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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four different sweet pumpkins (Minimam, Bojjang, Ajikuroi and Kurijiman), 
juices were made from these varieties. The carotenoids in the flesh were 1.5∼2 times higher than those in the 
skin and were highest in the flesh of the Minimam pumpkin among all the pumpkin varieties studied. The vitamin 
A contents were higher in the skin than in the flesh, and Minimam had the highest vitamin A content (2,016.57 
IU/100 g) while Kurijiman had the lowest (998.83 IU/100 g). The vitamin C contents varied from 43.21 to 82.35 
mg%,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flesh and the skin. That of Kurijiman was the highest 
among the varieties studied. The major mineral of these varieties was potassium, which was highest in the flesh 
of Ajikuroi, followed by phosphorus.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the sweet pumpkin water extracts were higher 
in the skin than in the flesh. The EC50 of the Minimam skin was the highest (4.01 mg/mL), and that of the Ajikuroi 
flesh was the lowest. The sweet pumpkin juice yields were 69.5∼89.4%,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shown according 
to the variety. That of the peeled Ajikuroi's flesh was the highest. The pH was 7.17∼7.83, and the unpeeled 
sweet pumpkin's pH was higher than that of the peeled sweet pumpkin. The Brix degree was 12.5∼16.6 °Brix, 
with that of the unpeeled Bojjang being the highest(16.1 °Brix) and that of the unpeeled Ajikuroi the lowest (12.7 
°Brix). The sweet pumpkin beverage made with pressed juice was adjusted by pH 3.5 with citric acid, and the 
Brix degree was maintained at the 12 °Brix with sugar. The adjusted beverage, which was the peeled pumpkin 
flesh juice, had suspension stability for a short time. The sweet pumpkin beverage had a certain flovor and a 
slimy mouthfeel. Bojjang and Kurijiman were evaluated as the best in the terms of taste and color, but the peeled 
Minimam and Bojjang showed the best results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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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단호박은 박과작물로 동양계 호박(Cucubita moschata),

서양계 호박(C. maxima), 페포계호박(C. pepo), 믹스타호박

(C. mixta) 및 흑종호박(C. ficifolia) 5종으로 분류되는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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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일반화된 식재료로는 동양계 호박으로 늙은 호박이

있으며, 서양계 호박으로는 단호박이 있다. 단호박은 1920

년대에 일본인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1985년에 제주도와 전남 해남

일부지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게 되면서 서서히 재배 면적

이 넓어지고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소비도 증가하고 있으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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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역도 고랭지대가 원산지로 1990년대에는 해남, 강진,

안동, 대구 등 남부지방에서 주로 생산되다가 경기도 연천

지역에 수출용 단호박 재배단지가 조성되어 중북부지역으

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강원도 홍천지역에 특화작물로

지정되는 등 재배지역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생산

품종으로는 주로 일본 품종인 에비스가 많으며, 그 외에도

미야꼬, 구리지망, 고쯔고우 등이 있으며, 중량이 1.5 kg

이상의 대과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보짱, 미니맘과 같은 1 kg 미만의 소과 품종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구매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단호박은 영양적으로

β-carotene의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Ca, Na, P

등의 무기질 및 섬유소가 풍부하고, 진한 녹색의 과피를

가지고, 진황색을 띤 과육은 두껍고 치밀하며 늙은 호박보

다 5 °brix 이상 높은 당도를 가지고 있다(1,2). 늙은 호박의

저장기간이 생과 상태로 3개월 이상으로 수확 후 호흡작용

이 미미하고, 수확시기가 동절기이므로 실온에서도 비교적

저장이 용이하다. 이에 반하여 단호박은 수확시기가 6월∼8

월로 수확 후 빠른 호흡작용으로 저장 기간이 2개월 미만으

로 짧으며, 일시적으로 수확량이 증가하면 부패에 대한 농

가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장온도 조절, CA저장 등의 저장 방법에 관한 연구와 단호

박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 등이 보고되어 있다(3-6). 조리

및 가공법에 관한 연구로 퓨레, 즉석 죽, 이유식, 단호박

분말 첨가 쿠키, 떡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7-11).

단호박을 이용한 음료에 관한 연구로는 Song 등(12)의 밤호

박 넥타에 관한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우짱, 미니맘, 아지구로이 및 구리지망

등 4종의 단호박에 대한 품종 별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이용한 음료 개발에 있어 과채음료로서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단호박은 강원도 홍천 지역 농가에서 2011년에 생산된

것으로 현지 농지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사용

된 단호박은 국립종자원(Korea seed ＆ variety service)에

등록된 명칭으로 미니맘(Minimam), 보짱(bojjang), 아지구

로이(Aji Kuroi), 구리지망(Kurijiman)을 사용하였다.

