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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ft persimmon spreads with four different functional saccharides were prepared for reducing the amount of excess
sugar, and their quality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CON1 had 40% sucrose added in weight, while CON2, XLT,
IMO, FTO and MTD had 20% of sucrose, xylitol, isomalto-oligosaccharide, fructo-oligosaccharide, and maltodextrin
added in weight, respectively. The proximate composition, soluble solid content, pH, total acidity, color, viscosity,
tannin content, lycopene content, and glucose dialysis retardation index of the spreads with different saccharides
were analyzed and compared. The proximate composition of the spreads was summarized as follows: 49-58% moisture,
0.29-0.58% crude protein, 0.02-0.10% crude fat, 0.32-0.37% crude ash, 40-50% carbohydrates, and 0.26-0.49% crude
fiber. The total soluble solid of the spread containing IMO was 41.00 °Brix, which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spread (CON1) of 59.33 °Brix. The viscosity of the spread containing MTD was the highest,
that is, 43,733 cp, while the spread with IMO had the lowest value of 17,600 cP. The content of lycopene in the
spread with IMO was the highest as 58.99 mg/kg. The spread containing MTD indicated the most efficient glucose
dialysis retardation index.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H, total acidity, tannin content, color value,
and sensory evaluation between the samples(p>0.05). Therefore, in terms of reducing sugar content in the spread,
IMO exhibited the optimum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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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감나무(Diospyros kaki Thunb.)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온
대아시아 지역이 주 원산지이다. 감 과실은 18%의 많은 당분
을 함유하고 있고, 열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A, C, 가
용성 탄닌과 무기염류가 풍부하여 고대로부터 설사, 이뇨, 지
혈, 숙취 제거, 기침, 기관지염, 고혈압 등에 약리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전통과일 중의 하나이다(Lee 등, 1994). 또한 감
에는 페놀성 화합물인 catechin, epicatechin, epicatechin
gallate, epigallocatechin, epigallocatechin gallate 등의 기능
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기능(Lee 등, 2015), 항
균, 항종양작용 및 중금속 제거능과 같은 생리활성이 보고되
었다(Seo 등, 2000). 감은 1998년부터 유럽(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유럽에서는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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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떠오르는 lycopene 급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홍시
의 적색은 lycopene이 대표적인 색소로 유럽 품종은 53.4
mg/kg 함량을 가지고 있어(de Ancos 등, 2000) 토마토(30.2
mg/kg)보다 훨씬 많이 함유하고 있다(Hwang과 Bowen,
2004). 홍시의 lycopene에 대해 연구되어 있다. Lycopene은
항산화효과, 항암효과와 항염증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Heber와 Lu, 2002; Stahl 등, 2001). 또한 lycopene은 전립선
암 억제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Giovannucci
등, 2002). 홍시에도 토마토만큼 lycopene의 함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잼류의 가공 제품으로 스프레드(spread)가 있다. 스프레드
는 나이프를 사용해 빵이나 크래커 등에 바르는 음식을 말하
며, 어원은 ‘펼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단어 스프레드
(spread)에서 유래했다. 주로 담백한 음식의 풍미 및 감촉을
높여주기 위해 사용되며, 음식을 찍어먹는 것이 아닌 음식에
발라먹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스프레드 제조에 설
탕이 많이 함유되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McKee 등, 2002).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설탕에 비교하여 열량이 낮은 저열
량 또는 무설탕 스프레드가 제조되고 있다. 설탕 대체 물질로
는 당알코올(자일리톨, 말티톨 등) 또는 단당류가 2-8개 정도
결합한 탄수화물인 올리고당이 있으며, 당알코올은 충치 예방
효과(Maguire 등, 2000) 및 혈당 상승억제(Felber 등, 1987)
등의 기능성도 부여할 수 있는데, 자일리톨은 당알코올계 대
표적인 감미료로 당을 환원시켜 설탕에 비해 당알코올이 더
느리게 인체에 흡수되는 점이 당뇨 환자에게는 상당히 유리
하다(An 등, 2010). 또한 자일리톨은 천연 소재 감미료로 혈
당치를 상승시키지 않으며, 설탕과 유사한 당도를 지니고 있
어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환자를 위한 중요한 당 대체원료로
의 이용은 물론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생산 원료로 그
기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이어
트 제품 및 골다공증 제품 등에서도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
다(Choi 등, 2013; Malinda 등, 2000). 올리고당은 단당류가
2-8개 정도 결합한 당질이며,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
는 당질을 일컫는다(Yun 등, 1992). 올리고당은 그 구조에 따
라 프락토 올리고당, 이소말토 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자
일로올리고당, 키토올리고당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이소말
토 올리고당은 전분을 원료로 해서 만든 감미료로서, 비발효
성 당으로 벌꿀에 존재하는 천연의 식품성분으로 알려져 있
다. 칼로리는 설탕의 1/2 정도이며, 우수한 감미특성, 전분질
식품의 노화방지 효과, 보습성 및 장내에 존재하는 비피터스
균의 유용 세균 증식,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 등 여러 가지 기
능성을 가지고 있다(Kwon과 Yuk, 1994). 프락토 올리고당은
우엉, 양파, 마늘, 바나나 등 천연식품에서도 소량 함유되어
있고, 감미도는 설탕의 20-40% 정도이며 장내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칼로리가 거의 없으며(Yun, 1996), 충치

