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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todextrin과 재사용 탈수액이 고추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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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een peppers were dried using maltodextrin and recycled dehydration liquid as dehydrating agents, and the quality 
of dried green pepper powders was compared with that of freeze-dried and hot air-dried samples in terms of moisture 
content, color, antioxidant activity, capsaicinoid level, and sensory acceptability. The moisture content of 
maltodextrin-treatedgreen pepper powder was higher than that of samples prepared using recycled dehydration liquid. 
The lightness (L) value rose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maltodextrin powder or liquid.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pepper powders prepared using the molecular press dehydration method were similar to that of alpha-tocopherol, 
and better than that offreeze-dried or hot air-dried samples. Capsaicinoid levels fell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maltodextrin powder and liquid. The sensory evaluation data on green pepper powders prepared using the molecular 
press dehydration method were better than those obtained when freeze-dried and hot air-dried samples were evaluate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drying of green pepper powders using maltodextrin and recycled dehydration liquid as 
dehydrating agents is very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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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고추(capsicum annum L.)는 가지과(Solanaceae)에 속하

는 식물로서 남미로부터 유래된 식물인데, 매운맛을 가지

고 있어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향신료 중의 하나로써 주로

건조되어 분말 형태로 사용된다(1). 고추 등 향신료 및 채소

의 건조는 저장기간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데 열풍건조, 동결건조, 삼투압건조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

된다(2).

열풍건조는 처리가 가장 간단하고 기존의 건조방법 중

경제적인 장점을 가지지만 건조 중 높은 온도에 의하여

색, 영양성분, 맛 등이 손실되고 세포조직의 급격한 수축으

로 인한 복원성의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3). 동결건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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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풍건조의 단점을 보완하여 맛, 향기 성분, 기능성성분,

조직파괴 등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다(4). 그러나 에너지

비용이 높기에 저가 고추 및 채소류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건조시간이 길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5). 고

농도의 당류나 소금을 용액에 시료를 침지시키고 삼투압을

이용하는 plasmolysis의 원리를 이용한 삼투압건조 방법은

조직의 파괴와 갈변을 최소화 하지만 삼투압건조에 사용되

는 용질의 크기가 시료의 세공보다 작기 때문에 원형질막

분리 현상이 탈수효율을 낮고 시료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

가 있다(6-9). 삼투압건조의 문제가 되는 용질 침투 현상에

대하여 plasmolysis에 의한 물질 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분자량이 큰 용질에 대한 cytorrysis 현상과

관련된 물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고추가 보다 매운맛의 특징을

가지는 청고추를 사용하여 기존의 건조방법과는 다른

maltodextrin을 이용하여 건조하는 방법과 탈수액의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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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용질침투현상을 보완하고 시

료의 세공크기보다 큰 용질을 사용함으로써 원형질막 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세포벽을 경계로 생긴 압력에 의해

탈수되는 현상(cytorrysis)을 이용하는 분자압축탈수방법

(Fig 1)을 적용하여(11) 고품질의 고추분말개발을 위한 연

구로서, 탈수제 및 재사용 탈수액의 농도에 따른 분자압축

탈수건조, 열풍건조 및 동결건조 시료를 제조한 후 이화학

적, 관능적 품질특성을 비교분석하여 고품질의 고추분말제

품 제조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molecular press dehydration(MPD)
and rehydration of green pepper single cell.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고추는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군에서

2009년에 수확한 것으로 꼭지와 씨를 제거하고 2.0±0.5 mm

의 크기로 고추를 절단하여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탈수

제로 이용된 탈수제품(Maltodextrin, (주)대상)은 농도별로

첨가하였고, 탈수제 첨가로 분리된 탈수액 또한 농도별로

첨가 하였다. DPPH(a,a-diphenyl-2-picryl-hydrazyl)는 Sigma

사(St. Louis, MO,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항산화제로

사용된 BHA(3(2)-t-Butyl-4-hydroxyanisole)는 Wako Chem.

Co.(Osaka, Japan), BHT(2,6-Di-tert-butyl-4-methylphenol)는

Junsei Chem. Co.(Tokyo, Japan) 그리고 alpha-tocopherol용

액(DL-a-tocopherol)은 Yakuri Pure Chem. Co.(Kyoto, Japan)

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의 혼합

물은 Fluka Chem. Co.(Buchs, Switzerland)의 제품을 사용하

였다.

