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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weet Pumpkin (Cucurbita maxima) is rich in minerals, vitamins, and dietary fibers and has less fat. It is 
thus effective for dieting and for preventing constipation. Sweet Pumpkin contains vitamin A, particularly 
beta-carotene, which is turned into retinol in the body and helps protect the vision. It is currently on the 
spotlight as a vision care, anticancer, and diet food, among others, but because it is hard to find yogurt made 
of Sweet Pumpkin, in this study, Sweet Pumpkin powder was added to yogurt for promotion as a new health 
food. Yogurt was made with 0, 0.5, 1, 2, and 3% Sweet Pumpkin powder, and the color properties (brightness, 
redness, and yellowness), viscosity, pH, and acidity were measured through a sensory test (color, flavor, taste, 
overall acceptability). The storage stability at five-day intervals for one day, five days, ten days, 15 days, 
etc. was also experimented on. For the color properties, the greater the amount of Sweet Pumpkin powder 
added, the greater the decrease in the lightness (L) value, but the redness (a) and yellowness (b) values increased 
(p<0.001). For the viscosity, it was decreased for five days and then increased by 47-68% for ten days. Thi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torage stability period: one day (p<0.001), five days (p<0.01), and ten 
days (p<0.01) (except 15 days). Furth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H and acidity [pH: for one 
day (p<0.001), five days (p<0.01), and ten days (p<0.01); acidity: one day (p<0.001), ten days (p<0.05), 
15 days (p<0.001)].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H was shown, however, for 15 days, and in acidity for 
five days. The results of the sensory test are highly estimated in the order of 1%>2%.3%>0%>0.5%.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the addition of 1% Sweet Pumpkin powder is most suitable for manufacturing Sweet 
Pumpkin yog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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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요구르트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것에 산미와 감미를 강화시킨 발효유제품으로 여기에 향

료, 과즙 등을 첨가하여 음용하기에 적합하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1). 주 원료인 우유성분 외에 유산균의 대사에

의하여 peptone, peptides, oligosaccharides 등의 유효성분들

이 생성되므로, 우유보다 영양과 소화율이 더 높은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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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다(2). 요구르트는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제거, 비타민과 무기질의 흡수를 촉진, 소화기관 강화, 유당

의 소화 흡수 촉진 및 대장암 발생 억제 등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환

의 예방 및 치료제의 역할까지 확대되고 있다(3). 발효유는

액상과 호상으로 제조가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

한 부재료의 첨가가 가능하여 발효유의 기능성 강화에 도움

이 되는 부재료를 첨가하여 더 우수한 요구르트 제조 가능

한 특성을 가지며, 부재료를 첨가하여 더 우수한 요구르트

를 제조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3-4).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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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호성을 강조한 다양한 발효기질을 활용한 유자(1),

마늘(4), 단감(5), 복분자(6), 다시마(7), 홍삼(8), 스피루리나

(9), 가루녹차(10)를 이용하여 새로운 유산균 발효유 개발이

시도되어져 왔다.

식생활이 변함에 따라 서구화된 음식이 주를 이루면서

패스트푸드 및 빵, 케이크 등의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성인

병 또한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식품을 각종

기능성분을 함유해 건장 기능성 식품을 섭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되고 있고,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영양, 기능면

의 효과를 위해 여러 가지 부재료를 첨가한 제품 개발이

요구되는 추세이다. 과거의 제과, 제빵에 관한 연구들이

원료로 사용되는 주재료 및 부재료의 역할과 맛이나 영양

및 경제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중점을 두웠다면

오늘 날에는 천연 재료를 첨가하여 기능성을 부여한 연구들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11).