예방, 장내 유용세균 증식, 장의 운동촉진으로 변비개선 효과
가 보고되어 요구르트, 차, 빵, 프리믹스 제품 등에 첨가하여
사용하고 있다. 말토덱스트린은 포도당이나 설탕에 비해 용
해도는 떨어지나 수화력이 크므로 보습성 또는 보수성이 크
다. 또한 대장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어 프로피온산과 단쇄
지방산을 생성하여 지방산합성 억제를 통해 혈청 콜레스테롤
수준을 감소시켜 대장암을 예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Seol
등, 2003).
감은 가공적성이 낮지만 식품 가공소재로써 가치가 높은
것으로 여겨져, 생과나 건조품 등 전통적 소비형태 이외의 최
근에는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개발되
고 있다(Lim 등, 2012). 또한 감 과실은 항산화, 알코올대사
촉진(Kim, 1999; Nam과 Kim, 2011; Seo와 Choi, 2007), 항
미생물, 항돌연변이, 지질대사 개선(Park, 2014) 등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구명되어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 중이며, 와인
(Lee 등, 2006), 퓨레, 동결홍시(Ann 등, 2007), 식초, 주스
(Kim 등, 1999), 잼, 조청 등의 가공식품으로도 개발되어 있
다(Kim 등,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약리작용과 기능성을 가진 홍시의
다양한 용도개발의 일환으로 홍시 스프레드 제조를 한 후 제
조 시 과다한 설탕의 양을 줄이고자 기능성 당을 첨가하여
제조한 후 여러 가지 품질특성 분석을 실시하여 홍시 스프레
드를 제조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기능성 당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홍시는 상주 감 시험장에서 수확한 떫은
감을 연화처리한 후 홍시로 만들고, -20℃에서 냉동 보관하였
다. 필요 시 상온에 3시간 동안 해동하여 스프레드의 원료로
사용하였다. 순도 99.8% 이상의 정백당(white sugar, Beksul,
Cheiljedang, Incheon, Korea), 이소말토 올리고당(isomaltooligosaccharide 40% 이상, Chungjungone, Seoul, Korea), 프
락토 올리고당(fructo-oligosaccharide 50% 이상, Beksul,
Cheiljedang, Ansansi, Korea)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
으며, 자일리톨(xylitol 100%, Zhejiang Huakang Pharmac,
China), 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 DE 14-20, Daesang,
Gunsan, Korea), 로커스트콩검(locust bean gum, LBG
Sicilia, Italy)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홍시 및 홍시 스프레드 제조
수확된 떫은 감을 연화제(에틸렌 가스발생제)와 밀봉 포장
하여 25℃ 항온실에 4일간 처리한 후 2일간 상온에서 환기시
켜 홍시를 제조하고, -20℃에서 냉동보관하며 사용했다.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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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온수로 세척 후 3시간 동안 해동하여 씨와 껍질을 제거한
후 마쇄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홍시스프레드 제조를 위한 모든 배합비율은 예비실험을
통해 결정되었다. 먼저 마쇄된 홍시에 감미료를 첨가한 후,
30분간 가열한 뒤 로커스트콩검을 첨가하여 10분 더 가열하
였다. 그런 다음 살균된 병에 담은 뒤 실험을 진행하였다. 배
합비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일반성분 분석
홍시 및 홍시 스프레드의 수분함량,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
분은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식품공전의 일반
시험법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수분함량은 105℃ 상압가열
건조법에 준하여 drying oven(VS-1202D3, Vision Scientific
Co., Daejeon, Korea)을 이용하였다. 조단백질은 Kjeldahl
법, 조지방함량은 Soxhelts 추출법, 조섬유는 HennebergStohmann 개량법(Rittich 등, 1985)에 의하여 분석하였고, 조
회분은 550℃의 회화로에서 직접 회화법으로 분석하였다. 각
분석 결과는 3회 반복하여 얻은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가용성 고형분 함량, pH 및 산도 측정
가용성 고형분 함량 측정은 시료 10 g을 증류수 90 mL로
희석하여 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후 여과하고 상층
액만 취하여 굴절 당도계(Master-α, Atago Co., Tokyo, Japan)
로 3회 반복 측정한 후, 평균값을 구하여 °Brix로 표시하였
다. pH는 pH meter로 3회 반복 측정한 후, 평균값으로 나타
냈으며, 산도는 5 g의 시료에 증류수 45 mL를 섞어 pH 8.2가
될 때까지 0.1 N NaOH로 적정하였다. 아래의 식으로 산도를
산출하였다.
산도(%) =
0.009 × NaOH 소비량(mL) × NaOH factor
시료무게(g)