부위별 비율, 색도 및 경도

단호박을 반으로 갈라서 직경은 절단면의 가로 길이를,

높이는 세로 길이를 측정하였다. 측정에는 Disital caliper

(Mitutoyo, Japan), 중량 측정에는 저울 (CAS SW-Ⅰ, China)

을 사용하였다. 원과의 부위별 비율은 과육(flesh), 과피

(skin), 씨(seed) 및 내부섬유(fiber)로 분리하여 무게를 측정

하고 원과 무게 대비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하였다. 과육

과 과피의 색은 Chroma meter (Minota CR-400, Tokyo,

Japan)로 명도(L*), 적색도(a*), 황색도(b*)값을 측정하였다.

경도는 Rheometer (Sun scientific Co CR-100D, Tokoyo

Japan)를 사용하였으며, 과피는 전과 그대로를, 과육은

5×5×2 cm의 크기로 자른 후 5 mm의 원형 plunger로 측정한

값을 힘 (kgf/cm
2
)의 단위로 표시하였다.

일반 성분

단호박의 일반 성분은 AOAC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13). 수분함량은 상온 가열 건조법, 조지방 함

량은 Soxhlet법, 단백질 함량은 kjeltec analyzer (Auto 1030,

Tecator Co Sweden)를 이용하여 micro-kjeldhal법으로 측정

하였으며, 조섬유 함량은 Fiber-Tec (M-6, Tecator Co

Swede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회분 함량은 단호박을

예비 탄화시킨 후 550∼600℃의 회화로에서 회화시킨 후

남아 있는 재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비타민 A와 C 및 무기질의 함량

비타민 A는 건조한 단호박을 Na2SO4 20 g과 MgCO3 1

g과 함께 hexane:acetone=6:4 (v/v) 용매로 반복 추출하고

농축하여 methanol로 정용한 후 HPLC로 분석하였다. 비타

민C 함량은 2,4-dinitro phenylhydrazine 비색법에 따라 시료

처리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표준 검량선으로

정량 계산하였다. 구성 무기질은 회화 후 회분을 염산 가수

분해하고 ICP (ICP-OES, Varian 720-ES, Australia)로 Ca,

Fe, Na, K, Mg 및 P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카로티노이드 함량

단호박 5 g에 MgCO3 0.1 g을 첨가하고, 0.1 % BHT를

함유하는 n-hexane과 acetone을 6:4 비율로 혼합한 용매를

가하여 고속의 믹서에서 마쇄하고 교반하면서 추출하였다.

추출물을 10,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얻고, 침전물은 다시 acetone 25 mL와 η-hexane 25 mL로

각각 1회 더 반복 추출하여 얻어진 상층액을 분액깔대기에

모아 증류수 100 mL로 3회 세척하여 acetone을 제거한 상층

을 acetone 9 mL가 들어있는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취하

여 n-hexane으로 정용하였다. 이를 spectrophotometer

(UV-1601, Shimadzu, Japan)를 사용하여 45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으며 β-carotene 상당의 mg%량으로 산출하

였다.

항산화 활성

단호박의 항산화 활성은 DPPH 라디칼 소거능(Electron

donating ability)으로 측정하였다(14). 즉, 단호박을 동결 건

조시킨 분말 5 g에 20배의 물을 가하여 실온에서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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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한 후감압여과하고 이 과정을 2회 더 반복하여 여과액

을 진공 농축기(EYELA, rotary vaccum evaporator, Tokyo,

Japan)로 농축한 것을 시료로 하였다. 이를 DMSO에 녹여

농도별로 희석한 시료 10 μL에 200 μM DPPH/ethanol 190

μL를 가한 후 37℃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다음 517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의 흡광도에 대해 DPPH를

넣었을 때의 흡광도의감소 정도를 측정하여 DPPH 라디칼

을 50% 소거하는 시료의 농도(EC50)를 구하였다.

음료의 제조

단호박을 꼭지와 씨를 제거하고 껍질은 제거하지 않은

단호박과 껍질을 벗겨낸 단호박을 각각 -20℃냉동고에 동

결시켜 보관한 것을 착즙기(Hanil, Korea)를 이용하여 착즙

액을 얻었다. 착즙액과 정제수를 1:1의 비율로 혼합하고

최종당도 12 °brix와 산도 0.25로설탕과 구연산으로 배합하

여 40 rpm의 속도로 30분간 균질화하였다.

