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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mature Citrus unshiu contains large amounts of various physiologically active substances compared
to mature Citrus unshiu. They are also known to exert various biological effects such as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and anti-obesity. However, the active ingredients that express functionality generally have disadvantages under external
environments such as light, heat, and pH. Therefore, we conducted microencapsulation using a spray drying technology
to protect the active ingredients of immature Citrus unshiu concentrate (ICUC). We further strived to establish optimal
processing conditions using the Box-Behnken design method of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In order to
develop the optimized immature Citrus unshiu powder using RSM, the inlet temperature (X1), aspirator power (X2),
and maltodextrin concentration (X3)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quality characteristics such as dry yield
(Y1), water content (Y2), water activity (Y3), total phenolic content (Y4), and particle size (Y5) were set as dependent
variables. The P values of the Y1, Y4, and Y5 models were all less than 0.0001, and the determination coefficient
(R2) was 0.9541, 0.9767, and 0.9799, respectively, confirming the model’s suitability and reliability. The maximum
value of dry yield (15.75%) and minimum value of water activity (0.079) and particle size (346.44 nm) were obtained
under the optimal conditions of inlet temperature 200°C, aspirator power 99.75%, and maltodextrin concentration 20%.
In conclusion, we believe that this study will help establish optimal spray drying conditions for microencapsulation
of ICUC and other fruit and vegetable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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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감귤의 품질 향상과
수급 조정을 위해 매년 약 10만 톤가량의 미숙 감귤인 풋귤

감귤류는 운향목 운향과(Rutaceae) 감귤속(Citrus)에 속

(immature Citrus unshiu)을 수상 적과하여 폐기하였다

하는 여러 종과 이들 속으로부터 파생되는 품종들을 지칭하

(Kang 등, 2005). 하지만 최근 풋귤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는 것이며, 다른 과실에 비해 독특한 향미와 풍부한 과즙,

도가 증가하면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고유한 색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Yi 등, 2021a). 감귤류는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2020년 한국의 주요 6대 과일 생산량 1,620천 톤 중 668천

목적으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톤을 차지하며 41.23%의 비율로 가장 높은 생산 비중을 차

지사가 정한 날짜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풋귤이라 정의

지하였다(KREI, 2021). 국내의 경우 감귤류는 대부분 제주

하였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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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풋귤은 완숙 감귤에 비해 더 많은 양의 폴리페놀과 유기

변수를 조작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으며, 시료와 부형제의

산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플라바논(flavanone) 배당체인

종류 및 농도, 분무건조기 작동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분말

헤스페리딘(hesperidin)과 나리루틴(narirutin)이 감귤 완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기능성 식품 미세캡슐화 제품을 상

숙과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다양한 생리활성

업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최적 조건을 확립하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Lim, 2022), 이에 따라 풋귤

는 것이 필요하다.

은 항산화, 항염, 항비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풋귤의 유효 성분을 외부 환경으로

(Kim과 Lim, 2020; Kang 등, 2013; Kim, 2016). 현재까지

부터 보호하고자 분무건조를 통한 미세캡슐화를 진행하였

풋귤은 풋귤청, 식초, 와인 등 다양한 형태의 식품으로 제조

으며 반응표면분석법을 활용하여 최적 분무건조 조건을 확

및 판매되고 있으며(Kim 등, 2021c), 이외에도 풋귤의 다양

립하고자 하였다.

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젤리(Yi 등, 2021a), 곤약젤
리(Choi 등, 2021), 요구르트(Yi 등, 2021b), 스펀지케이크

재료 및 방법

(Kim 등, 2021a)에 풋귤을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풋귤은 완숙과 감귤에 비해 단맛은 약하

실험재료

고 신맛은 강해서 직접 섭취하기에는 소비자의 기호도가 낮

본 실험에 사용된 풋귤 착즙액(immature Citrus unshiu

은 편이다. 또한, 감귤 플라보노이드류는 물에 대한 낮은 용

juice)은 2020년 9월 성산농협에서 구매한 지름 45 mm 이

해도와 외부 환경(빛, 열, pH 등)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상의 풋귤을 세척한 후 통째로 분쇄, 착즙하여 제조된 것으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공 기술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

로 제주에 있는 제주농장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아

할 것으로 생각된다(Hu 등, 2019).

사용하였다. 풋귤 착즙액은 -20°C 냉동고에 보관하며 사용

미세캡슐화(나노 및 마이크로 캡슐화)는 공기 및 기타 식

직전 실온에서 해동하여 사용하였다.