건강지향적인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단호박

(Cucurbita maxima)은 비장기능을 향상 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탄수화물과 섬유질 그리고 늙은 호박에 비해 

-carotene 비타민 A, B₁, B₂,C의 함량이 월등히 높으며,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영양과 맛이 뛰어나나고, 항

산화작용 및 항암작용이 우수하다(12). 영양소가 풍부한

단호박은 다이어트 할 경우 많은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붓기

를 제거해주며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두뇌

발달을 향상시켜 대체로 높은 기호성과 기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연령대가 접할 수 있어 가공식품에 많이

응용되어지며 연구한 것으로는 스톡(12), 스폰지케이크

(13), 이유식(14), 머핀(15), 크림스프(16)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호박 가루를 첨가한 호상 요구르

트를 개발하여 품질 특성의 미치는 pH, 적정산도, 저장성,

색도, 점도, 관능성, 균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단호박 가루는 경기 고흥에서 생산된 단호박(묵사랑)을

열풍 건조한 분말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요구르트

의 기질로는 우유(서울우유), 탈지분유(서울우유), 설탕(큐

원)을 사용하였고, 요구르트 제조에 사용된 스타터 균주는

(주)Lyo-san Inc의 yo'gourmet (Streptococcus thermophilus,

L. Bulgaricus, L.acidophilus, Canada)혼합 균주 제품을 사용

하였다.

요구르트 제조

단호박 가루의 농도는 우유 150 mL를 기준으로 0%,

0.5%, 1%, 2%, 3%(w/w)를 첨가하여 설탕 10.5 g을 넣고,

핫플레이트(MSH-20D, DAIHAN Scientific, Korea) 에서

350 rpm 기준으로 9분 동안 혼합하여 고압멸균기 85℃에서

10분간 멸균하였다(Table 1). 멸균 후 40℃로 식힌 다음에

starter (Lyo-san Inc)를 0.15 g 첨가하여 40℃의 Incubator

(HST 103-4, Hanbaek ST, Korea)에서 24시간 발효하였다.

발효시간의 경과에 따른 pH 및 산도, 색도, 점도, 생균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4℃ incubator (HST 103-4, Hanbaek

ST, Korea)에 저장하여 1일,5일,10일,15일등 5일차 간격으

로 저장성 실험을 하였다.

Table 1. Normal composition of yoghurt added with Sweet
pumpkin powders

Ingredients (g)
Treatments

C
1)

SY1
2)

SY2
3)

SY3
4)

SY4
5)

Sweet pumpkin powder 0 0.75 1.5 3 4.5

Milk 150 150 150 150 150

Powdered skim milk 15 15 15 15 15

Starter 0.15 0.15 0.15 0.15 0.15

Sugar 10.5 10.5 10.5 10.5 10.5
1)
C : Control

2)
SY1: Yoghurt with 0.5% Sweet pumpkin powder

3)
SY2: Yoghurt with 1% Sweet pumpkin powder

4)
SY3: Yoghurt with 2% Sweet pumpkin powder

5)
SY4: Yoghurt with 3% Sweet pumpkin powder

pH 및 적정 산도

요구르트 10 g을 각각의 요구르트에서 취하여 증류수

40 mL를 가한 후, 핫플레이트(MSH-20D, DAIHAN Scientific,

Korea)에 350 rpm에서 1분 용해한 뒤 여과지(filter papers,

whatman)로 여과한 여액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pH는 pH meter (Delta 320, Mettler-Toledo, China)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적정 산도는 여액 10 mL에 0.1N NaOH

용액을 가하여 pH가 8.1에 도달할 때까지 소요된 양으로부

터 산출하여 젖산의 함량으로 나타내었다.

색도 측정

24시간 발효 후 단호박 요구르트의 색은 색차계(Model

CR-200, Minolta, Japan)을 사용하여 명도(Lightness), 적색

도 (Redness), 황색도(Yellowness)의 색채 값을 3회 반복

측정 한 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이때 표준백판의 값은

L은 98.3954, a는 -0.2045, b는 -0.4215 로 맞추었다.

점도 측정

요구르트의 발효가 완료 된 후 점도계(LVDV-11+P,

Brookfield, USA)의 64 spindle을 사용하여 12 rpm으로 1분

후에 3반복 측정하여 평균치로 나타내었다.