착즙액의 수율, pH, 당도 및 점도의 측정

수율은 착즙량을 원과 무게에 대한 % (v/w)로 나타내었

다. pH 측정에는 pH meter (Meter Lab, PHM 210, France),

당도 측정에는 refractometer (Atago Co. Japan)를 사용하였

다. 점도는 회전 점도계(DV-E viscometer, Brookfield LV,

USA)를 이용하여 100 mL의 시료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색상과 부유 안정성의 측정

음료의 색상은 Chroma meter (Konicaminota CR-400,

Tokyo, Japan)으로 명도(L
*
), 적색도(a

*
), 황색도(b

*
)값을 측

정하다. 이때 사용한 표준판의 L, a, b 값은 95.28, -0.97

및 0.28 이었다. 부유 안정성은 음료를 100 mL 메스실린더

에 각각 100 mL되게 담고 5일간 두면서 층분리 높이를

전체 음료 높이에 대한 % (v/v)로 표시하였다.

관능검사

음료의 관능검사는 음료의 관능검사에 능숙한 아람농장

직원 1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30대

8명, 40-50대 7명 이었다. 평가 방법은 5점법으로 색, 향,

입안에서의 느낌 및 종합적인 맛에 대하여 입안의 질감은

1점: 아주 부드럽다∼5점: 아주 거칠다, 향, 색과 종합적인

평가는 1점: 아주 나쁘다∼5점: 아주 좋다로 평가하였다.

통계 분석

실험에 대한 결과는 SAS (Statistical Analytical Syatem,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산분석한 결과 시료간

의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시료간의 유의적 차이를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생과의 부위별 비율, 색도 및 경도

단호박 4종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 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원과의 평균적 크기는 미니맘과 보짱의 직경이 8.6∼

13.2 cm, 높이가 5.8∼8.6 cm, 중량이 360∼487 g으로, 2종이

모양과 크기가 유사한 품종이었으며, 4종 중 보짱이 가장

작았다. 미니맘과 보짱은 껍질에 세로로 골이 패인 줄무늬

를 가지고 있고 단단하고 두꺼우며, 미니맘이 보짱보다 다

소 단단한 과육을 가지고 있었다. 아지구로이와 구리지망

은 직경이 14.2∼19.9 cm, 높이가 8.6∼11.7 cm, 중량이

1,288∼1,620 g으로 2종이 형태적으로 유사 품종으로 구리

지망이 4종 중 가장컸다. 아지구로이와 구리지망은줄무늬

가 있으며 껍질이 비교적 단단하지않고 미니맘과 보짱보다

쉽게벗겨졌다. 부위별 비율은 과피, 과육, 씨 및 내부과육으

로 나누고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을 원과의 총 무게에 대한

% (w/w)비율로 나타내었다. 과육이 64.8∼78.6%, 과피는

11.4∼17.8%, 내부 섬유 5.3∼10.7%, 씨 2.9∼9.2% 차지하였

다. 미니맘은 과육과 과피가 90.8%, 내부섬유와 씨가 9.2%

로 내부 섬유와 씨의 비율이 4종 중 가장낮아 과육이 두텁

고 단단한 반면, 구리지망은 과피와 과육의 비율이 82.4%,

내부섬유와 씨가 17.6%로 내부섬유와 씨의 비율이 가장

높고 과육이 비교적 얇았다. 보짱과 미니맘은 형태가 유사

한 품종이나, 씨 부분에 있어 보짱의 씨가 미니맘보다컸다.

과육을 가식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폐기한다고 한다

면 폐기율은 23∼34% 수준이 되고 씨만 제거하고 껍질과

내부 과육을 모두 사용할 경우 폐기율은 10% 이하로 낮아

진다. 과육과 과피의 색상을 색차계로 측정하였다(Table

2). 과육은 L
*

(명도)값이 22.49∼27.03 범위였으며, a
*
와

b
*
값은 모두 양(+)의 값 영역으로 a

*
(red∼green)값이 7.14∼

12.98로 붉은색 계열, b
*

(yellow∼blue)값은 21.15∼25.11로

노란색 계열의 값을 나타내었다. 반면 과피는 L
*
값이 0.28∼

1.80으로 과육보다 명도가 낮았으며, a
*
값은 -1.39∼-3.72로

초록색 계열의 음(-)의 값, b
*
값은 -0.97∼1.90으로 미니맘과

보짱은 음(-)의 값을, 아지구로이와 구리지망은 양(+)의 값

으로 나타났다. 색상에 있어서도 미니맘과 보짱이 유사한

색상 범위를, 구리지망과 아지구로이가 비슷한 영역의 색

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ΔE값(색차)은 과육이 32.4

∼38.9로 과피의 1.37∼4.49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과피와

과육의 경도를 Rheometer로 측정한 결과(Fig. 1) 품종과 부

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미니맘과 보짱은 과피

의 경도가 과육보다 2배 단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지구

로이와 구리지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도를 나타내었다.