품 성분과의 상호 작용을 제한하여 유효 성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Chae와 Hong, 2016). 기능성을 가

풋귤 농축액 제조

지는 추출물과 화합물을 미세캡슐화 기술에 적용하게 되면

풋귤 농축액 제조 과정은 Fig. 1과 같다. 풋귤 농축액은

불쾌한 이취와 맛 등을 감출 수 있으며(masking), 섭취 후

풋귤 착즙액을 100 mesh 체로 1회 여과시켜 슬러리를 걸러

특정 부위에서의 방출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미세캡슐화 기술 중 하나인 분무건조(spray drying)는 코팅 물질을 물에 용해한 후 대상 물질을 분산시키고
이 혼합물을 고온의 drying chamber를 이용하여 분무하는
것을 말한다(Cho, 2013). 급격한 물의 증발과 피복 물질의
사용을 통해 유효 성분을 저온 환경으로 유지할 수 있어 열
에 불안정한 성분을 보호하는 데 적합한 건조 기술이다(Hu
등, 2018). 분무건조 진행 시 주로 사용하는 부형제 및 코팅
물질로는 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 사이클로덱스트린
(cyclodextrin), 알긴산(alginate), 검류(gums), 키토산(chitosan), 대두단백질(soybean protein), 카제인(casein) 등
이 있다(Dias 등, 2015). 특히 말토덱스트린은 코팅 물질로
식품의 색, 향미, 영양성분 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며 산
소투과도 저감효과 및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산업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Lim과 Hong, 2021). 분무건
조 기술은 연속적인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생산수율도 높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점을 가진다(Chae와
Hong, 2016; Cho, 2013). 또한, 최종적으로 무게를 줄이고
낮은 수분활성도를 가지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관 및 운송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Phisut, 2012). 따
라서 분무건조 기술을 이용하여 페놀 화합물(Lu 등, 2021),
베타카로틴(Park 등, 2013), 파인애플 착즙액(Park 등,
2015), 클로렐라 추출물(Lee와 Hong, 2015), 흑무 추출물
(Kim 등, 2021d) 등 다양한 소재를 미세캡슐화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분무건조 기술은 작동 시 여러

Immature Citrus unshiu juice
(100 mesh sieve 1 time filtration)
↓
Homogenization (10,000 rpm, 3 min)
↓
Rotary evaporation concentration
(34°C, 50 rpm, 50±0.5°brix)
↓
Immature Citrus unshiu concentrate (ICUC)
↓
ICUC (3%) and water (77∼85%)
(Shaking incubator 25°C, 140 rpm, 30 min)
↓
Adding maltodextrin (12∼20%)
(Shaking incubator 25°C, 140 rpm, 1 h)
↓
Homogenization (10,000 rpm, 5 min)
↓
Shaking overnight
(Shaking incubator 25°C, 140 rpm, 14 h)
↓
Spray drying
↓
Immature Citrus unshiu powder (ICUP)
Fig. 1. Manufacturing process diagram of immature Citrus unshiu concentrate and immature Citrus unshiu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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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gredient compositions of immature Citrus unshiu solution for spray drying
Ingredients (g)
Immature Citrus unshiu
concentrate
Water
1)
Maltodextrin (DE 14∼20)
1)

Total
DE: dextrose equivalent.

Maltodextrin concentration (%)
12
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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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C, 140 rpm, 14 h)하여 최종적인 분무건조용 시료로
제조하였다. 이후 분무건조기(Mini spray dryer B-290,
BÜCHI Labortechnik AG, Flawil, Switzerland)를 이용하
여 풋귤 분말을 제조했으며, 분무건조는 각 시료의 조건에

9

9

9

255
36

243
48

231
60

했고 이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Two fluid nozzle을 이용

300

300

300

의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outlet temperature는 66~

따라 inlet temperature(°C)와 aspirator power(%)를 달리
하여 feed flow rate 440 mL/h, spraying air flow 40 mm
102°C의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낸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여과 후의 풋귤 착즙액을 초고속

반응표면 모델의 설계

균질기(T-25D, IKA, Staufen, Germany)를 이용하여 10,000

풋귤 미세캡슐의 최적 분무건조 조건을 예측하기 위해 반

rpm으로 3분간 균질화하였다. 이후 회전증발농축기(TYPE

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을

N-1300, EYELA, Shanghai, China)를 이용하여 풋귤 착즙

실시하였으며, 예비실험 결과를 토대로 Box-Behnken de-

액을 농축하였으며, 전자당도계(PAL-BX, ATAGO Co., Ltd.,

sign(BBD)을 설계하였다. 풋귤 분말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Tokyo, Japan)를 이용하여 풋귤 착즙액의 가용성 고형분을

(parameter)인 독립변수(Xn)는 분무건조 조건인 inlet tem-

측정하여 50±0.5°brix가 될 때까지 농축한 것을 최종적인

perature(X1)와 aspirator power(X2), 피막 물질로 사용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maltodextrin concentration(X3)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종
속변수에 대한 실험 모델의 2차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분무건조 분말 제조



분무건조 분말 제조 과정은 Fig. 1에 나타내었다. 풋귤

   

농축액(50±0.5°brix)과 증류수를 Table 1과 같이 배합한







          

 





 






     







후 shaking incubator(SI-600R, Jeio Tech, Daejeon, Ko-

여기서 Y는 종속변수[분말의 건조 수율(Y1), 수분함량

rea)를 이용하여 25°C에서 30분간 140 rpm의 속도로 혼합

(Y2), 수분활성도(Y3), 총 페놀 함량(Y4), 입자 크기(Y5)]이

해주었다. 혼합된 용액에 maltodextrin DE 14-20(Malto

며, β0는 상수, βi, βii, βij는 회귀계수이다.

