(B), 어린 보릿잎(C)의 양을, 
종속변수로는 당도, 색도(L, a, b값), 견고도(firmness), 관
능검사(색, 냄새, 맛, 조직감과 전반적인 기호도)를 설정

하였다. 설탕, 펙틴과 어린 보릿잎의 첨가율의 최소 및 

최대 범위는 예비실험을 거쳐 키위 페이스트 양에 대하

여 각각 35～60%, 0.1～1.0%, 0.37～0.90%로 정하였으며, 
실험점의 재료 혼합비율은 Table 1과 같다. 모든 실험순

서(Run)는 구획에 따른 오차를 없애기 위하여 무작위로 

실행하였고, pseudo component는 실제 성분의 조합으로 

실험 디자인의 구조와 모델의 적합성을 쉽게 보여주기 

위해 나타내었다. 혼합물 내에서 각 성분이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정된 반응별로 모델링화를 하였고, 
분석은 모델에 대한 F-test를 통하여 유의성 검사를 하였

다. 선택된 모델에 대한 반응표면과 trace plot을 이용하

여 일정한 비율에서 다른 요소들이 고정되는 동안 각 혼

합물 성분변화에 따른 영향을 가식화하였다.

3. 어린 보릿잎 첨가 키위잼의 제조

키위 페이스트 1 kg을 기준으로 설탕, 펙틴과 어린 보

릿잎의 첨가량은 반응표면분석법 중 D-optimal design에 

의한 Table 1에 따라 혼합하였다. 키위 페이스트, 물 500 
g, 어린 보릿잎을 전기냄비(SCK-900SL, Shinil, Korea)에 

넣고 충분히 혼합한 뒤, 나무주걱으로 저으면서 내용물의 
중앙온도가 80℃가 될 때까지 4단으로 끓여주었다. 여기

에 설탕양의 30%와 펙틴 섞은 것을 넣어 녹이다가 다시 
끓기 시작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설탕도 2회에 나

누어 넣어주었다. 전기냄비를 1단으로 줄이고 약한 불에

서 완성점이 될 때까지 농축시켰다. 완성점은 cup test 및 
spoon test로 결정하였다. 완성된 잼은 살균한 유리병 용

기(지름 8.6 cm, 높이 15 cm)에 담아 20℃에서 24시간 

저장한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4. 실험방법

1) 당도(oBrix)

어린 보릿잎을 첨가한 키위잼의 당도는 굴절당도계

(Hand refrectormeter, Atago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2) 색도

색차계(JC-801S, Color Techno System Co., Tokyo, Japan)
를 이용하여 명도(L), 녹색도(a, +적색도/-녹색도), 황색도

(b) 값을 10회 반복하여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

다. 이 때 사용한 표준 백색판은 L = 98.51, a = -0.015, b = 
-0.373이었다.

3) 견고도

시료 100 g을 비이커(지름 5 cm, 높이 7 cm)에 담아 

Texture Analyzer(TAXT-2, Stable Micro System, Ltd., UK)
를 back extrusion rig를 응용하여 측정하였고, 측정 후 얻

어진 force-time curve로부터 견고성(firmness)을 Herman 
등(Herman HF 등 1963)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측정 

조건은 pre-test speed 2.0 mm/s, post-test speed 2.0 mm/s, 
strain deformation 50%로 설정하여 15회 반복 측정하였다.

4) 관능검사

어린 보릿잎을 첨가한 키위잼의 관능검사를 위하여 

30명의 관능 검사원(단국대 식품 영양학과 대학원생)을 

통하여 색, 냄새, 맛, 조직감과 전반적인 기호도의 5가지 

특성에 대하여 기호특성 조사를 9점 평점법(김광옥 등 

1993)으로 실시하였다. 이 때 “대단히 좋음(like extremely)”
이 9점, “대단히 싫음(dislike extremely)”이 1점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5. 최적화

Canonical 모형의 수치 최적화(numerical optimization)와 
혼합물 성분의 모형적 최적화(graphical optimization)를 통

하여 재료 혼합비의 최적화를 선정하였고, 그 때의 점을 

예측하였다. 수치 최적화는 canonical 모형을 근간으로 하

는 모델의 계수에 각 반응에 대한 목표 범위(goal area)를 
설정하고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하였다.