과육의 경도는 4종 중 미니맘이 가장 단단하였으며 보짱과

구리지망이 비슷하고 아지구로이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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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atio of each part for kind of sweet pumpkin

(% wet basic)

Composition
Kind of sweet pumpkin

1)

MM BJ AK KJ

Diameter (cm) 11.4±1.82)b3) 10.1±1.5c 16.3±2.1a 18.3±1.6b

Height (cm) 7.7±0.9b 6.3±0.5c 9.8±1.2a 10.8±0.9c

Weight (g) 385±25c 465±18c 1,340±52a 1,589±31b

Flesh 74.5±4.1a 75.0±2,5a 69.4±3.8b 68.3±3.5b

Skin 16.3±1.5a 13.5±2.1b 14.6±2.2b 14.1±1.9b

Fiber 5.8±0.9c 5.9±0.6c 7.8±1.3ab 8.6±2.1a

Seed 3.4±0.5
c

5.6±0.6
b

8.2±1.0
a

9.0±1.2
a

Ratio of wast (%) 26.2±3.5
b

25.3±1.8
b

30.6±2.1
a

31.7±2.0
a

1)MM: minimam BC: bojjang, AK: ajikuroi, KJ: kurijiman
2)Mean±SD
3)Values within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tion for each group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The color of flesh and skin for kind of sweet pumpkin

Parts
Kind of

sweet
pumpkin1)

Color
ΔE

L* a* b*

Flesh

MM 25.29±1.5
2)b3)

12.98±2.5
a

24.39±2.3
a

37.46±5.3
a

BJ 22.49±2.1
c

10.39±1.5
b

22.91±1.8
b

33.73±4.8
b

AK 27.03±2.7a 12.29±2.1a 25.11±2.5a 38.88±3.2b

KJ 23.50±1.4c 7.14±0.8c 21.15±1.9b 32.42±4.9b

Skin

MM 1.80±2.1a -1.39±0.6a -0.97±2.1b 2.48±1.0c

BJ 0.28±0.2d -1.31±0.4a -0.29±2.1b 1.37±0.3d

AK 0.76±0.5c -1.49±0.3a 0.12±2.1b 1.68±1.1b

KJ 1.34±0.7b -3.72±0.6b 1.90±2.1b 4.39±2.1a

1)MM: minimam BC: bojjang, AK: ajikuroi, KJ: kurijiman
2)Mean±SD
3)Values within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tion for each group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1. Hardness of flesh and skin for kind of sweet pumpkin. MM:
minimam BC: bojjang, AK: ajikuroi, KJ: kurijiman.

Values are mean±SD (n=3)

일반 성분

과육과 과피의 일반성분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수분 함량은 과육이 84∼93%, 과피가 79∼92% 수준으

로 과육이 과피보다 다소 높고, 수분함량이 가장 높은 품종

은 아지구로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분을 제외한 고형분

의 함량은 품종과 부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조섬유와 조단백질의 함량은 각각 0.22∼2.29%와 0.36∼

2.03%로 과육보다 과피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가장

함량이 높은 품종은 미니맘과 구로지망의 과피였으며, 아

지구로이의 과육에서 가장낮았다. 조지방의 함량은 0.19∼

1.00% 수준으로 과육보다 과피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아지구로이의 과육이 가장 낮고, 미니맘의 과피에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회분 함량은 0.46∼1.78%의

수준으로 미니맘의 과육에 가장 높고 보짱의 과피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과육에는 수분, 조섬유

및 조회분 함량이 높고, 과피에는 조단백, 조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6)은 단호박과

늙은 호박의 영양성분 비교논문에서 단호박 품종으로 에비

스의 과육부 수분함량은 87.6%, 조섬유 0.93%, 조단백질

1.55%, 조지방 0.61% 및 조회분 0.67%으로 보고하였다.