시료 전처리

절단된 고추시료 1 kg을 Kim 등(12)의 방법을 적용하여

분말형태의 탈수제로써 maltodextrin을 20, 30, 40, 50, 60,

70, 80%(w/w)의 농도로 각각 첨가한 후, LPDE 혼합용기에

잘 혼합하여 2-3 rpm의 속도를 유지하여 8시간 탈수를 진행

하였다. 탈수 후 시료를 3000 rpm에서 5분 동안 원심 분리한

다음 30℃ incubator에서 방치하여 재 건조하였으며 분리된

탈수액은 절단된 고추 시료 1 kg에 30, 40, 50%(w/w)의

농도로 각각 첨가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탈수, 건조를 하였

다. 동결건조는 동결건조 선반에 1 kg 적재하여 -20℃조건

에서 48시간 동결 후 동결건조기(PVTFD100R, Ilshin Lab

Co.)를 이용하여 72시간 동결건조 하였다. 열풍건조는 열풍

건조기(HK-DO1000F, 한국종합기기제작소)을 사용하여

70℃온도의 조건에서 채반에 1 kg 적재하여 열풍건조 하였

다. 이후 고품질의 고추분말제품 제조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모든 시료를 분쇄하여 분말화 하였다.

수분함량

수분함량은 각 처리구별로 항량이 되어진 수기에 시료를

약 2 g를 취하여 열풍건조기(HK-DO250F, 한국종합기기제

작소)를 이용하여 건조를 실시하였다. 실험방법은 105℃

수분 건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시료군 마다 3회 반복

하여 측정하여,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를 반복한 후 평균값

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색깔측정

시료의 색도 측정은 표준 백색판(L = 97.47, a = -0.02,

b = 1.67)으로보정된 colorimeter(CR-300 Minolta Chromameter,

Minolta Camera Co., Osaka, Japan)를 이용하여 시료군 마다

3회 반복하며 L, a 및 b 값을 측정하였다.

항산화활성 측정

항산화활성측정은 Kim 등(13)의 방법과 Ku 등(14)의 방

법을 적용하여 각각의 추출물에 대한 DPPH의 전자공여효

과로서 각 시료의 환원력을 측정하였다. 시료의 추출은 1 g

시료에 9 mL 99% ethanol용액에서 2시간 동안 추출 후

상등액을 사용하였다. 즉, 추출물 0.2 mL에 4×10-4 DPPH용

액(99% ethanol에 용해) 0.8 mL, 99% ethanol 2 mL를 가하여

총액의 부피가 3 mL이 되도록 하였다. 이 반응액을 약 10초

간 혼합하여 실온에 15분 방치한 후 분광광도계(V-550

spectrophotmeter, Jas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525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BHA, BHT 및 a-tocopherol

용액은 같은 방법으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DA(Electron

donating ability,(%))는 시료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차

를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대조구의흡광도
실험구의흡광도

×

Capsaicinoids 함량

Capsaicinoids 함량측정은 Lim 등(15)의 방법을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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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실험 처리구마다 건조한 분말시료 1 g를 취해 15 mL

의 시험관에 넣고 HPLC 등급의 acetonitrile 5 mL를 가한

뒤 vortex mixer(VXR B, JANKO & KUNKEL, RJ, Brasil)로

2분간 교반하여 추출하였다. 추출액 1 mL를 취해 증류수

9 mL를 교반한 후 미리 astonitrile 5 mL와 water 5 mL로

활성화시킨 C18 sep-pak(Waters Co., Milford, MA, USA)으

로 여과하여 capsaicinoids를 흡착시켰으며 sep-pak에

acetonitrile 4 mL와 1% acetic acid를 함유한 용액을 1 mL

통과시켜 흡착된 capsaicinoids를 용출하였다. 용출된

capsaicinoids는 HPLC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표준물질은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의 혼합물을 사용하였다.

capsaicinoids은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의 합으로 하였

다. Column은 u-Bondapak C18(Waters, 3.9×300 mm, 10 μm)

을 사용하였고 solvent로는 MeOH : Water(70:30)을 사용하

였으며 flow rate는 0.8 mL/min였다. UV 조건은 280 nm였으

며 injection volume 20 μL였다.