D = (d1 × d2 ×… × dn) 


= (


 

di) 


여기서 D는 overall desirability(Derringer G와 Suich R 
1980), d는 각각의 desirability, n은 response의 수이다. 
모형적 최적화는 각 반응에 대한 최소 혹은 최대 제한점

을 결정하여 입력하였을 때 가능한 범위에서 그래프가 중
첩되는 부분으로 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당도(oBrix)

18개의 실험점으로 만든 어린 보릿잎 첨가 키위잼의 

당도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당도는 39.9～59.1의 

범위를 보였고, 최대값은 설탕 60.0%, 펙틴 0.1%, 어린 보

릿잎 0.5%를 혼합하였을 때로 나타났다. 예비실험 단계

로 현재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잼 15종의 당도를 측정해 
본 결과 46.6～67.5°Brix 범위로 본 실험의 18개 실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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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Quality characteristics of kiwifruit jam added with barley sproutling powder at various conditions by D-optinmal design

No. Run Sweetness
(°Brix)

Hunter's color values Textural 
characteristics Sensory characteristics

L a b Firmness
(g) Color Smell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nce
1 8 39.9 27.7 -2.5 14.4 82.8 5.0 5.3 5.8 6.0 6.1
2 6 41.7 26.5 -3.3 15.2 78.5 6.5 5.5 4.2 7.1 5.0
3 18 49.0 26.4 -2.9 13.9 68.8 6.2 6.7 6.6 5.7 5.4
4 2 54.1 22.1 -3.5 16.7 77.1 5.0 5.3 5.5 7.3 6.1
5 17 47.9 24.1 -3.2 15.8 87.4 4.5 5.4 3.8 6.1 5.8
6 7 53.2 23.5 -2.5 13.7 81.8 5.9 5.8 5.3 6.0 4.2
7 11 43.3 30.2 -1.5 12.9 76.6 4.5 6.0 4.5 5.9 6.0
8 10 57.1 24.7 -1.8 13.7 68.6 6.8 6.7 5.6 4.6 5.7
9 12 49.3 25.0 -3.1 15.0 80.9 7.3 7.6 8.1 7.8 8.1
10 4 50.8 22.9 -3.9 14.7 74.0 5.7 5.6 6.0 6.0 5.5
11 5 56.0 24.0 -1.9 13.3 85.8 6.1 6.1 6.2 6.5 6.2
12 13 59.1 21.6 -3.5 14.3 76.2 6.8 6.7 6.1 4.8 6.1
13 16 45.9 28.5 -1.8 13.4 84.2 6.0 6.6 3.9 5.4 5.8
14 15 42.1 27.0 -2.7 14.1 73.7 6.6 6.5 6.8 7.5 6.5
15 14 50.0 25.2 -3.1 14.3 77.5 7.4 7.3 7.9 7.7 8.3
16 9 45.8 23.9 -3.2 15.9 86.4 4.3 5.6 4.0 6.0 5.5
17 1 53.4 22.5 -3.9 15.5 72.6 5.9 5.8 6.1 6.1 5.5
18 3 49.3 25.8 -2.7 13.9 71.6 6.5 6.8 6.5 5.8 5.2

Table 3.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kiwifruit jam added with barley sproutling powder
Response Model F-value Prob<F R2 Equation on terms of pesudo component

Sweetness (°Brix) Linear 107.24 <0.0001 0.9494 5.76A-4.25B-0.98C+49.69

Hunter's color
values

L value Linear 66.69 <0.0001 0.9346 -2.25A+1.29B-1.50C+25.07
a value Linear 28.26 <0.0001 0.8582 -0.045A+0.29B-0.80C-2.76
b value Linear 31.52 <0.0001 0.8710 0.32A-0.019B+1.19C+14.44

Textural characteristics Firmness Linear 21.81 <0.0001 0.8238 2.28A+5.89B+0.99C+78.50

Sensory
characteristics

Color Quadratic 7.48 0.0047 0.8938 -0.088A-0.55B-0.29C+0.063AB-0.69AC-
0.052BC-0.71A2-0.63B2-1.11C2+7.38

Smell Quadratic 7.96 0.0038 0.8995 0.041A-0.31B-0.48C+0.0.79AB+0.074AC+
0.070BC-0.84A2-0.33B2-0.76C2+7.31

Taste Quadratic 6.26 0.0084 0.856 0.12A-0.74B-0.052C+0.069AB-0.17AC-
0.12BC-0.84A2-0.99B2-1.94C2+7.94

Texture Quadratic 20.65 0.0001 0.9587 -0.028A+0.20B+0.49C+0.36AB-0.30AC-
0.14BC-0.33A2-1.66B2-0.58C2+7.75

Overall
acceptance Quadratic 9.82 0.0019 0.9170 0.011A-0.11B-0.078C-0.57AB+0.29AC+