× 100 × 희석배수

색도 측정
홍시 스프레드의 색도 측정은 백색판(L=100, a=0, b=0)으
로 보정된 색차계(CM-5, Minolta Co., Osaka, Japan)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시료의 명도(lightness), 적색도(redness),
황색도(yellowness)를 3회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점도 측정
홍시 스프레드의 발림성을 확인하기 위해 점도를 측정하
였으며, 이는 점도계(DV-ⅡViscometer, AMETEK Brookfield,
Middleborough, MA, USA)를 이용하여 시료 50 g을 점도용
spindle No.7인 spindle에 회전속도 50 rpm에서 1분간 작동
시킨 후 값을 3회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가용성 탄닌 함량 측정
탄닌은 폴리페놀의 일부로 그 함량을 Folin-Denis법(Tambe
와 Bhambar, 2014)에 의해 측정하였다. 시료 1 g에 증류수
45 mL를 넣은 후 1분간 잘 교반하여 5,000 rpm으로 4℃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얻어진 상등액을 시료액으로 사용하
였다. 시료액 100 μL에 2% sodium carbonate 2 mL와 50%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100 μL를 가한 후 30분간
반응시킨 후 증류수 8 mL를 넣고 72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으며, gallic acid의 검량선에 의하여 함량을 산출하였
으며 3번 반복 측정하여 희석배수(10배)를 곱한 값을 그 평균
값을 나타내었다.
Lycopene 함량 측정
Lycopene 함량은 LVHEM법(The Low Volume Hexane
Extraction Method)에 의해 측정하였다(Alda 등, 2009).
Tannin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출된 시료액 100 μL에
hexane : ethanol : acetone(2:1:1 v/v) 용액을 넣어 교반 후
암실에서 10분 이상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증류수 1
mL를 잘 섞은 후 암실에서 10분 이상 정치시키고, 상등액을
취하여 50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able 1. Formulas of persimmon spread processed with various saccharides
Samples