관능평가

관능검사는 실험 처리구에 따라 색(color), 외관(external),

향기(flavor), 맛(taste) 및전체적인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에 대하여 훈련된 관능요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처리구는 직경 10 cm의 흰색 종이 위에 시료를 제시하

여 평가하게 하였다. 각 처리구별 평가항목에 대하여 아주

좋음 (9점), 좋음 (7점), 보통 (5점), 나쁨 (3점), 아주 나쁨

(1점)의 9점척도 법으로 평가를 실시한 다음 평균치와 표준

편차로 결과를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본 실험은 독립적으로 3회 이상 반복 실시하여 실험결과

를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실험군의 유의성을 검증

하기위해 SAS 6.0 for windows program(16)을 이용하여 실

시하였고, p<0.05 수준에서 Duncan의 다중 검정법(DMRT,

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분함량

분자압축탈수방법을 이용한 고추분말의 수분함량을 비

교하기 위해 동결건조온도는 -40℃~20℃의 조건, 열풍건조

온도는 70℃, 풍속 0.5~3 m/s의 조건, 분자압축탈수건조분

말은 다양한 농도의 탈수제(maltodextrin)와 재사용 탈수액

을 첨가하여 수분함량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2). 동결건조분말은 5.37±0.20%, 열풍건조분말은 4.71±

0.07%로 나타났으며 탈수제의 첨가량에 따라 7.23±0.01,

7.98±0.07, 7.94±0.11, 7.42±0.10, 7.88±0.05, 8.03±0.01,

7.61±0.05%로 나타났다. 또한 재사용 탈수액의 첨가량에

따라 4.98±0.05, 4.67±0.06, 4.47±0.02%로 나타났다. 동결

건조와 열풍건조 그리고 분자압축탈수의 건조방식은 다르

지만 분자압축탈수를 이용한 건조는 탈수제 첨가보다 재사

용 탈수액 첨가가 수분함량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Kim 등(17)의 연구에 의해 보고된

탈수제의 농도와 침지하는 시간의 상관관계와 시료에 대한

탈수제 첨가량이 탈수건조에 영향을 나타내는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사이토리시스 원리를 이용한

탈수제에서 탈수현상을빠르게 진행 시키는 이유로는 분말

보다 액상이 세포 표면적에 쉽게 작용되며, 분자압축탈수

법에서 용질침투현상을 보완하고 시료의 세공크기보다 큰

용질을 사용함으로써 원형질막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으

며 세포벽을 경계로 생긴 삼투 압력이 쉽게 작용한다고

Seo 등(11)의 연구에 의해 보고되었다. 동일한 건조시간에

서 함수율의 차이는 분쇄공정의 효율에서도 차이가 있었으

며, 특히 고추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제품의 색과 향에

영향을 많이 주며 동결건조와 열풍건조 분말보다 탈수제

및 재사용 탈수액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건조효과를 가진다

고 판단된다.

FD HD DP20 DP30 DP40 DP50 DP60 DP70 DP80 DL30 DL40 DL50

M
oisture contents (%

)

0

2

4

6

8

10

Fig. 2. Moisture contents of green pepper powder by various
dehydration methods.
*FD : Freeze Drying, HD : Hot-air Drying, DP20 : Dehydration Powder 20%, DP30
: Dehydration Powder 30%, DP40 : Dehydration Powder 40%, DP50 : Dehydration
Powder 50%, DP60 : Dehydration Powder 60%, DP70 : Dehydration Powder 70%,
DP80 : Dehydration Powder 80%, DL30 : Dehydration Liquid 30%, DL40 : Dehydration
Liquid 40%, DL50 : Dehydration Liquid 50%.