Dextrin, ES Food, Gyeonggi, Korea)을 각각 12, 16, 20%
비율로 첨가한 후 동일한 온도와 속도로 1시간 동안 혼합하
였다. 이후 10,000 rpm으로 5분간 초고속 균질 후 교반

건조 수율
풋귤 분말의 건조 수율은 분무건조 전 용액의 무게와 분무

Table 2. Box-Behnken design and experimental results for the characteristics of immature Citrus unshiu powder
1)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2)

Independent variables
X1
X2
X3
(°C)
(%)
(%)
160 (−1)
200 (+1)
160 (−1)
200 (+1)
160 (−1)
200 (+1)
160 (−1)
200 (+1)
180 (0)
180 (0)
180 (0)
180 (0)
180 (0)
180 (0)
180 (0)
180 (0)
180 (0)

90 (−1)
90 (−1)
100 (+1)
100 (+1)
95 (0)
95 (0)
95 (0)
95 (0)
90 (−1)
100 (+1)
90 (−1)
100 (+1)
95 (0)
95 (0)
95 (0)
95 (0)
95 (0)

16 (0)
16 (0)
16 (0)
16 (0)
12 (−1)
12 (−1)
20 (+1)
20 (+1)
12 (−1)
12 (−1)
20 (+1)
20 (+1)
16 (0)
16 (0)
16 (0)
16 (0)
16 (0)

Dry yield
(%)

Water content
(%)

12.59
13.02
13.08
12.83
8.97
9.22
15.88
15.89
6.76
10.62
15.23
16.24
14.21
13.58
13.56
12.89
12.69

3.544
2.463
3.261
2.463
5.410
4.781
3.879
3.195
5.749
4.760
3.628
3.145
3.044
3.378
3.854
4.291
4.426

Responses
Water activity Total phenolic content
(Aw)
(mg TAE2)/g)
0.120
0.079
0.109
0.087
0.335
0.321
0.171
0.140
0.385
0.286
0.166
0.122
0.135
0.157
0.189
0.220
0.236

X1: inlet temperature (°C), X2: aspirator power (%), X3: maltodextrin concentration (%).
TAE: tannic acid equivalents.

1.50
1.53
1.48
1.42
1.85
1.88
1.32
1.29
1.86
1.95
1.33
1.28
1.70
1.72
1.72
1.63
1.72

Particle size
(nm)
496.40
506.30
526.05
479.05
527.33
509.80
356.00
328.83
516.40
528.80
372.17
383.78
471.08
494.30
484.18
507.00
4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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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후 분말의 무게를 측정한 후 아래 계산식을 이용하여

의 암소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이후 microplate reader

산출하였다.

(Epoch

수율(%)＝

TM

, BioTek Instruments, Inc., Winooski, VT,

USA)를 이용하여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페

분무건조 후 분말의 무게(g)
×100
분무건조 전 용액의 무게(g)

놀 함량은 tannic acid를 이용하여 만든 표준곡선을 통해
함량을 구했으며, 시료 1 g 중의 mg tannic acid equiv-

수분함량 및 수분활성도

alents(mg TAE/g)로 나타내었다.

풋귤 분말의 수분함량은 적외선 수분측정기(MA 50.X2.
A., Radwag, Torunska, Poland)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

통계처리

하였으며, 수분활성도는 수분활성도 측정기(AquaLab Pre

반응모델의 통계적 유의성 및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Water Activity Meter, Meter Group Inc., Pullman, WA,

Design Expert Ver.13 software(Stat-Ease, Minneapo-

USA)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lis, MN, USA)를 사용하여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과 회귀분석(re-

입자 크기

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통계적으로 적합

풋귤 분말의 평균 입자 크기는 DelsaMax Pro(Beckman

하지 않은 반응표면 모델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P-

Coulter, Brea, CA, USA)를 이용하여 dynamic light scat-

value를 기준으로 유의하지 않는 항(P>0.05)을 삭제하여

tering 원리에 의해 측정하였다. 풋귤 분말을 증류수에 100

모델 축소를 진행하였다.