Table 3. Approximate composition of flesh and skin for kind of
sweet pumpkin

(% wet basic)

Parts
Kind of

sweet
pumpkin1)

Composition

Moisture Crude fiber Crude
protein

Crude lipid Crude ash

Flesh

MM 84.5±1.02)c3) 1.13±0.08a 1.76±0.33a 0.68±0.07b 1.67±0.11b

BJ 89.9±2.4ab 0.62±0.09b 0.83±0.19b 0.35±0.05b 0.64±0.09b

AK 92.6±0.6a 0.43±0.21c 0.48±0.12c 0.22±0.03b 1.42±0.06b

KJ 85.7±0.9c 1.01±0.12a 1.54±0.46a 0.63±0.09b 0.60±0.08b

Skin

MM 79.8±1.1c 2.30±0.19a 1.95±0.08a 0.92±0.08b 1.07±0.06b

BJ 83.7±0.4b 2.06±0.24ab 1.45±0.32b 0.56±0.05b 0.58±0.12b

AK 90.5±1.2
a

1.09±0.18
c

0.79±0.27
c

0.37±0.11
b

1.06±0.08
b

KJ 80.0±0.8
c

2.29±0.16
a

1.84±0.21
a

0.81±0.09
b

0.94±0.09
b

1)MM: minimam BC: bojjang, AK: ajikuroi, KJ: kurijiman
2)Mean±SD
3)Values within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tion for each group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A와 C 및 무기질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색소는 체내에 흡수되어 비타민

A로 전환되는 전구물질로 항암, 항산화 작용 등의 기능이

보고되고 있고(15-17), 단호박은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식

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단호박 품종에 따른 카로티노이드

함량은 Table 4와 같다. 카로티노이드는 단호박의 품종에

따라 함량의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과육에서 과피 보다

상대적으로 1.5∼2배의 높은 함량을 보였다. 미니맘의 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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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65.07 mg%로 가장 높고, 아지구로이 과피에 97.41 mg%

로 가장낮았다. 황 등(18)은 한국산 호박의 carotenoid 색소

에 관한 연구에서 내부 섬유부에 총카로티노이드의 87%가

존재하며, 괴피보다 과육부에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

였다.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시각, 성장, 생식 및

면역체계의 보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물성 식품

에서의 레티노이드와 식물성 식품에서는 카로티노이드로

서섭취할수 있는 영양소이다(19). 단호박 과육과 과피에도

비타민A가 상당량 함유되어 있었으며, 과육보다 과피의

비타민 A 함량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종 간에

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니맘 과피에 2,016.57

IU/100 g으로 가장 높았고, 구리지망 과육이 998.83 IU/100

g으로 가장 낮았다. 비타민 C는 성인 하루 섭취 권장량이

70 mg으로 대표적인 천연의 항산화 물질이다. 단호박의

비타민 C 함량은 43.21∼82.35 mg% 수준으로 과육과 과피

에서 비슷한 수준의 함량을 보여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종에 따라서는 아지구로이와 구리지

망이 76.59 mg%와 75.72 mg%로 높았다. Hong 등은(20)

단호박 건조방법 연구 논문에서 신선 단호박의 비타민 C

함량은 62.24 mg/100 g으로 보고하였다. 또 Heo 등(21)의

늙은 호박과 단호박의 성분 비교 논문에 의하면 늙은 호박

과 비교하여 10배 이상 높은 함량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무기질 함량(Table 5)은 품종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였으며, 과육과 과피에도 존재하는 함량과 양상에 차이

가 있었으며,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칼륨인 것으로 나타났

다. 칼륨의 함량은 1,984.23∼2,653.33 mg%의 수준 이었으

며, 과피보다 과육에 함량이 다소 높았으며, 아지구로이의

과육에서 가장 높았다. 칼륨 다음으로 높은 함량의 무기질

은 인으로 145.69∼379.17 mg% 수준을 보였는데 미니맘의

과육에 함량이 가장 높고 구리지망의 과육에 함량이 가장

낮았다. 칼슘 함량은 과육이 82.92∼160.11 mg%, 과피에

102.09∼357.13 mg% 수준으로 과육보다 과피에 함량이 높

았는데 구리지망의 과피에 가장 높고 보짱의 과육이 가장

Table 5. The mineral contents of flesh and skin for kind of sweet pumpkin

(mg%, d.w.)

Minerals

Kind of sweet pumpkin
1)

MM BJ AK KJ

Flesh Skin Flesh Skin Flesh Skin Flesh Skin

Ca 160.11 210.89 82.92 102.09 180.40 233.02 133.46 357.13

Fe 4.25 3.95 3.44 2.88 7.16 4.44 2.80 6.02

Na 7.60 7.18 6.28 4.76 13.39 9.26 5.18 15.11

K 2653.33 2092.57 2278.09 2125.37 2631.93 2384.99 2256.46 1984.23

Mg 105.71 259.16 70.65 238.06 75.40 214.98 36.95 179.38

P 379.17 281.58 172.45 217.91 213.81 205.94 145.69 318.42

1)MM: minimam BC: bojjang, AK: ajikuroi, KJ: kurijiman

낮았다. 마그네슘은 과피에서 함량이 높았는데 이는 과피

의 엽록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미니맘과 보짱 과피에

각각 259.16 mg%와 238.06 mg%로 높았다. 철과 나트륨은

함량은 20 mg 이하로 낮았는데 철은 아지구로이의 과육이

7.16 mg%로 가장 높았으며, 나트륨 함량은 구리지망 과피

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vitamin A, C and carotenoid contents of flesh and
skin for kind of sweet pumpkin