0.084BC-1.37A2-1.24B2-0.98C2+8.14
A: sugar, B: pectin, C: barley sproutling powder

으로 만든 잼의 당도는 시판하고 있는 잼의 당도(°Brix)
보다 다소 낮은 실험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실험점에서 
시판하고 있는 잼의 범위에 포함됨을 알 수 있었다.
설정된 반응별로 모델링화 하여 F-test를 통해 유의성

을 검증한 결과와 독립변수가 당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

펴보기 위한 회귀식은 Table 3과 같다. 설탕, 펙틴, 어린 

보릿잎의 첨가율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linear모델

(R2=0.9494)이 선택되었고, probability는 <0.0001로 모델

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Table 3의 회귀식에서 나타난 

계수들을 살펴본 결과 당도는 설탕의 첨가율에 의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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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Response surface(a, b ,c) and trace plot(d) for the effect of sugar (A), pectin (B), and barley sproutling powder (C) on 

sweetness(°Brix) of kiwifruit jam added with barley sproutling powder.

(a) (b) (c) (d)
Fig. 2. Response surface(a, b ,c) and trace plot(d) for the effect of sugar (A), pectin (B), and barley sproutling powder (C) on L 

value of kiwifruit jam added with barley sproutling powder.

(a) (b) (c) (d)
Fig. 3. Response surface(a, b ,c) and trace plot(d) for the effect of sugar (A), pectin (B), and barley sproutling powder (C) on a 

value of kiwifruit jam added with barley sproutling powder.

장 큰 영향을 받았다. Fig. 1의 반응표면도와 trace plot에
서도 기울기가 가장 큰 설탕 첨가율(A-A선)이 영향을 많

이 주는 인자로 나타났고, 설탕 첨가율(A-A선)이 많아질

수록 당도(°Brix)는 증가하였다.

2. 색도

색도 측정 결과 명도(L) 21.6～30.2, 적색도(a)는 음의 

값을 나타내어 녹색도로 그 값은 -3.9～-1.5, 황색도(b)는 

12.9～16.7의 범위를 보였다(Table 2). 설탕 35.0%, 펙틴 

0.7%, 어린 보릿잎 0.1% 처리구로 만든 잼의 명도와 녹

색도는 가장 높았고, 황색도는 가장 낮은 값을 보여 설탕

과 어린 보릿잎 첨가율이 낮은 처리구의 색이 밝고 연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설정된 반응별로 모델링화 하여 F-test를 통해 유의성

을 검증한 결과 명도, 적색도와 황색도 모두 linear 모델

(각각 R2=0.9346, 0.8582, 0.8710)이 선택되었고, probabi-

lity는 모두<0.0001로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Table 3).
선택된 모델에 대한 반응표면도와 trace plot에서 의하

면 설탕 첨가율(A-A선)과 어린 보릿잎 첨가율(B-B선)이 

많아질수록 잼의 명도는 낮아졌고(Fig. 2), 어린 보릿잎 첨

가율(B-B선)이 많아질수록 녹색도는 증가하였고(Fig. 3), 
황색도도 증가하여(Fig. 4) 잼의 색이 어둡고 녹색과 노란

색이 진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회귀식의 계수(Table 3)
와 trace plot(Fig. 2～4)의 기울기를 분석한 결과 명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설탕이었고, 녹색도와 황색

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어린 보릿잎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보릿잎 자체의 녹색에 영향을 받

아 어린 보릿잎의 첨가율이 많아질수록 색이 진한 녹색

을 띄게 되고 어린 보릿잎 첨가율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설탕을 가열하는 동

안 캐러멜화 반응으로 인하여 갈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장명숙 2007), 설탕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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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 Response surface(a, b ,c) and trace plot(d) for the effect of sugar (A), pectin (B), and barley sproutling powder (C) on b

value of kiwifruit jam added with barley sproutling powder.

(a) (b) (c) (d)
Fig. 5. Response surface(a, b ,c) and trace plot(d) for the effect of sugar (A), pectin (B), and barley sproutling powder (C) on 

firmness of kiwifruit jam added with barley sproutling powder.