배 희석한 후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입자 크기는 particle
size(nm)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반응표면 모델의 적합성

총 페놀 함량
풋귤 분말의 총 페놀 함량은 건강기능식품공전법을 일부

다양한 분무건조 조건에 따른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

변형하여 측정하였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된 2차 회귀방정식의 적합성 평가는 최적화 조건을 예측하

2020). 풋귤 분말은 증류수에 용해해 50 mg/mL의 농도로

기 위한 중요 요소이다(Kim 등, 2021b). Box-Behnken

제조하였다. 이후 이 용액 100 μL와 2 M Folin-Ciocalteu’s

design을 사용한 풋귤 미세캡슐의 품질 특성 결과는 Table

phenol reagent(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2에 나타내었으며, 5개의 반응표면 모델에 대한 ANOVA

USA) 50 μL, 35% Na2CO3(Kanto Chemical Co., Inc.,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ANOVA 분석 결과, 모든 모델

Tokyo, Japan) 100 μL와 증류수 750 μL를 혼합하여 상온

2
이 낮은 P-value(<0.05)와 높은 R (>0.87)을 보여 모델의

Table 3. Analysis of variance (ANOVA) of a quadratic polynomial model of dry yield, water content, water activity, total phenolic
content, and particle size
Particle size
Dry yield
Water content
Water activity
Total phenolic content
1)
(mg TAE2)/g)
(nm)
(%)
(%)
(Aw)
Source
F-value P-value
F-value P-value
F-value P-value
F-value P-value
F-value P-value
Model
X1
X2
X3
X1X2
X1X3
X2X3
X12
X22
X32
Lack of fit
R2
Adjusted R2
Predicted R2
C.V. (%)
Adequate precision
1)

62.33
NS3)
8.02
229.76
NS
NS
4.88
NS
NS
6.67
1.19

<0.0001
NS
0.0151
<0.0001
NS
NS
0.0475
NS
NS
0.0240
0.4626

0.9541
0.9388
0.8590
5.05
23.8347

12.16
7.34
2.22
33.84
NS
NS
NS
4.59
4.50
22.03
0.1681

0.0004
0.0220
0.1672
0.0002
NS
NS
NS
0.0577
0.0598
0.0009
0.9723

0.8795
0.8072
0.7525
10.85
12.1876

19.38
1.36
2.49
61.99
NS
NS
NS
7.40
8.09
37.59
0.3372

<0.0001
0.2699
0.1454
<0.0001
NS
NS
NS
0.0216
0.0174
0.0001
0.8866

0.9208
0.8733
0.8114
17.06
13.4430

92.40
0.0668
0.6012
399.50
NS
NS
NS
34.61
23.83
NS
1.17

<0.0001
0.8008
0.4545
<0.0001
NS
NS
NS
0.0001
0.0005
NS
0.4660

0.9767
0.9662
0.9405
2.57
25.2256

81.08
6.12
0.6375
376.17
5.92
NS
NS
NS
8.92
91.57
0.5458

<0.0001
0.0329
0.4432
<0.0001
0.0353
NS
NS
NS
0.0137
<0.0001
0.7583

0.9799
0.9678
0.9521
2.50
25.4397

X1: inlet temperature (°C), X2: aspirator power (%), X3: maltodextrin concentration (%), R2: determination coefficient, C.V.: coefficient of variance.
2)
TAE: tannic acid equivalents.
3)
NS: not significa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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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결정계수(determination coefficient,

타내었으며, 이는 노이즈로 인해 이렇게 큰 F-value가 나타

R2)는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직선성을 가져 모델이 적합하다

날 가능성이 0.01%에 불과하며 0.05보다 작은 P-value로

2

는 것을 의미하지만, 변수가 많아질수록 R 은 무조건 높아진

인해 본 모델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Table 3). 건조

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수정 결정계수(adjust-

수율의 회귀 모델에서 적합성 결여 검정의 P-value는 0.05

2

ed R )를 함께 비교하며 그 차이가 0.2 미만으로 크지 않을

보다 높은 0.4626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때 좋은 모형이라고 판단한다(Kim 등, 2021b; Yoon 등,

으며, 이를 통해 본 모델이 건조 수율의 변화를 설명하기에

2
2017; Kim과 Lim, 2017). 본 연구에서 모든 모델은 R 과

2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R 은 0.9541로 나타나

adjusted R2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0.2)으로 나타나 좋은

95% 이상의 신뢰수준에서 적합성이 인정되었으며, adjust-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응표면 모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

ed R2과 predicted R2 역시 각각 0.9388, 0.8590으로 높은

귀 모델의 적합성과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적합성

값을 나타내어 본 모델의 유효성과 정확성이 있음을 보여준

결여 검정(lack of fit)은 P-value가 0.05보다 클 때 모델이

다. 상대적으로 낮은 C.V.(5.05%)는 건조 수율 모델이 높은

적합하고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P>

재현성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며, adequate precision은

0.05), 본 연구의 모든 모델은 0.05보다 큰 P-value를 나타

23.8347로 나타나 적합한 모델임을 확인하였다. Inlet tem-

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적합한 모델임을 확인하였

perature(X1)와 건조 수율 간의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으

다(Eom과 Kim, 2019). 적절한 정밀도(adequate preci-

나 aspirator power(X2)와 MD concentration(X3)은 각각

sion)는 신호와 노이즈의 비율을 나타내어 4보다 높은 값을

0.0151과 0.0001 미만의 P-value를 나타내면서 0.05 이하

가질 때 적절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를 보였기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차항