Soft persimmon (%)

Saccharide (%)

Locust bean gum (%)

CON1

59.7

Sugar

40

0.3

CON2

79.7

Sugar

20

0.3

XLT

79.7

Xylitol

20

0.3

IMO

79.7

Isomalto-oligosaccharide

20

0.3

FTO

79.7

Fructo-oligosaccharide

20

0.3

MTD

79.7

Maltodextrin

20

0.3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제28권 제2호 (2021)

212

ABS503

Lycopene(mg/kg) =

nm

× 573 × 8 × 0.55

Table 2. Various quality characteristics of soft persimmon

0.10 × 172

= ABS503

nm

Quality characteristics

× 137.4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3회 반복 측정한 평균치로 나타내었고, R
Program(www.r-project.org)을 이용하여 분산 분석과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료간의 유의성 검정은 p<0.05 수준
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원료 홍시의 이화학적 특성
본 실험에 사용된 원료 홍시의 품질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홍시의 수분 함량은 82.09%, 조단백
질은 0.44%, 조지방은 0.02%, 조회분은 0.33%, 탄수화물은
17.10%, 조섬유는 0.35%로 나타났다. 2014년 농촌진흥청 농
식품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발행된 식품성분표에 의하면 홍시
의 수분 84.4%, 조단백질은 0.2%, 조지방은 0.2%, 조회분은
0.4%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는
홍시의 품종과 수확시기에 의한 차이인 것으로 보이며, 조지
방을 제외한 나머지 분석항목 결과의 범위는 유사한 것으로

Crude protein (%)

0.44±0.01

Crude fat (%)

0.02±0.01

Crude ash (%)

0.33±0.06

Carbohydrate (%)

17.10±1.44

Crude fiber (%)

포도당 흡수지연 효과
다양한 홍시 스프레드의 포도당 흡수지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시료를 1% 농
도(w/v)로 증류수에 희석한 용액을 균질화한 후 95℃에서 5
분간 가열하고 15분간 방냉하였다. 이 용액에 포도당의 농도
가 100 mM/L가 되도록 완전히 녹인 후 포도당을 녹인 용액
25 mL를 투석막(Sigma D7884 : M.W. Cut-off<1200) 안에
넣고 증류수 200 mL가 담긴 비커에 담궈 37℃의 항온수조에
넣고 교반했다. 15, 30, 60, 90, 120, 180분마다 투석액 1 mL
씩 수집하여 포도당 함량을 구하였다. Blank는 시료 없이
100 mM/L 포도당 용액 25 mL만을 투석막에 넣고 증류수
200 mL가 담긴 비커에 담궈 동일한 시간마다 투석액을 수집
하여 포도당 함량을 구하였다(Park 등, 2007). 포도당 함량은
환원당 측정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으며,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냈다.

82.09±1.411)

Moisture (%)

573(g/mole): lycopene 분자량
8(mL): 혼합 용액량
0.55: 혼합용액 상등액 비율
0.10 g: 시료량
172(mM-1): n-hexane에 추출되는 lycopene 계수

2)

0.35±0.02

Soluble solid (°Brix)

18.43±0.32

Reducing sugar (mg/g)

43.90±0.10

pH

5.81±0.01

Acidity (%)

0.18±0.02

Soluble tannin content (μg/mg)

0.31±0.02

Color2)

1)