이 촉진되어 잼의 색이 어둡고 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린 보릿잎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당과 

만나 maillard 반응으로 인한 갈변 현상이 일어나게 되므

로(장명숙 2007) 어린 보릿잎과 설탕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이러한 반응이 촉진되어 잼의 색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3. 견고도

견고도(firmness)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고, 68.6～
87.4 g 범위의 결과를 보였다. 현재 시중에 판매하고 있

는 잼 15종의 견고도를 측정해 본 결과 64.0～143.2 g 
범위의 결과를 보여 본 실험의 18개 조건으로 만든 키위

잼의 결과가 시판하는 잼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설탕 51.67%, 
펙틴 1.00%, 어린 보릿잎 0.90%일 때 가장 높은 값을 보

였고, 설탕 51.67%, 펙틴 0.10%, 어린 보릿잎 0.10%일 때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Llinear 모델(R2=0.8238)이 선택되었고, probability는 

<0.0001로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으며, 회귀식의 계수

(Table 3)와 trace plot(Fig. 5)의 기울기를 살펴본 결과 펙

틴 첨가율이 견고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Fig. 5의 

반응표면도와 trace plot에서 설탕(A-A선), 펙틴(B-B선)과 

어린 보릿잎의 첨가율(C-C선)이 많아질수록 견고도는 증

가하여 단단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설

탕을 pectin 분자들의 colloid 용액에 첨가하면 pectin 분
자의 탈수제로서 작용하여 그 결과 pectin 분자들의 수화

에 의한 안정 상태는 파괴되고 불안정하여 pectin 분자

끼리 서로 결합 침전되기 쉬운 상태가 되도록(채수규 등 

2003) 하는데 이러한 작용으로 펙틴 첨가율과 설탕 첨가

율이 증가할수록 gel화가 촉진되어 잼이 단단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칼슘이나 다른 polyvalent 이온은 

펙틴 용액의 점성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권용주 등 2006), 
본 실험에 사용한 어린 보릿잎 가루 100 g에는 칼슘이 

377.7 mg 함유되어 있어있으므로 그 칼슘의 작용으로 펙

틴의 gel화가 촉진되어 견고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

된다.

4. 관능검사

어린 보릿잎을 첨가한 키위잼의 재료 혼합비율의 최적

화를 위한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2와 같고, 색은 4.3～
7.4, 냄새는 5.3～7.6, 맛은 3.8～8.1, 텍스처는 4.6～7.8, 
그리고 전반적인 기호도의 경우 4.2～8.3 범위의 점수를 

받았다. 모든 항목에서 설탕 47.50%, 펙틴 0.55%, 어린 

보릿잎 0.50%의 비율로 만든 키위잼이 가장 높은 관능

점수를 얻었다.
색, 냄새, 맛, 텍스처와 전반적인 기호도의 모든 항목에

서 quadratic 모델(각각 R2=0.8938, 0.8995, 0.8756, 0.9587, 
0.9170)로 결정되었고, probability는 각각 0.0047, 0.0038, 
0.0084, 0.0001, 0.0019로 5% 이내에서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반응표면도와 trace plot을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설

탕 첨가율(A-A선), 펙틴 첨가율(B-B선)과 어린 보릿잎 첨

가율(C-C선)이 많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다 최대값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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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6. Response surface(a, b ,c) and trace plot(d) for the effect of sugar (A), pectin (B), and barley sproutling powder (C) on 

color of kiwifruit jam added with barley sproutling powder.

(a) (b) (c) (d)
Fig. 7. Response surface(a, b ,c) and trace plot(d) for the effect of sugar (A), pectin (B), and barley sproutling powder (C) on 

smell of kiwifruit jam added with barley sproutling powder.

(a) (b) (c) (d)
Fig. 8. Response surface(a, b ,c) and trace plot(d) for the effect of sugar (A), pectin (B), and barley sproutling powder (C) on 

taste of kiwifruit jam added with barley sproutling powder.

(a) (b) (c) (d)
Fig. 9. Response surface(a, b ,c) and trace plot(d) for the effect of sugar (A), pectin (B), and barley sproutling powder (C) on 

texture of kiwifruit jam added with barley sproutling powder.

인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6～10). 독립변수인 

설탕, 펙틴과 어린 보릿잎 첨가율이 높은 경우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므로 과도하게 많이 첨가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색(Fig. 6)
과 맛(Fig. 8)에서는 어린 보릿잎 첨가가(큰 기울기를 가

진 C-C선), 텍스처에서는 펙틴 첨가가(큰 기울기를 가진 

B-B선) 영향을 많이 주는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색도 

측정의 결과 설탕과 어린 보릿잎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색이 어둡고 녹색이 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관능검사 결과 가장 좋아하는 색은 적당하게 진한 녹색

을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여 설탕을 과도하게 첨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견고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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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0. Response surface(a, b ,c) and trace plot(d) for the effect of sugar (A), pectin (B), and barley sproutling powder (C) on

overall acceptance of kiwifruit jam added with barley sproutling powder.