생균수 측정

배양액 1 g에 식염수 9 mL를 혼합하여 10배 희석법으로

희석하였다. 각각의 희석액 1 mL를 plate에 접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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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P(Dico Lab, USA) 첨가 평판측정용 배지를 이용하여

37℃의 인큐베이터에 72시간 배양 후 형성된 colony를

colony counter로 계측하여 시료 g당 CFU로 나타내었다.

관능 검사

요구르트를 균질화 시킨 후 4℃ Incubator (HST 103-4,

Hanbaek ST, Korea)에서 24시간 발효시킨 다음 대구한의대

학교 한방식품조리영양학부 학생 25명을 선정하여 충분한

지식과 평가기준 등을 숙지시킨 후 실험에 응하도록 하였

다. 관능검사 시간은 오전 10~11시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요구르트는 생수와 함께 실온에서 제공하였다. 관능항목으

로는 색(Color), 향(Flavor), 단맛(Sweetness), 신맛(Sourness),

질감(Textur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Quality)에 대한 기

호도 특성으로 하였고, 주어진 항목에 대하여 선호도가 높

을수록 7점을 주고 낮을수록 1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7점

척도법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통계 분석

실험결과에 대한 모든 결과는 SPSS program (version

17.0) 이용하여 평균값,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저장기간

과 단호박 가루 첨가량에 따른 요구르트의 특성 차이비교를

위해 분산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산분석 차이 비교 결과 유

의적인 차이가 있을 때에는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pH 및 적정산도

요구르트에 단호박 가루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Table 2. pH and acidity of yoghurt added with Sweet pumpkin powder

Sample Storage
(days)

Treatments
F-value

C SY1 SY2 SY3 SY4 Total

pH

1
NS

3.80±0.02
1)a NS

3.74±0.01
c2) C

3.72±0.01
c C

3.74±0.01
c A

3.77±0.01
b

3.75±0.03 23.471
***

5
NS

3.77±0.01
1)a NS

3.75±0.01
bc2) A

3.76±0.00
ab A

3.77±0.01
a B

3.74±0.01
c

3.76±0.01 6.500
**

10
NS

3.78±0.01
1)b NS

3.75±0.01
c2) B

3.75±0.00
c AB

3.76±0.01
c B

3.74±0.01
c

3.76±0.01 10.600
**

15
NS

3.77±0.01
1)NS NS

3.75±0.01
NS2) B

3.74±0.01
NS BC

3.75±0.01
NS B

3.75±0.02
NS

3.75±0.11 2.808

Total 3.78±0.02 3.75±0.01 3.74±0.01 3.75±0.01 3.75±0.02

F-value 3.222 2.250 43.167
***

8.111
**

4.867
*

Acidity

1 NS11.43±0.39d NS12.36±0.05c A13.53±0.36a A13.20±0.65ab B12.60±0.39bc 12.62±0.83 11.460**

5 NS11.76±1.41NS NS12.75±0.92NS A13.47±0.26NS A12.90±0.14NS B12.81±0.36NS 12.74±0.87 1.868

10 NS11.70±0.87ab NS12.51±1.84ab B10.92±1.46b B10.74±0.27b A13.83±0.32a 11.94±1.52 3.752*

15 NS12.25±0.93b NS13.02±0.58ab AB12.05±0.60b B10.40±0.17c A13.65±0.50a 12.27±1.2 12.294**

Total 11.79±0.88 12.66±0.95 12.49±1.33 11.81±1.34 13.22±0.65

F-value 0.372 0.221 7.003* 45.726*** 6.981*

1)Mean±S.D.
2)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1, ***p<0.001

후 저장일수를 다르게 하여 pH와 산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같다. 저장 1일차에서 대조구의 pH가 3.80로 단호

박 첨가구 (pH 3.72~3.77)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p<0.001). 저장 5일차와 10일차에서도 대조구가 단호박

첨가구에 비해 pH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단호박 가루 1% 첨가구의 pH가 3.74로 대조구에 비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1). 또한 2% 첨가구의 pH는 3.75

(p<0.01), 3% 첨가구의 pH는 3.75 (p<0.05)로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요구르트의 바람직한 pH 범위가

3.27~4.53라고 보고한 바 있는데 이는 본 실험의 결과

3.72~3.80으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17).