모든 모델이 4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적합한 모델임을 확인

에서의 MD concentration(X32)에서도 P-value가 0.0240

하였다(Kim과 Lim, 2017). 반면 표준편차를 산술 평균으로

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풋귤 분말의

나눈 것으로 상대 표준편차라고도 불리는 변동 계수(coef-

건조 수율은 aspirator power와 MD concentration이 2차

ficient of variance, C.V.)의 경우 수분함량과 수분활성도

회귀 방정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가

모델에서 10% 이상의 값을 보여 낮은 재현성을 가지는 것으

지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변화는 Fig. 2와 같이 3차원

로 나타났으나, 건조 수율, 총 페놀 함량, 입자 크기에 대한

반응표면 곡선으로 나타내었으며 이를 통해 시각적으로 각

모델에서는 5.05% 이하의 값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높은 재

변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풋귤 분말의 건조 수율은

현성을 가지는 모델임을 확인하였다.

MD concentration과 aspirator power가 증가할수록 높아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분무건조 최적 조건 설정을 위한

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inlet temperature는 큰 영향을 미치

2차 다항식은 Table 4와 같으며 각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2A). 또한, aspirator power

수의 영향은 Fig. 2와 같이 3차원 반응표면 곡선으로 나타내

보다도 MD concentration이 증가함에 따라 건조 수율이

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MD concentration이 건
조 수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조 수율

건조 수율은 분무건조 공정의 생산비용 및 효율성과 관련

분무건조 조건(inlet temperature, aspirator power)과

이 있어 대량 생산 시 기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 중

부형제로 사용한 말토덱스트린(MD)의 함량을 각각 달리하

하나이다(Barón 등, 2021). Lim과 Hong(2021)의 연구에

여 얻은 풋귤 농축액 분말의 건조 수율은 Table 2에 나타내

따르면 홍화 추출물을 이용한 분무건조 분말의 수율은 부형

었다. 풋귤 분말의 건조 수율은 6.76~16.24%의 범위로 나

제의 함량에 따라 변화했으며 말토덱스트린의 함량이 증가

타났으며, inlet temperature 180°C, aspirator power

할수록 수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흑무 발효물

100%, MD concentration 20% 조건에서 가장 높은 수율

과 추출물의 분무건조 후 수율은 분무건조기의 inlet tem-

(16.24%)을 보였다. 풋귤 분말의 건조 수율에 대한 회귀 모

perature(160~180°C)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델은 높은 F-value(62.33)와 낮은 P-value(<0.0001)를 나

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Kim 등, 2021d).

Table 4. Polynomial equation calculated by RSM for the characteristics of immature Citrus unshiu powder

1)
2)

Response

Second order polynomials1)

Dry yield (%)
Water content (%)
Water activity (Aw)
Total phenolic content (mg TAE2)/g)
Particle size (nm)

Y1＝13.16＋0.6463X2＋3.46X3－0.8099X32－0.7125X2X3
Y2＝3.80－0.3990X1－0.2194X2－0.8566X3－0.4351X12－0.4308X22＋0.9527X32
Y3＝0.1874－0.0135X1－0.0182X2－0.0910X3－0.0433X12－0.0453X22＋0.0977X32
Y4＝1.70－0.0037X1－0.0112X2－0.2900X3－0.1175X12－0.0975X22
2
2
Y5＝486.35－10.22X1＋3.30X2－80.19X3＋17.00X2 －54.46X3 －14.23X1X2

X1: inlet temperature (°C), X2: aspirator power (%), X3: maltodextrin concentration (%).
TAE: tannic acid equival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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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나, MD concentration은 0.0001 미만의 P-value를

분말을 비롯한 다양한 건조식품의 수분함량과 수분활성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모든 독립변수의 이차항에서

도는 식품산업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가공적성 요인으로 알

도 0.05 미만의 P-value를 보이며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려져 있다(Park 등, 2015). 풋귤 분말의 수분함량은 2.463~

결과적으로 수분함량과 수분활성도 모두 MD concentra-

5.749%의 범위로 나타났으며(Table 2), inlet temperature

tion이 분말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보이며,

200°C와 MD concentration 16%의 조건에서 aspirator

3차원 반응표면 곡선을 통해 확인한 풋귤 분말의 수분활성

power 90, 100%일 때 2.463%로 가장 낮은 수분함량을 나

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결과는 수분함량 분석과

타내었다(No. 2와 4). ANOVA 분석을 통해 얻은 풋귤 분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Fig. 2B와 2C). 따라서 분무건조를