Value

L

44.42±1.13

a

30.80±0.49

b

57.61±0.32

Values are mean±SD (n=3).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나타났다.
가용성 고형분 및 환원당은 각각 18.43 °Brix와 43.9 mg/g
으로 감 유전자원 도감(2012)의 감 품종별 당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pH 및 산도는 각각 5.81, 0.18%로 나타났고, 잼을
제조하기 위한 적정 조건으로 pH는 2.5-3.2(Chae, 2001)로,
홍시는 잼의 원료로 적합하지 않았다. 때문에 겔화제인 로커
스트콩검을 첨가한 홍시 스프레드를 제조하기 위해 적합 배
합비율을 사전에 확인하였다. 홍시의 색도 측정 결과, L값은
44.42, a값은 30.80, b값은 57.61로 나타났다.
원료 홍시의 기능적 특성
스프레드 제조에 사용된 원료 홍시의 가용성 tannin 함량,
포도당 흡수 지연 효과 분석 결과는 Table 2, Fig. 1에 나타내
었다. 홍시는 떫은 감으로 만들어지며, 이 떫은감은 가공 후
제품에 떫은맛을 잔존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Matsuo
와 Ito, 1978). 원료 홍시의 가용성 tannin 함량은 0.31 μg/mg
으로 사람이 맛을 보았을 때 떫은맛을 느낄 수 없는 정도로
나타났다. Seo 등(1999)의 연구에서 떫은감의 가용성 탄닌
함량은 녹숙감이 14.40 μg/mg, 완숙감 6.40 μg/mg, 홍시
0.40 μg/mg으로 성숙도에 따라 떫은맛이 유의적으로 낮아지
는 경향을 나타냈고, 홍시일 때 유독 가용성 탄닌 함량이 감
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홍시의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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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지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능성당 첨가 홍시 스프레드의 일반 특성

Fig. 1. Glucose movement across dialysis bag in the presence of
soft persimmon.
Mean±SD (n=3)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성 탄닌 함량 결과값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홍시를 이
용해 제조된 스프레드에서 떫은맛에 의한 문제는 없을 것으
로 보인다. 포도당 흡수 지연 효과 분석은 in vitro법에 의하
여 영양소에 대한 식이섬유의 가둠 효과를 이용하여 투석막
을 통해 투석되는 포도당의 양을 측정한 것이다(Adiotomre
등, 1990). 1%로 희석한 홍시에 포도당 100 mM/L를 녹인
후 투석막 내에 시료를 넣고 투석막을 통해 투석되는 포도당
을 3시간 동안 일정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포도당 투과량(mM)은 Fig. 1에 나타내었다. Blank는 시료 없
이 100 mM 포도당 용액의 투석액을 측정한 값으로 홍시는
Blank의 포도당 투석액에 비해 20-53%로 포도당의 투과를
지연시킴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홍시의 식이섬유가 그 구조
내에 포도당을 가두어 두는 효과(Schneeman, 1987)에 기인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보수력과 점성이 높은 수
용성 식이섬유에서 포도당 흡수 억제지수가 높은 것으로 알
려지고 있으므로(Hhu, 1999) 홍시의 식이섬유가 포도당 흡

기능성 당을 첨가하여 제조한 홍시 스프레드의 수분, 탄수
화물, 조지방, 조회분, 조섬유 함량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수분함량의 경우, CON1는 33.2%로 가장 낮았으며, 당류 첨
가량이 20%로 제조된 저당도 홍시 스프레드(CON2, XLT,
IMO, FTO, MTD)는 50.0-58.2%로 CON1에 비하여 수분함
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CON2에 비하여 기
능성 당 사용 홍시 스프레드의 수분함량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능성 당이 수분보습효과가 뛰어나다는 특징 때문이다
(Ha와 Lee, 1999). IMO가 FTO보다 수분함량이 더 높은 것
으로 이소말토 올리고당이 프락토 올리고당보다 수분보습력
이 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조단백질 함량은 CON1이
0.33%, CON2, XLT, IMO, FTO, MTD가 0.49-0.58%로 당
류의 첨가 비율이 낮을 때 조단백질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
은데, 이는 당류 첨가 비율이 낮은 대신 홍시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조지방 함량은 0.02-0.10%, 조회분
함량은 0.22-0.47%로 유의적 차이는 거의 없었다. 탄수화물
함량은 CON1이 66.23%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구들은
40.84-49.7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탄수화물 함량은 수분
함량에 반비례적으로 나타났다. 조섬유 함량은 유의적 차이
가 없었다.
기능성당 첨가 홍시 스프레드의 이화학적 특성
기능성 당의 종류를 달리하여 제조한 홍시 스프레드의 이
화학적 품질 특성(가용성 고형분, 환원당, pH, 총산도, 색도)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당 첨가량과 당 종류에 따른 가
용성 고형분 함량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CON1은 59.33
°Brix로 가장 높았다. Kwon(2015)은 올리고당의 종류와 첨
(%)