또한, 저장기간 동안 대조구와 첨가구 0.5% 산도 변화에

차이가 없이 안전성을 보여주었다. 저장 1일차에서는 대조

구에 비래 단호박 가루 첨가구의 모든 구에서는 산도가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선행연구(18)

클로렐라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요구르트의 산 생성

량은 증가한 결과와 유사, 저장 초기에는 젖산균의 대사활

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 산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는 유자요구르트(1)와도 비슷한 결과

를 나타냈다. 단호박 가루 2% 첨가구의 산도는 저장초기

13.20, 저장 5일차에서는 12.90, 저장 10일 차에서는 10.74,

저장 15일 차에서는 10.40으로 나타나 저장기간이 지날수

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그러

나, 단호박 가루 3% 첨가구의 산도값은 유의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냈다(p<0.05).



Quality Characteristics of Curd Yogurt with Sweet pumpkin 717

색도

단호박가루 첨가량과 저장일수에 따른 색도 측정결과는

Table 3 과같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의 경우, 단호박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고(pᐸ0.001), 저장기간이 늘어날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p<0.001). 적색도인 a 값의 경우에는, 단호박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고(p<0.001), 저장기간이 늘어날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p<0.001). 황색도인 b값의 경우에도 단호

박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

는데(p<0.001), 이는 단호박 첨가수순을 달리하여 제조한

호박떡의 선행연구(19)와 본 연구의 결과가 유사함을 나타

냈다. 단호박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요구르트의 명도

는 감소하며, 적색도와 황색도가 증가하는 것은 단호박에

함유된 carotenoids계 색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Hunter's color value of yoghurt added with Sweet pumpkin powder

Sample
Storage
(days)