Parts Kind of sweet
pumpkin

1)

Composition

Carotenoid
(mg%-dw)

Vitamin A
(IU/100g)

Vitamin C
(mg%-dw)

Fresh

MM 265.07 1,703.86 43.21

BJ 192.93 1,589.84 55.34

AK 154.36 982.64 76.59

KJ 201.42 956.39 75.72

Skin

MM 150.35 2,016.57 58.27

BJ 148.82 1,527.91 59.28

AK 97.41 998.83 79.21

KJ 102.40 1,012.77 82.25
1)
MM: minimam BC: bojjang, AK: ajikuroi, KJ: kurijiman

항산화활성

단호박 과육과 과피 물 추출물의 DPPH 전자 소거능으로

살펴본항산화 활성의결과는 Fig. 2와 같다. 과피에서 과육

보다 소거능이 다소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종에 따

라 활성의 차이를 보였는데 미니맘 과피의 EC50이 4.01

mg/mL로 가장 활성이 높았으며, 아지구로이 과육의 활성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Jeong 등(22)

의 단호박 분말을 첨가한설기떡 연구에서 단호박의메탄올

추출물보다 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이 1.5배 높았다는 보

고와 일치하는결과로 보여 진다. 또이러한 단호박 추출물

의 항산화 활성은 카로티노이색소와 비타민 C에서 유래하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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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water extract for kind
of sweet pumpkin.

MM: minimam BC: bojjang, AK: ajikuroi, KJ: kurijiman
Values are mean±SD (n=3)

착즙액의 수율, pH, 당도 및 점도

단호박은 동결 상태로 착즙하였는데 예비실험을 통하여

동결 처리한 원과의 착즙 수율이 동결하지 않은 생과의

착즙율보다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동결에 의하여

세포조직의파괴에 의한 액상물질의압착분리성이 증가하

며, 동결로 매실 착즙 시 수율이 증가한다는 정 등(23)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품종별로 박피하지 않은 단호박과 박

피하여 동결한 단호박 착즙액의 수율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박피하지 않은 단호박이 69.5∼83.4%, 박피 단호

박이 81.5∼89.4% 수준으로 박피를 한 것이 착즙 수율이

높았으며, 아지구로이와 구리지망은 박피에 의한 수율 증

가가 미니맘과 보짱의 경우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

종에 따른 착즙수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아지구로이가 가장 높은 착즙 수율을 나타내었다.

단호박 착즙액의 pH는 7.17∼7.83으로 품종과 처리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품종 간에는 미니맘과 보짱이

7.35∼7.81으로 아지구로이와 구리지망보다 높은 pH값을

보였으며, 박피하지 않은 단호박 착즙액의 pH가 과육만을

사용한 착즙액보다 높은 값을 보여 껍질의 사용이 pH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지구로이와 구리지망은 비

슷한 pH 범위를 보였으며, 미니맘과 보짱의 경우와 달리

껍질의 사용에 따른 pH 변화는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즙

액의 당도는 12.5∼16.6 °brix로 사과의 당도가 12∼14 °brix

인 점을 고려할때 채소류로서는 상당히 높은 당도를 나타

내었다. 미니맘과 보짱이 아지구로이와 구리지망보다 높았

으며, 4종의 품종 중 보짱의 박피하지 않은 과육이 16.1

°brix로가장 높고 아지구로이가 12.7 °brix로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미니맘과 보짱은 박피하지 않은 과육을 이용

한 것이 박피 과육을 사용한 경우보다 당도가 다소 높았으

며, 반면 구리지망과 아지구로이는 껍질이 당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도는 박피하지 않은 과육

으로 만든 음료가 박피 과육으로 만든 음료보다 높았다.

품종에 따라서는 보짱이 가장 높은점도를 보였으며 구리지

망이 낮았다.

Fig. 3. Pressure yield for kind of unpeeled(■) and peeled(□) sweet
pumpkin.