정 결과와 관능검사의 텍스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과도

하게 부드럽고 단단한 잼보다는 적당하게 부드러움을 유

지하는 정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최적화

최적화 접근은 Derringer 등(Derringer G와 Suich R 1980)
을 근원으로 하여 발전시킨 방법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

인 설탕, 펙틴과 어린 보릿잎의 첨가율은 최대로, 적색도

와 견고도는 최소값으로, 당도(°Brix), 명도, 적색도, 관능

검사 모든 항목은 최대값이 되도록 설정하여 모델화에 

의해 결정된 반응식을 이용하여 만족하는 수치점(nume-
rical point)을 예측하였다(Table 4). 예측된 최적값의 재

료양은 설탕 49.7%, 펙틴 0.5%, 어린 보릿잎 0.6%로 결

정되었다. 최적화의 다른 방법으로 달리 각 반응 모형 그

래프의 중첩되는 부분을 최적 범위로 정한 모형적 최적

화(graphical optimization)는 Fig. 11에 나타내었다.

Table 4. Optimum constraint values using two analytical me-
thods in the object goal

Constraints name Goal
Numerical 

optimization 
solution

Graphical 
optimization 

solution

Independent 
variables

Sugar (%) max. 49.7 49.5
Pectin (%) max 0.5 0.5

Barley sproutling
powder (%) max. 0.6 0.6

Response
variables

Sweetness (°Brix) max. 50.7 50.8
L value max. 24.2 24.2
a value min -3.0 -2.9
b value max. 14.8 14.8
Firmness min 78.7 78.6

Color max. 7.2 7.2
Smell max. 7.1 7.1
Taste max. 7.8 7.7

Texture max. 7.8 7.8
Overall acceptance max. 8.0 8.0

Fig. 11. Three-dimensional graph of the optimal processing re-
gion by desirability(barley sproutling powder = 0.5% 
fixed).

수치적 최적화로 설정된 최적 조건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치적 최적치인 설탕 49.7%, 펙틴 0.5%, 어린 보릿잎 

0.6%의 조건으로 직접 잼을 만들어 물리적 특성을 측정

해 본 결과 당도 52.5 °Brix, 명도 26.3, 적색도 -2.5, 황
색도 13.1, 견고성 80.3 g로 예측한 결과와 유사한 값을 

보였다.
현재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과일잼 15종의 물리적 특

성을 실험한 결과 당도 46.6～67.5 °Brix, 견고도 64.0～
143.2 g이었다. 본 실험의 최적 조건으로 만든 어린 보릿

잎을 첨가한 키위잼과 시판하는 잼의 결과를 비교해 보

았을 때 시판되는 잼의 중간 값 정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잼으로서의 상태가 양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맛과 품질이 우수한 키위잼 개발의 일환으

로 키위잼에 어린 보릿잎을 첨가하였을 때의 최적의 재

료 혼합비를 반응표면분석법(RSM: Response Surface Me-
thodology)을 이용하여 찾고자 하였다. 잼의 품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설탕, 펙틴, 어린보릿가루의 첨가율을 독

립변수로 설정하였고, 범위는 예비실험을 거쳐 각각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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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0.1～1.0%, 0.37～0.90%로 하였다. 실험 결과를 모

델링하여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당도, 색도, 경도는 linear 
모델로, 관능검사의 모든 항목은 quadratic 모델로 결정

되었다. 모델의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pro-
bability가 모두 0.05% 이내에서 유의성을 보여 모델로서 

적합함이 인정되었다.
어린보릿가루를 이용한 키위잼의 최적 재료 혼합비율

은 수치 최적화에서는 설탕 49.7%, 펙틴 0.5%, 어린보릿

가루 0.6%이었고, 모형적 최적화에서는 desirability가 0.639
에 해당하는 설탕 49.5%, 펙틴 0.5%, 어린보릿가루 0.6%
로 수치 최적화 점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 

조건으로 직접 무 잼을 만들어 물리적 특성을 측정해 본 
결과와 예측한 결과와 유사한 값을 보였다. 본 실험의 최

적 조건으로 만든 무 잼의 경우 시판하고 있는 잼의 당

도와 견고성의 중간 값 정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잼으로

서의 상태가 양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키위를 이용한 잼 가공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고 어린 보릿잎 첨가 키위잼의 최적의 상태를 만

들기 위한 조건도 설정되어 이를 이용한 키위잼의 산업

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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