Table 3. Proximate composition in soft persimmon spread prepared with various saccharides
Samples1)
Moisture

1)

CON1

CON2
2)c3)

33.18±1.74

XLT
b

50.07±1.00

IMO
b

FTO
a

MTD
b

51.77±1.10

58.16±4.44

52.80±2.87

49.40±2.86b

Crude protein

0.33±0.01c

0.55±0.01ab

0.47±0.10b

0.58±0.03a

0.58±0.06a

0.29±0.03a

Crude fat

0.03±0.00b

0.04±0.01b

0.03±0.00b

0.10±0.08a

0.02±0.01b

0.05±0.01ab

Crude ash

0.22±0.01c

0.35±0.02b

0.49±0.03a

0.32±0.04b

0.37±0.02b

0.56±0.05bc

Carbohydrate

66.23±1.72a

48.99±1.02b

47.24±1.10b

40.84±4.48c

46.22±2.79b

49.70±2.88b

Crude fiber

0.23±0.06c

0.26±0.15c

0.44±0.06ab

0.33±0.08bc

0.29±0.04bc

0.49±0.04a

CON1, soft persimmon spread with 40% sugar; CON2, soft persimmon spread with 20% sugar; XLT, soft persimmon spread with xylitol; IMO,
soft persimmon spread with isomalto-oligosaccharide; FTO, soft persimmon spread with fructo-oligosaccharide; MTD, soft persimmon spread with
maltodextrin.
2)
Values are mean±SD.
3)a-c
Mean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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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oluble solid, reducing sugar content, pH, total acidity of soft persimmon spread prepared with various saccharides
Samples1)

Soluble solid
(°Brix)

Reducing sugar
(mg/g)

pH

Total acidity
(%)

L2)

a

CON1

59.33±2.083)c4)

199.9±87.3cd

4.82±0.22a

0.12±0.03a

28.62±0.25b

3.27±0.22c

7.37±0.22b

CON2

46.67±0.58b

173.5±16.0d

4.43±0.11b

0.14±0.01a

32.57±0.22a

5.82±0.37ab

11.53±0.23a

XLT

45.67±1.33b

190.5±16.5cd

4.51±0.01b

0.14±0.03a

32.73±0.23a

5.63±0.23b

12.06±0.95a

IMO

41.00±2.65a

301.1±24.8ab

4.06±0.03c

0.12±0.01a

32.99±0.36a

5.98±0.28ab

12.07±0.48a

FTO

42.67±1.53b

255.9±11.6bc

3.84±0.03d

0.14±0.02a

32.80±0.74a

6.54±0.35ab

12.49±0.49a

MTD

50.70±2.75b

338.4±17.1a

4.62±0.12b

0.14±0.02a

34.32±2.69a

7.41±2.12a

13.81±3.66a

b

1)