의 수분함량에 대한 회귀 모델 적합성 결여 검정의 P-value

통해 생성한 분말의 수분 특성은 inlet temperature, aspi-

는 0.9723으로 높은 값을 가져 본 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

rator power, MD concentration이 높을수록 좋은 결과를

2
2
였다(Table 3). 본 모델의 R 과 adjusted R 은 각각 0.8795,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0.8072로 나타나 그 차이가 0.2 미만이므로 좋은 상관관계

수분활성도는 식품에서 이용 가능한 자유수를 측정하는

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교차항(X1X2, X1X3, X2,X3)에

것으로 식품 분말의 저장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반

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독립변수 간의 상호작용

적으로 0.6 미만일 때 미생물 생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

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차항에서의 inlet

져 있다(Barón 등, 2021). Ren 등(2020)은 분무건조 온도

temperature와 MD concentration, 이차항에서의 MD con-

에 따른 시트러스 오일 미세캡슐의 품질 특성을 관찰하였으

centration의 P-value는 각각 0.0220, 0.0002, 0.0009로

며, 110~190°C로 inlet temperature를 달리했을 때 미세

나타나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두 개의 독립변수에 의한

캡슐은 수분활성도 0.11~0.14로 매우 낮은 값을 보였고 이

수분함량의 변화는 하나의 독립변수를 고정하여 Fig. 2B와

는 미세캡슐 분말의 저장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보고하였다.

같은 3차원 반응표면 곡선으로 나타내었다. Inlet temper-

생강 주스를 분무건조 하여 얻은 생강 분말과 관련된 연구에

ature와 aspirator power는 풋귤 분말의 수분함량에 큰 영

서는 분무건조 시 사용되는 부형제의 종류(말토덱스트린, 액

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높은 inlet temperature와

체 포도당)가 분말의 수분활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aspirator power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분함량의 분말을

여 말토덱스트린(0.34) 사용 시 액체 포도당(0.31)보다 높은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2B-1). 부형제로 사용한

값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Phoungchandang과 Sertwa-

MD의 concentration은 비교적 분말의 수분함량에 큰 영향

sana, 2010). 따라서 분무건조를 통해 얻은 분말의 수분활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D concentration이 높아질수

성도는 부형제의 양뿐만 아니라 그 종류에 따라서도 영향을

록 풋귤 분말은 낮은 수분함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는 것으로 보인다.

(Fig. 2B-2).
수분함량은 식품의 수분 구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분말의

총 페놀 함량

수분함량 값이 약 5%대로 감소하면 제품의 부패성이 감소

과채류와 같은 식물성 식품에는 여러 종류의 페놀성 화합

한다(Yamashita 등,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무건조를

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직접적으로 항산화

통해 얻은 풋귤 분말은 모두 낮은 수분함량(2.463~5.749)

반응에 관여한다(Yi 등, 2021a). 따라서 폴리페놀을 장기간

으로 인해 오랜 기간 부패하지 않고 저장할 수 있으리라 생

섭취할 경우 신경 퇴행성 질환 및 심혈관 질환 발병에 대한

각된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등, 2021b). 다

풋귤 분말의 수분활성도는 0.079~0.385의 범위를 보였

양한 분무건조 조건에 따른 풋귤 분말의 총 페놀 함량은

으며, 수분함량 결과와 유사하게 inlet temperature 200°C,

Table 2에 나타내었다. 풋귤 분말의 총 페놀 함량은 1.28~

aspirator power 90%, MD concentration 16% 조건에서

1.95 mg TAE/g의 범위를 보였으며, inlet temperature

0.079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고, inlet temperature 180°C,

180°C, aspirator power 100% 조건에서 MD concentra-

aspirator power 90%, MD concentration 12%의 조건에

tion 12%일 때 가장 높은 값인 1.95 mg TAE/g, MD con-

서 0.385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Table 2). 풋귤 분말의

centration 20%일 때 가장 낮은 값인 1.28 mg TAE/g으로

수분활성도에 대한 회귀 모델은 0.0001 미만의 P-value를

나타났다. 풋귤 분말의 총 페놀 함량에 대한 회귀 모델은

나타내었고, 적합성 결여 검정의 P-value는 0.8866으로 높

92.40의 높은 F-value와 0.0001 미만의 낮은 P-value를

은 값을 나타내었다(Table 3). 또한, R2과 adjusted R2은

나타내었다(Table 3). 따라서 노이즈로 인해 F-value가

각각 0.9208, 0.8733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모델의 높은

92.40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0.01%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신뢰도와 적합성을 보여주었다.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낮은 P-value를 통해 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본 모델

ANOVA 분석 결과에서는 수분함량과 마찬가지로 모든 교

의 적합성 결여 검정 P-value는 0.4660으로 나타나 0.05보

차항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inlet temper-

2
2
2
다 크게 나타났으며, R 과 adjusted R , predicted R 은 각

ature에서도 0.2699의 P-value를 보여 유의성이 인정되지

각 0.9767, 0.9662, 0.9405로 나타나 모두 90% 이상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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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뢰수준을 보여주었다. 총 페놀 함량의 회귀 모델은 상