Treatments
F-value

C SY1 SY2 SY3 SY4 Total

L

1 D76.61±0.611)a C74.60±0.13b2) C73.48±0.10c C71.18±0.07d C69.76±0.07e 73.13±2.52 2661.20***

5 C76.76±0.131)a C74.61±0.08b2) C73.38±0.16c C71.10±0.13d C69.56±0.22e 73.08±2.64 1060.910***

10 B82.94±0.031)a B80.05±0.20b2) B78.50±0.10c B75.72±0.47d B73.70±0.41e 78.18±3.36 448.890***

15 A83.47±0.011)a A80.54±0.14b2) A78.83±0.15c A76.44±0.07d A74.58±0.07e 78.77±3.22 3530.640***

Total 79.95±3.41 77.45±2.98 76.05±2.74 73.61±2.60 71.90±2.37

F-value 7748.392*** 1580.563*** 1611.831*** 403.557*** 363.741***

a

1
NS

-1.66±0.20
e B

-0.91±0.03
d C

-0.45±0.04
c B

0.49±0.06
b B

1.10±0.04
a

-0.29±1.02 2510.903
***

5
NS

-1.65±0.03
e B

-0.96±0.07
d B

-0.29±0.06
c B

0.41±0.01
b B

1.06±0.11
a

-0.29±0.99 779.548
***

10
NS

-1.68±0.02
e A

-0.56±0.04
d A

0.12±0.09
c A

0.96±0.27
b A

1.89±0.10
a

-0.15±1.28 304.648
***

15
NS

-1.70±0.02
e A

-0.58±0.01
d A

0.22±0.04
c A

1.20±0.01
b A

1.97±0.06
a

0.22±1.34 4742.696
***

Total -1.68±0.04 -0.75±0.20 -0.10±0.29 0.76±0.36 1.50±0.45

F-value 1.682 83.760
***

80.760
***

22.586
***

104.894
***

b

1 C4.48±0.11e C10.86±0.23d B13.62±0.06c B17.89±0.26b C20.28±0.30a 13.43±5.74 2538.848***

5 C4.34±0.12e C10.69±0.95d B13.59±0.38c B17.80±0.09b C20.33±0.08a 13.35±5.80 3200.270***

10 B6.35±0.01e B13.02±0.05d A16.52±0.49c A20.02±0.56b B22.75±0.16a 15.73±5.93 1772.084***

15 A6.60±0.05e A13.33±0.03d A16.73±0.22c A20.51±0.40b A23.18±0.19a 16.07±6.00 2572.903***

Total 5.44±1.09 11.97±1.27 15.11±1.59 19.06±1.31 21.63±1.41

F-value 586.259*** 373.945*** 184.716*** 43.698*** 180.438***

1)Mean±S.D.
2)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01

점 도

농후 요구르트는 점도에 의해서 그 식미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발효과정 중 점도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단호

박 가루 양을 달리하여 제조한 후 측정한 점도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저장 1일차와 저장 5일차에서는 단호박가

루 첨가량에 따른 점도의값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저장 10일차에서는 단호박 요구르트가 대조구 요

구르트에 비해낮은 점도를 보였다(p<0.01). 이는곶감 추출

물을 첨가하여 요구르트를 만든 선행연구(20)에서도 대조

구의 점도가 첨가구의 점도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

다. 저장 15일차에서는 대조구의 3849.00 cps 에 비해 단호

박 첨가량 0.5%에서는 4432.33 cps 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단호박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

다(p<0.05). 대조구에서는 저장 5일차에서 3182.33 cps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저장 10일차에서는 6732.00

cps 으로 가장 높은 점도값을 나타내었다(p<0.001). 단호박

가루 첨가량 1% 에서도 저장 5일차에서는 3565.67 cps 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저장 10일차에서는 6349.00

으로 가장 높은 점도값을 나타내었다(p<0.001).

생균수

Fig. 1은 단호박 가루 첨가량을 달리한 단호박 호상 요구

르트의 생균수 측정 결과이다. 제조직후 대조군 요구르트

는 8.72 log CFU/g 로 나타났으나 저장 10일 차에서는 9.30

log CFU/g, 저장 20일 차에서는 8.95 log CFU/g측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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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iscosity of yoghurt added with Sweet pumpkin powder

Sample Storage
(days)

Treatments
F-value

C SY1 SY2 SY3 SY4 Total

Viscosity

1 B4499.00±173.211)NS NS4099.00±507.44NS2) B4682.33±152.75NS NS4315.67±503.32NS NS3582.33±513.16NS 4235.67±522.17 3.266

5 C3182.33±225.461)NS NS3349.00±526.78NS2) C3565.67±404.15NS NS4065.67±702.38NS NS3049.00±327.87NS 3442.33±540.46 2.179

10
A
6732.00±512.61

1)a NS
6315.67±125.83

ab2) A
6349.00±567.89

ab NS
5715.67±485.63

b NS
4482.33±480.45

c
5918.93±904.80 10.917

**

15
BC

3849.00±556.78
1)ab NS

4432.33±776.75
a2) C

3099.00±377.49
bc NS

3149.00±312.25
bc NS

2732.67±512.74
c

3452.40±774.14 4.905
*

Total 4565.58±1435.94 4549.00±1229.93 4424.00±1351.68 4311.50±1057.90 3461.58±797.91

F-value 43.603
***

16.556 38.454
***

0.738 1.153
1)
Mean±S.D.

2)a〜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1, ***p<0.001

Table 5. Sensory test of yoghurt added with Sweet pumpkin powder

Fermentation
Treatments

F-value
C RC1 RC2 RC3 RC4 Total

Color 5.50±1.081)a 5.30±1.06a2) 5.20±1.32a 5.20±1.40a 5.00±1.33a 5.24±1.20 0.213

Flavor 4.80±1.48
a

5.80±1.32
a

5.50±1.35
a

4.80±1.32
a

4.40±1.84
a

5.06±1.50 1.511

Sweetness 4.40±1.17
b

5.30±1.25
ab

5.60±0.97
ab

5.70±1.16
a

5.20±1.62
ab

5.24±1.29 1.676

Sourness 4.60±1.96
a

5.20±0.92
a

5.10±1.29
a

4.80±1.55
a

4.50±1.51
a

4.84±1.45 0.423

Texture 4.80±1.40
a

5.60±0.84
a

5.80±1.03
a

5.80±1.14
a

5.30±1.34
a

5.46±1.18 1.307

Overall quality 4.40±1.51
b

4.70±1.34
b

6.10±0.88
a

5.90±1.10
a

4.60±1.26
b

5.14±1.39 4.146
**

1)
Mean±S.D.