MM: minimam BC: bojjang, AK: ajikuroi, KJ: kurijiman.
a∼ewithin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tion for each group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alues are mean±SD (n=3)

Table 6. pH, brix degree and viscosity of juice made with various
kind sweet pumpkin

Composition Treatment
Kind of sweet pumpkin

1)

MM BJ AK KJ

pH
Unpeeled 7.71±0.10

2)a3)
7.74±0.06

a
7.36±0.05

c
7.35±0.11

c

Peeled 7.53±0.08 7.47±0.12
b

7.38±0.06
c

7.31±0.10
c

Brix
degree (°brix)

Unpeeled 15.2±0.5b 16.1±0.5a 12.7±0.2d 13.3±0.1d

Peeled 14.7±0.6
c

15.5±0.3
b

12.8±0.3
d

13.1±0.4
d

Viscosity (cP)
Unpeeled 393±15

a
492±24

a
352±47

a
271±69

a

Peeled 364±23a 461±39a 324±34a 253±38a

1)
MM: minimam, BC: bojjang, AK: ajikuroi, KJ: kurijiman

2)
Mean±SD

3)
Values within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tion for each group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색상과 부유 안정성

단호박 착즙액의 색상은 생과육의 색상(Table 2) 결과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않았으며착즙액을 이용한 음료

의 색상은 Table 7과 같다. L*값은 박피 과육을 사용한 음료

의 값이 박피하지않은 과육을 사용한 경우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미니맘이 박피 유무에 따라 음료의 명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고 구리지망이 가장 적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종에 따라서는 박피하지 않은 과육을 사용할

경우 품종에 따라 음료의 명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

데 구리지망이 17.18±0.25로 가장 높고 미니맘이 5.52±0.25

로 가장 낮았다. a
*
값은 박피 과육을 사용한 음료는 7.44∼

10.82로 붉은 계열의 값을 보인 반면 박피하지않은 과육을

사용한 음료는 동일 품종 간에도 박피 과육을 사용한 음료

보다 a
*
값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또 박피하지 않은 과육을

사용한 음료의 경우 아지구로이와 구리지망은 (-)값으로

영역으로 나타났다. b*값은 박피 과육을 사용한 음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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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1.46∼26.48±1.65, 박피하지 않은 과육을 사용한 음

료가 4.89±1.25∼13.69±0.95로 낮은 값의 색상 영역을 나타

내었다. 일반적으로 과채 음료의 착즙액은 시간 경과에 따

라 층분리 현상이 관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호박 착즙

액을 이용한 음료의 침전현상을알아보기 위하여 시간 경과

에 따른 부유 안정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박피

과육과 박피하지않은 과육을 사용한 음료에서 다소 상이한

현상 결과를 보였는데 박피 과육을 사용한 음료에서는 2일

까지 부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박피하

지 않은 과육을 사용한 음료에서는 0.5일로 안정성이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박피 과육을 이용한 음료의 경우

2일 이후에도 관찰 기간 5일까지 서서히 감소하는 것에

반하여 박피하지않은 과육을 이용한 음료 5일 경과 후에는

60% 이하의 부유 안정성을 보여 과피의 이용이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종별로는 미니맘와 아지구

로이의 박피 과육을 이용한 음료의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짱과 구리지망의 경우 안정성이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된 상층액의 색상은 박피

과육은 주황색을 띠었고 껍질을 사용한 음료는 연두색을

띠었다.

Table 7. Color of beverage made with various sweet pumpkin

Color Treatment
Kind of sweet pumpkin1)

MM BJ AK KJ

L* Unpeeled 5.52±0.252)a3) 10.32±0.25a 12.37±0.25a 17.18±0.25a

Peeled 19.58±0.83b 17.92±1.01c 22.16±0.62a 18.73±0.95bc

a
* Unpeeled 1.00±0.25

a
0.95±0.25

a
-1.72±0.25

a
-2.82±0.25

a

Peeled 10.79±0.94
a

9.46±0.32
b

10.82±1.06
a

7.44±0.58
c

b
* Unpeeled 13.69±1.25

a
12.94±0.95

a
6.27±0.25

a
4.89±0.25

a

Peeled 23.16±1.82
b

22.16±2.23
b

26.48±1.65
a

22.15±1.48
b

1)
MM: minimam BC: bojjang, AK: ajikuroi, KJ: kurijiman

2)
Mean±SD

3)
Values within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tion for each group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관능검사

단호박 음료의 제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배합이라 할

수 있는 당도와 산도를 각각 12 °brix와 0.25%로 조절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품종에 따른

입안 질감의 기호도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피 과육보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과육을 사용한 음료가

입안 질감이 다소 낮아졌다. 관능검사에 참여한 평균 연령

35세의 성인의 단호박 음료에 대한 기호도는 착즙으로 입

안의 이질감은없다고 하였으나 약간의 미끈거리는느낌이

있다고 하였다. 단호박 음료는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었으

며, 향에 대한 기호도는편차가큰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

적으로 나쁘지 않은 보통 정도로 평가하였으며, 품종에 따

Fig. 4. Changes in suspension stability for storage of beverage made
with various sweet pumpkin.