있다(Table 2). Inlet temperature 200°C, aspirator pow-

대적으로 낮은 C.V.(2.57%)를 나타내어 높은 재현성을 확

er 95%, MD concentration 20%의 조건에서 328.83 nm로

인할 수 있었으며, 적절한 정밀도는 25.2256으로 높은 수치

가장 작은 입자 크기를 나타냈으며, inlet temperature 180

로 나타나 적합한 모델이라 판단된다. MD concentration의

°C, aspirator power 100%, MD concentration 12%의 조

P-value가 0.0001 미만으로 나타나며 유의성을 보였고, 이

건에서 528.80 nm로 가장 큰 입자 크기를 보였다. 풋귤 분

차항에서의 inlet temperature와 aspirator power에서 각

말의 입자 크기에 대한 회귀 모델에서 높은 F-value(81.08)

각 0.0001, 0.0005의 P-value를 보여 유의성이 인정되었

와 낮은 P-value(<0.0001)를 통해 유의적인 결과임을 확인

다. 두 가지 독립변수에 대한 풋귤 분말의 총 페놀 함량 변화

하였다(Table 3). 적합성 결여 검정의 P-value는 0.7583으

는 3차원 반응표면 곡선을 이용하여 나타내었다(Fig. 2D).

로 나타나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R2, adjusted R2,

MD concentration을 고정하여 aspirator power와 inlet

2
predicted R 도 각각 0.9799, 0.9678, 0.9521로 모두 높은

temperature에 의한 총 페놀 함량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값을 나타내었으며 약 95% 이상의 신뢰수준을 보여주었다.

Fig. 2D-1에서 두 가지의 독립변수가 총 페놀 함량에 큰

입자 크기에 대한 회귀 모델은 여러 종속변수 중에서 가장

영향을 주지 못한 채 중심점(inlet temperature 180°C, as-

낮은 C.V.(2.50)와 가장 높은 적절한 정밀도(25.4397)를 나

pirator power 95%) 부근에서 가장 높은 총 페놀 함량(약

타내어 가장 좋은 재현성과 적합성을 가지는 모델임을 확인

1.7 mg TAE/g)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ANOVA 분석

할 수 있다. Inlet temperature와 MD concentration에서는

결과와 동일하게 세 가지의 독립변수 중 MD concentration

각각 0.0329와 0.0001 미만의 P-value를 보이고 유의적

이 총 페놀 함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나타났다

차이가 있었으며, inlet temperature와 aspirator power 간

(Fig. 2D-2). 일정한 inlet temperature에서 MD concen-

의 교차항에서 P-value는 0.0353을 나타내어 유의성을 보

tration이 높아질수록 총 페놀 함량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였고 이차항에서의 aspirator power와 MD concentration

Mishra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말토덱스트린의 함량

에서 각각 0.0137, 0.0001 미만의 P-value를 보여 유의성

(5~9%)이 증가할수록 암라 주스 분말의 총 페놀 함량은 유

이 인정되었다. 입자 크기에 대한 두 가지 독립변수의 영향

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은 Fig. 2E와 같이 3차원 반응표면 곡선으로 나타내었다.

보였다(P<0.05). 또한, Hajiaghaei와 Sharifi(2022)의 분무

MD concentration은 입자 크기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

건조를 통한 레드비트 추출물 음료 분말화 연구에서도 말토

는 독립변수로 나타났으며, MD concentration이 증가할수

덱스트린의 함량(0~30%)이 증가함에 따라 분말의 총 페놀

록 입자 크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inlet temperature

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부형제 함량이 증가

200°C, MD concentration 20%의 조건에서 가장 작은 입

함에 따라 총고형분 함량이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페놀

자 크기(328.83 nm)를 가지는 풋귤 분말을 생성할 수 있음

성분을 함유한 유효 성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희석된 것에

을 확인하였다(Fig. 2E-2).

따른 것이라 보고하였다. Kwamman과 Klinkesorn(2015)

Lim과 Hong(2021)의 연구에 따르면 홍화 분무건조 분말

의 연구에서는 참치 오일을 미세캡슐화하기 위해 사용한 말

의 입자 크기는 말토덱스트린 10% 첨가군(43.12 μm)보다

토덱스트린의 농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포집 효율을 나타내

20% 첨가군(52.02 μm)에서 더 커졌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MD concentration

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Han과 Youn(2009)의 분무

이 높아질수록 낮은 총 페놀 함량을 나타낸 것은 높은 MD

건조를 통해 제조한 초미세 분말 칼슘 연구에서는 당류의

concentration에서 더 많은 양의 풋귤 농축액이 포집되어

첨가가 입자 간의 응집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실제 측정된 총 페놀 함량은 오히려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