색깔측정

분자압축탈수방법을 이용한 고추분말의 품질을 판단하

는 기준이 되는 capsanthin, cryptoxanthin 등이 고추의 색을

나타낸다(12). 탈수제와 재사용 탈수액을 농도별로 처리한

고추분말의 색도에서는 탈수제 첨가량이 20%에서 명도가

54.65로 탈수제 첨가량이 80%에서 명도가 61.90로 나타났

으며 탈수액 30%첨가에서 53.16, 탈수액 50%첨가에서

57.00로 나타났다(Fig. 3). 분자압축탈수에 이용된 탈수제

와 재사용 탈수액의 첨가가 증가 할수록 명도(Lightness)가

조금씩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같은 결과는 Kim

등(18)의 연구에서 maltodextrin 농도별로 처리한 것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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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와는 차이를 나타

냈다. 하지만 열풍건조가 분자압축탈수 건조한 것보다 높

은 온도에 의한 영향으로 갈변 현상이 일어나서 명도가

감소한다는 Jeong 등(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또한 동결건조에 의하여 고추분말의 제조하는 과

정에서 고추를 낮은 온도에서 지속적으로 동결되는 동안

얼음결정에 의하여 세포벽에 손상을 주어 품질을 낮아지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동결건조와 열풍건조 분말보다

탈수제 및 탈수액을 첨가하여 분자압축 탈수건조가 세포벽

의 손상을 줄이고(11) 안정적인 L, a, b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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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unter color values of green pepper powder by various
dehydration methods.
1)L : Lightness, a : Redness, b : Yellowness.
*
FD : Freeze Drying, HD : Hot-air Drying, DP20 : Dehydration(Maltodextrin) powder
20%, DP30 : Dehydration powder 30%, DP40 : Dehydration powder 40%, DP50 :
Dehydration powder 50%, DP60 : Dehydration powder 60%, DP70 : Dehydration powder
70%, DP80 : Dehydration powder 80%, DL30 : Dehydration liquid 30%, DL40 :
Dehydration liquid 40%, DL50 : Dehydration Liquid 50%.

항산화활성

분자압축 탈수방법을 이용한 고추분말의 항산화활성 측

정하기 위하여 EDA(%)를 측정한 결과는 아래의 Fig. 4에

나타내었다. 동결건조 분말의 EDA(%)는 75.82±1.12%, 열

풍건조 분말은 63.44±1.10%로 나타났으며 탈수제의 첨가

량에 따라 79.73±1.24, 80.09±1.15, 80.09±1.24, 79.67±1.21,

78.53±1.12, 79.28±1.17, 79.34±1.45%로 나타났다. 또한 재

사용 탈수액의 첨가량에 따라 68.42±2.31, 68.21±2.14,

66.31±1.98%로 나타났다. 이때, 대조구로 사용되어진 항산

화제는 BHA(1000 ppm)는 90.12±0.15%, BHT(1000 ppm)는

89.62±0.20%, alpha-tocopherol(1000 ppm)은 78.57±0.12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Sim 등(20)의 연구에 의해 보고된

품종에 차이에 따라 차이는 발생하지만 에탄올 추출에서

고추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항산화활성이 증가한다는 결과

와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료의 양은 일정하

지만 탈수제와 재사용 탈수액의 첨가량에 따라 EDA(%)의

차이가 나타났다. 분자압축탈수 건조한 고추분말의 시료가

합성항산화제 BHA, BHT의 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동결건

조 분말과 열풍건조 분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천연

항산화제 alpha-tocopherol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분자압축 탈수의 사이토리시스 원리가 원형질막의 경계로

세포의 파괴를줄이고 산화의 변화와 갈변으로 인한 단백질

및 구조를 보호한다고 보고되어 있다(10-11). 이러한 원리

에 의하여 분자압축 탈수 건조한 고추분말이 항산화활성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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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lectron donating ability(EDA) of green pepper powder by
various dehydration methods.
*BHA : BHA(1000ppm), BHT : BHT(1000ppm), a-to. : alpha-tocopherol(1000ppm), FD
: Freeze Drying, HD : Hot-air Drying, DP20 : Dehydration(Maltodextrin) powder 20%,
DP30 : Dehydration powder 30%, DP40 : Dehydration powder 40%, DP50 : Dehydration
powder 50%, DP60 : Dehydration powder 60%, DP70 : Dehydration powder 70%,
DP80 : Dehydration powder 80%, DL30 : Dehydration liquid 30%, DL40 : Dehydration
liquid 40%, DL50 : Dehydration Liquid 50%.