2)a〜c
Means in each row and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1

Fermentation Time(Days)
1 5 10 15 20

Lo
g 

CF
U/

g

6

7

8

9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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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Fig. 1. Fermentation test of yoghurt added with Sweet pumpkin
powder.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현행 우

리나라의 식품공전(2009)에 의하면 농후 발표유의 권장

유통기간은 10일(0~10℃에서 보관)이며 총 유산균수는 1

x 106 CFU/mL 이상으로 되어 있다. 저장 10일차에서 유산

균의값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유통기한의 최대치에 도달

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저장 1일차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첨가량의 젖산균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저장

15일차에서는 대조군의 젖산균 함량이 첨가량 보다 높게

나타났다.

관능평가

Table 5는 단호박 가루 첨가량을 달리한 단호박 호상

요구르트의 관능검사 결과이다. 색(color)은 단호박 가루

무 첨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flavor)은 단호박

가루 0.5% 첨가량에서 가장 높았으며, 첨가량에 대한 유의

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맛(sweetness)은 단호박

가루를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선호도가 높았으며, 3% 단호

박 가루 첨가량에서는 다른 첨가량에 비해 조금 낮은 선호

도를 보였다. 이는 단호박 가루 첨가량이 많을수록 쓴맛의

수치가 높게 올라가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단호박가루

특유의 쓴맛이 작용 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맛(sourness)은

단호박 가루의 무 첨가량보다 단호박 가루가 첨가 되었을

경우 쓴맛의 수치가 높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감

(texture)은 단호박 첨가량의 1%와 2%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무 첨가량과 3%에서낮은결과를 나타냈다. 전반적기

호도(overall quality)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선호도가 높

게 나타났다. 단호박 가루 무 첨가량과 3%일때 가장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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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와 유의성을 나타냈다(p˂0.001).

요 약

단호박 가루 첨가량을 달리한 호상 요구르트를 개발하여

요구르트의 품질특성을 비교하였다. 단호박 가루의 첨가량

0%, 0.5%, 1%, 2%, 3%로 첨가하여 요구르트를 제조해 색도

(명도, 적색도, 황색도), 점도, pH, 산도, 관능검사(색, 향,

맛, 전반적 기호도)를 측정하고 1일, 5일, 10일, 15일등 5일

차 간격으로 저장성 실험을 하였다. 색도에서는 저장기간

별 단호박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은 감소하였으나 a,b값

은 증가하였다(p＜0.001). 점도는 저장 5일차에서 단호박

첨가군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고, 저장 10일차에서 저장

5일차보다 47~68% 점도가 증가했다. 점도의 각 저장일별

단호박 첨가군에서는 저장 15일차를 제외한 저장 1일차(p

＜0.001), 저장 5일차(p＜0.01), 저장 10일차(p＜0.01)로 유

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pH의 저장일별 단호박 첨가군에서

저장 1일차(p＜0.001), 저장 5일차(p＜0.01), 저장 10일차(p

＜0.01)으로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고, 산도에서는 저장 1일

차(p＜0.001), 저장 10일차(p＜0.05), 저장 15일차(p＜0.001)

로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pH는 저장 15일차, 산도는 저장

5일차에서 첨가군 간의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관능검사결

과 단호박가루 첨가 1%>2%>3%>0%>0.5% 군 순으로 기호

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전체적인결과로 단호박 가루 1%

첨가군이 단호박 가루 호상요구르트 제조에서 가장 적합하

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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