에서도 부형제로 사용한 MD의 concentration이 증가함에

각된다. Tran과 Nguyen(2018)의 연구에 의하면 레몬그라

따라 풋귤 농축액의 높은 당도에 따른 입자 간의 응집을 방

스 잎 추출물 분말의 총 페놀 함량은 분무건조 inlet tem-

지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나노 사이즈의 미세한 풋귤 분

perature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

말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미세캡슐의 입자 크기가 작을

였다(P<0.05). 이는 페놀 화합물이 온도에 매우 민감하여

수록 내부 물질을 포집하는 데 유리하며, 표면적은 넓어지기

열에 노출되면 쉽게 분해되기 때문으로 보인다(Couto 등,

때문에 여러 물질과의 활발한 접촉 및 용해도 향상 등의 이

201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inlet temperature가 풋귤 분

점이 있다(Park 등, 2015; Lim과 Hong, 2021). 따라서 본

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경향을 확인

연구에서 이용한 풋귤 미세캡슐화는 풋귤 농축액을 포집하

하였다. 이는 충분한 부형제의 양으로 인해 풋귤의 유효 성

기에 유리한 조건이며, 캡슐화를 통해 풋귤의 유효 성분을

분이 열에 노출되는 정도가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기능성 및 저장 안정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입자 크기
풋귤 분말의 입자 크기는 328.83~528.80 nm의 범위를
보여 모두 나노 크기 대의 입자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풋귤 미세캡슐화 조건의 최적화
풋귤 미세캡슐화를 위한 최적 분무건조 조건은 Table 5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한 풋귤 미세캡슐화의 최적 분무건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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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ptimized spray drying conditions and predicted values for encapsulation of immature Citrus unshiu according to desirability
function
Responses

Goal

Dry yield
Water content
Water activity
Total phenolic content
Particle size

Maximize
Minimize
Minimize
Maximize
Minimize

Dry yield max.＋water activity
min.＋particle size min.
1)

Inlet temperature Aspirator
Maltodextrin
(°C)
power (%) concentration (%)

Predicted value

Desirability

180.00
199.77
199.96
178.69
200.00

90.00
99.18
99.99
95.02
96.60

20.00
17.15
15.56
12.35
20.00

15.88%
2.332%
0.079
1.96 mg TAE1)/g
339.72 nm

0.9618
1
1
1
0.9456

200.00

99.75

20.00

Dry yield 15.75%
Water activity 0.079
Particle size 346.44 nm

0.9527

TAE: tannic acid equivalents.

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 분무건조 조건을 설정하

모델의 P-value와 R2, adjusted R2, C.V.를 기반으로 했을

기 위해 종속변수 중 건조 수율과 총 페놀 함량은 최대치

때 건조 수율, 총 페놀 함량, 입자 크기의 회귀 모델이 상대적

(maximize)로 설정하였으며 수분함량, 수분활성도, 입자 크

으로 더 높은 모델의 적합성과 재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기는 최소치(minimize)로 설정하였다. 건조 수율의 최대화

2
났다. 또한,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한 일차항(Xi), 이차항(Xi ),

를 위한 최적 조건의 경우 inlet temperature 180°C, aspi-

교차항(XiXj)에 대한 P-value 결과를 통해 MD concen-

rator power 90%, MD concentration 20% 조건이었으며,

tration이 모든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로 분석

예측값은 15.88%, 이에 대한 적합도(desirability)는 0.9618

되었다. 분말을 생산하고 그 품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

로 나타났다. 수분함량은 inlet temperature 199.77°C, as-

변수가 되는 건조 수율의 최대화 및 수분활성도와 입자 크기

pirator power 99.18%, MD concentration 17.15%에서

의 최소화를 위한 최적 분무건조 조건은 inlet temperature

예측값 2.332%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적합도는 1로 매

200°C, aspirator power 99.75%, MD concentration 20%

우 높았다. 총 페놀 함량은 inlet temperature 178.69°C,

로 나타났으며, 이때의 건조 수율은 15.75%, 수분활성도

aspirator power 95.02%, MD concentration 12.35% 조

0.079, 입자 크기 346.44 nm로 예측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

건에서 가장 높은 예측값을 보였다(1.96 mg TAE/g). 다섯

는 향후 풋귤을 비롯한 여러 과채류의 농축액을 미세캡슐화

가지의 종속변수 중 미세캡슐 특성에 중요한 인자로 판단되

하여 분말화함에 있어서 분무건조 조건을 확립하는 데 도움

는 건조 수율, 수분활성도, 입자 크기에 대한 최적 분무건조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조건을 확립하고자 건조 수율의 최대화 및 수분활성도와 입
자 크기의 최소화를 모두 고려하여 최적화를 진행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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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1303)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및

천연안심소재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조 수율, 낮은 수분활성도, 작은 입자 크기를 가지는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높은 inlet temperature와 aspi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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