Symbols: Minimam(●), bojjangg(▲), Ajikuroi(◆), Kurijiman(■)

Table 8. Sensory evaluation of beverage made with various sweet
pumpkin

Sensory
evaluation

Treatment
Kind of sweet pumpkin

1)

MM BJ AK KJ

Mouth feel
Unpeeled 2.24±0.252)a3) 2.53±0.25a 2.32±0.25a 2.58±0.25a

Peeled 3.62±0.25 3.82±0.25a 3.59±0.25a 3.91±0.25a

Flavor
Unpeeled 2.21±0.53a 2.52±0.75a 2.34±0.62a 2.57±0.53a

Peeled 2.67±0.65a 2.79±0.82a 2.52±0.25a 2.62±0.61a

Color
Unpeeled 2.51±0.25b 2.82±0.14b 1.97±0.23c 1.81±0.25c

Peeled 4.52±0.25
a

4.84±0.25
a

4.62±0.25
a

4.52±0.25
a

Overall
Taste

Unpeeled 3.62±0.25
b

3.72±0.25
b

3.21±0.25
c

3.02±0.25
c

Peeled 4.55±0.25
a

4.47±0.25
a

4.03±0.25
a

3.54±0.25
b

1)MM: minimam BC: bojjang, AK: ajikuroi, KJ: kurijiman
2)Mean±SD
3)Values within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tion for each group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등(24)은 단호박

분말을 녹차에 혼합하여휘발성향기 성분에 관한 보고에서

단호박의 향기 성분은 49종류이며, 달콤한 향 성분인 furan

화합물이 대부분으로 향에 대한 기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착즙액의 색상은 박피 과육의 경우 주

황색을 띠었으며,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과의 경우 폼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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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소 색상의 차이를 보여 미니맘과 보짱은 갈색, 구리

지망과 아지구로이는 연초록을 띠었다. 음료의 색상 기호

도는 박피한 과육 음료가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과육으로

만든 음료보다 기호도가 높았으며, 보짱과 아지구로이의

색상이 가장 좋다고 하였다. 특히 구리지망과 아지구로이

는 박피하지 않은 과육으로 음료를 만들시 색상 기호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맛 평가에서

는 보통이상으로평가하여 전체적인 기호도가 나쁘지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박피한 과육을 이용한 음료가 전체적

인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종에 따른 기호도

차이는 유의적인큰차이는 아니나 미니맘과 보짱이 이지구

로이와 구리지망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단호박 품종 4종(미나맘, 보짱, 아지구로

이, 구리지망)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이용한 음료의 기본

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카로티노이드는 과피 보다 과육

에 1.5∼2배의 높았으며 4품종 중 미니맘 과육에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 비타민 A는 과육에서 보다 과피에서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미니맘 과피가 2,016.57 IU/100 g으로 가

장 높고, 구리지망 과육이 998.83 IU/100 g으로 가장낮았다.

비타민 C의 함량은 43.21∼82.35 mg% 수준으로 과육과

과피에서 비슷한 수준의 함량을 보여 유의적인 차이는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리지망 품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단호박의 무기질 함량은 칼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

로 인의 순이었으며, 아지구로이의 과육에 칼륨 함량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육과 과피 물 추출물의항산화

활성은 과육보다 과피에서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니맘 과피의 EC50이 4.01 mg/mL로 가장 활성이 높았으며,

아지구로이 과육의 활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착

즙 수율은 69.5∼89.4% 수준으로 품종에 따른 착즙 수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지구로이가

가장 높았다. 착즙액의 pH는 7.17∼7.83으로 박피하지 않은

단호박이 박피 과육을 이용한 것보다 높았다. 당도는 12.5

∼16.6 °brix로 보짱이 16.1 °brix로 가장 높았고 아지구로이

가 12.7 °brix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착즙액으로

단맛과 pH를 조정한 단호박 음료는 박피 과육을 사용한

경우 단기간 부유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단호박 음료는 특

유의 향과 약간의 미끈거리는 질감이 있었으며, 색상 기호

도는 보짱과 아지구로이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종합

적인 맛 평가에서는 미니맘과 보짱이 좋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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