Capsaicinoids 함량

고추의 과피와 종자사이의 태좌에 주로 존재하며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21)은 분자압축

탈수방법을 이용한 후 고추분말의 capsaicinoids 함량을 측

정하여 아래의 Table 1에 결과로 나타내었다. 동결건조 분

말의 capsaicinoids 함량은 231.21±3.99 mg/100 mL, 열풍건

조 분말은 171.40±0.88 mg/100 mL로 나타났으며 탈수제의

첨가량에 따라 133.74±2.25, 130.14±2.94, 123.05±1.10,

119.30±3.71, 106.86±6.44, 100.57±2.30, 94.90±3.81 mg/100

mL로 나타났다. 또한 재사용 탈수액의 첨가량에 따라

136.88±4.20, 111.33±11.62, 109.37±13.38 mg/100 mL로 나

타났다.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의 매운맛 정도가 다르

므로 이들 비율에 따라 총 capsaicinoid 함량이 같더라도

capsaicin 비율이 dihydrocapsaicin보다 높을 경우 더 매운맛

을 보이며 품종에 따라 capsaicinoid 함량에 큰 차이가 있는

데, Ku 등(14)의 연구에서 전혀 맵지 않은 품종의

capsaicinoid 함량이 낮은 시료부터 매운맛이 강한 청양 고

추의 경우 250~350 mg%로 그 범위가 넓고, 고추의 매운맛

은 고추의 태좌부가 가장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고추분말의 매운맛은 탈수제와 탈수액 첨가량에 따라

capsaicinoid 함량이 낮아지는 결과, 첨가량에 따라

capsaicinoid 함량 조절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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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압축탈수방법으로 capsaicinoid 함량은 비교적 적은 함

량을 포함하여 매운맛의 조절에 의한 식품소재로의 활용

방안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Table 1. Capsaicinoids contents of green pepper powder by
various dehydration methods

Treatment
*

Capsaicinoids contents (mg/100 mL)

Capsaicin (CAP)
Dihydrocapsaicin

(DHCAP) Total

FD 180.84±3.45 50.37±0.61 231.21±3.99

HD 131.67±1.32 39.73±1.43 171.40±0.88

DP20 105.50±1.53 28.24±1.05 133.74±2.25

DP30 103.37±2.15 26.77±1.06 130.14±2.94

DP40 98.25±0.25 24.80±0.86 123.05±1.10

DP50 95.85±3.24 23.45±0.47 119.30±3.71

DP60 85.93±5.04 20.93±1.41 106.86±6.44

DP70 80.97±1.93 19.59±0.37 100.57±2.30

DP80 76.20±2.94 18.70±0.88 94.90±3.81

DL30 105.53±3.07 31.36±1.14 136.88±4.20

DL40 86.16±9.67 25.17±1.96 111.33±11.62

DL50 84.00±10.87 25.37±3.01 109.37±13.38

*
FD : Freeze Drying, HD : Hot-air drying, DP20 : Dehydration(Maltodextrin) powder
20%, DP30 : Dehydration powder 30%, DP40 : Dehydration powder 40%, DP50
: Dehydration powder 50%, DP60 : Dehydration powder 60%, DP70 : Dehydration
powder 70%, DP80 : Dehydration powder 80%, DL30 : Dehydration liquid 30%,
DL40 : Dehydration liquid 40%, DL50 : Dehydration Liquid 50%.

관능평가

분자압축탈수방법을 이용한 고추분말의 품질을 관능적

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동결건조와 열풍건조 고추분말을

비교하여 색(color), 외관(external), 향기(flavor), 맛(taste) 및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 대하여 훈련된 관

능요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Table 2). 색도와 외관

의 경우, 탈수제 및 재사용 탈수액 첨가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우수하였다. 향기의 경

우 동결건조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지만 모든 처리구에서

탈수제 및 재사용 탈수액 처리 농도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 Kim 등(17)연구와

는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Kim 등(18)의 연구에서서

보고된 maltodextrin의 처리 농도가 낮을수록 향기가 좋아

진다는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맛의 경우 동결건

조 고추분말보다 높지 않았지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비교

적 우수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기호도에서도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우수하였다. 따라서 분자압축방법을 이용한 고추

분말은 시료의 영양성분 손실 및 세포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건조방법으로서 동결건조와 열풍건조보다 우수하다고 판

단된다.