CON1, soft persimmon spread with 40% sugar; CON2, soft persimmon spread with 20% sugar; XLT, soft persimmon spread with xylitol; IMO,
soft persimmon spread with isomalto-oligosaccharide; FTO, soft persimmon spread with fructo-oligosaccharide; MTD, soft persimmon spread with
maltodextrin.
2)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3)
Values are mean±SD.
4)a-d
Mean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가량을 달리한 블루베리 잼의 연구에서 설탕을 첨가한 잼이
올리고당을 첨가한 잼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가용성 고형분
함량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
다. 기능성 당은 설탕에 비하여 30-50%의 낮은 감미도를 가
지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환원당 함량
은 CON2가 173.5 mg/g으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며, 이소
말토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 말토덱스트린은 각각 301.1
mg/g, 255.9 mg/g, 338.4 mg/g으로 비교적 높은 환원당 함량
이 나타났다. 이는 호박잼 제조 시 설탕만 첨가한 대조군에
비해 프락토 올리고당 처리구의 환원당 함량이 높게 나타났
다는 송 등(200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pH 측정 결과,
시료간 큰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이는 프락토 올리고당을 첨
가한 양파잼과, 딸기잼이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
(Islam 등, 2012)와 일치하여, 기능성 당을 첨가는 잼과 스프
레드의 pH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산도의 경
우도 0.12-0.14%로 모든 시료 간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원
료인 홍시의 산도보다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것은 스프레드
제조 시 일부 젤리화 현상에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가용성
탄닌 함량 분석 결과, 시료 간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홍시스프레드 L값은 CON1이 28.62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으며, 나머지 시료들은 서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
값은 FTO와 MTD는 각각 6.54와 7.4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매우 붉은 모습을 보였다. 홍시의 주요 색소인 carotenoid(αcarotene, β-carotene, lycopene 및 retinol)는 붉은 색을 나타
낸다(Zhou 등, 2011). Matioli와 Rodriguez의 연구(Matioli와
Rodiguez-Amaya, 2003)에서, dextrin은 carotenoid의 항산화
및 이성질체화 방지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여, 말
토덱스트린을 첨가한 MDT에서 더욱 붉은 황색을 띠는 것으
로 보인다. CON1은 L, a, b값 모두 유의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관능적으로 좋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모든
스프레드시료는 원료의 홍시보다 L, a, b 값이 낮게 측정되었
는데, 이는 가열하는 제조 과정에서 홍시의 천연 색소가 파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점도는 유동식품의 흐름성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낸다.
홍시 스프레드의 점도 분석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MTD, XLT, CON2, FTO, IMO, CON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비교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일리톨을 첨가한 자
두잼은 설탕을 첨가한 자두잼보다 점도가 높았으며(Oliverira
등, 2013), 이는 자일리톨이 흡습성이 강하여 점도가 증가하
였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

Fig. 2. Viscosity of soft persimmon spread prepared with various
saccharides
CON1, soft persimmon spread with 40% sugar; CON2, soft persimmon
spread with 20% sugar; XLT, soft persimmon spread with xylitol; IMO,
soft persimmon spread with isomalto-oligosaccharide; FTO, soft
persimmon spread with fructo-oligosaccharide; MTD, soft persimmon
spread with maltodextrin.
Mean±SD (n=3)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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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MTD의 점도가 43,733 cP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딸기
잼에 말토덱스트린을 함량을 다르게 하여 첨가하였을 시, 말
토덱스트린이 함량이 높을수록 경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했다
는 연구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Kang과 Cho, 2008). 말토덱
스트린이 부분적으로 노화되어(Kim과 Shin, 2003)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IMO가 기능성 당
첨가구 중 가장 낮은 점도를 나타내 스프레드의 발림성이 좋
을 것으로 보인다.
기능성당 첨가 홍시 스프레드의 기능적 특성
다양한 홍시 스프레드의 lycopene 함량과 포도당 흡수 지
연 효과와 같은 기능적 특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 Fig.
3과 같다. Lycopene 분석 결과, IMO와 FTO는 각각 58.99,
52.26 mg/kg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Goiffon 등(1999)이
올리고당과 색소(carotenoid, anthocyan 등)의 결합으로 열과
산소에 파괴되지 않고 유지된다고 보고와 유사했다. 포도당
흡수 지연 효과 분석 결과, XLT가 유의적으로 glucose 투석
량이 가장 높았으며, MTD는 15분부터 3시간까지 지속적으
로 투석량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말토덱스트린은 스프레드에 첨가 시 포도당 흡
수 지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말토덱스트린이 포
도당을 가둠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말토
덱스트린을 첨가한 홍시스프레드는 항당뇨 효과가 기대된다.
말토덱스트린 이외의 당 종류들은 glucose 투석량에서 유의
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포도당 흡수 효과는 비슷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 Soluble tannin and lycopene content of soft persimmon
spread prepared with various saccharides
Samples1)