Table 2. Sensory evaluation of green pepper powder by various
dehydration methods

Treatment* Color External Flavor Taste Acceptability

FD 5.7±1.89BC 5.3±1.89C 4.5±1.90A 5.7±1.25A 5.7±1.89ABC

HD 6.2±1.55ABC 5.7±1.25BC 5.3±1.70A 4.7±1.76BC 5.3±0.82BC

DP20 4.1±1.29D 4.1±1.20DE 5.3±1.25A 4.6±0.70BC 4.7±0.95CD

DP30 3.8±1.40D 4.7±1.41CD 5.3±1.89A 4.9±0.32AB 4.9±1.29CD

DP40 4.1±1.20
D

4.8±1.40
CD

5.8±1.62
A

5.3±0.67
ABC

5.2±1.40
BC

DP50 5.6±1.35
BC

6.4±1.43
AB

5.8±1.55
A

5.7±0.82
A

5.8±1.14
ABC

DP60 6.3±1.83
AB

7.2±1.14
A

5.6±1.78
A

5.4±2.07
AB

6.1±2.38
AB

DP70 6.8±1.48
AB

7.3±1.06
A

5.7±2.31
A

5.4±1.58
AB

6.8±1.48
A

DP80 7.0±1.41
A

6.9±1.60
A

5.8±1.87
A

5.5±1.35
AB

6.6±1.43
A

DL30 4.3±1.50
D

3.2±0.91
E

5.6±1.35
A

4.4±1.35
C

3.9±1.10
D

DL40 5.0±1.33CD 5.0±1.24CD 5.8±1.40A 4.7±1.64BC 5.2±1.14BC

DL50 7.3±1.89A 6.7±1.77AB 5.6±1.17A 5.8±1.23A 6.3±1.50AB

*FD : Freeze Drying, HD : Hot-air Drying, DP20 : DP20 : Dehydration(Maltodextrin)
powder 20%, DP30 : Dehydration powder 30%, DP40 : Dehydration powder 40%,
DP50 : Dehydration powder 50%, DP60 : Dehydration powder 60%, DP70 :
Dehydration powder 70%, DP80 : Dehydration powder 80%, DL30 : Dehydration
liquid 30%, DL40 : Dehydration liquid 40%, DL50 : Dehydration Liquid 50%.

**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요 약

탈수제(maltodextrin)와 탈수제 첨가로 분리된 탈수액을

농도별로 첨가한 분자압축탈수방법으로 건조시킨 고추분

말, 동결건조와 열풍건조 시킨 고추분말의 품질을 비교 평

가하였다. 분자압축탈수 건조한 고추분말의 수분함량, 색

도측정, 항산화활성 측정, capsaicinoids 함량, 관능평가를

분석한 결과 수분함량의 경우 동결건조와 열풍건조 그리고

분자압축탈수의 건조 방식이 달라 차이가 나타났지만 분자

압축탈수를 이용한 건조에서는 탈수제 첨가보다 재사용

탈수액 첨가가 최종수분함량이 낮게 나타났다. 색도는 분

자압축탈수방법으로 이용된 탈수제와 재사용 탈수액 첨가

농도가 증가할수록 명도(lightness)가 조금씩 증가하였다.

항산화활성측정은 분자압축탈수 건조한 고추분말의 시료

가 합성항산화제 BHA, BHT의 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동결건조분말과 열풍건조분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천연

항산화제인 alpha-tocopherol과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apsaicinoids 함량은 탈수제 및 재사용 탈수액 농도의 증가

에 따라 낮아졌다. 관능평가에서는 색(color), 외관(external),

향기(flavor), 맛(taste) 및전체적인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에 대하여 동결건조분말과 열풍건조분말보다 분자압축탈

수방법을 이용한 고추분말이 우수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동결건조 및 열풍건조 처리한 고추분말보다 분자

압축탈수방법을 이용한 고추가 고품질 고추분말제품을 활

용하는데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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