1)

Soluble tannin content
(μg/mg)

Lycopene
(mg/kg)

CON1

0.10±0.012)a3)

47.13±2.54b

CON2

0.11±0.01a

45.20±4.41b

XLT

0.11±0.01a

46.49±1.47b

IMO

0.13±0.02a

58.99±6.82a

FTO

0.12±0.02a

52.26±2.59a

MTD

0.10±0.00a

44.56±3.88b

CON1, soft persimmon spread with 40% sugar; CON2, soft persimmon
spread with 20% sugar; XLT, soft persimmon spread with xylitol; IMO,
soft persimmon spread with isomalto-oligosaccharide; FTO, soft
persimmon spread with fructo-oligosaccharide; MTD, soft persimmon
spread with maltodextrin.
2)
Values are mean±SD.
3)a,b
Mean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Fig. 3. Glucose movement across dialysis bag in the presence of
soft persimmon spread prepared with various saccharides.
CON2, soft persimmon spread with 20% sugar; XLT, soft persimmon
spread with xylitol; IMO, soft persimmon spread with isomaltooligosaccharide; FTO, soft persimmon spread with fructo-oligosaccharide;
MTD, soft persimmon spread with maltodextrin.
Mean±SD (n=3)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요

약

스프레드는 기타 잼류로 분류되며, 제조 시 사용되는 과다
한 설탕의 양을 줄이고자 기능성 당 첨가 홍시 스프레드를
제조하고 첨가 당의 종류(자일리톨, 프락토 올리고당, 이소말
토 올리고당, 말토덱스트린)에 따른 품질 특성을 비교하였다.
홍시의 일반성분의 수분함량은 82.09%, 조단백질의 0.44%,
조지방은 0.02%, 조회분은 0.33%, 탄수화물은 17.10% 그리
고 조섬유는 0.35%로 나타났다. 당도는 18.4 °Brix, pH는
5.81, 산도는 0.18%로 나타났으며, 색도는 L은 44.42, a는
30.80, b는 57.61로 나타났다. 기능성 당을 첨가한 스프레드의
가용성 고형분함량은 대조군 1이 60 °Brix로 가장 높았으며,
이소말토 올리고당 처리구가 41 °Brix로 가장 낮아, 건강을
위한 저당도 스프레드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였다.
홍시 스프레드의 pH, 산도, 색도 및 가용성 탄닌 함량은 첨가
당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점도는 말토덱스트
린 처리구가 43,733 cP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소
말토 올리고당 처리구가 17,600 cP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
었다. Lycopene 함량은 이소말토 올리고당 처리구가 58.99
mg/k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프락토 올리고
당 처리구가 52.26 mg/kg으로 다음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
었다. 말토덱스트린 처리구는 포도당이 투과량을 조사한 결
과, 포도당 흡수 지연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에
비해 점도가 높아 발림성이 좋지 못하고 가용성 고형분, 환원
당 함량이 높으며, lycopene 함량이 비교적 낮아, 당도 저감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당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기능성 당 첨가 홍시 스프레드 제조에는 낮은 당
도, 낮은 점도, 높은 lycopene 함량을 나타내는 이소말토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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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당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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