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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의 성분에 의해 우수한 식품 개발 

 

 
 

사탕수수는 기원전부터 설탕의 원료로 사용되어왔습니다. 또한, 사탕
수수의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는 흑설탕은 어류와 육류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사탕수수의 정미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는 “당밀 플레이버 MSX-1FK”
와 이미·이취가 강한 식품에도 대응할 수 있는 “당밀 플레이버 MSX-1MF”가 
개발되었습니다. 
 
 

제품의 특징 

 
MSX-1FK MSX-1MF 
1. 식품의 이미 제거를 통해, 식품의
맛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소재 자체의 좋지 않은 맛과 냄새
는 물론, 가공·보존취까지 광범위한
효과가 있습니다. 

1. 강한 이미·이취를 가지는 식품의
맛을 개선시켜 줍니다. 
2. 소량의 첨가로 식품의 좋지 않은
맛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
다. 
3. 그 맛과 향이 거의 없어, 맛개선
효과 외에는 식품에 다른 영향을 미
치지 않습니다. 

 



정미개선 효과란? 

 
1. 폴리페놀과 당밀향료 

“당밀 플레이버 MSX-1MF와 MSX-1FK”에는 소취·정미개선 효과를 가
지고 있는 폴리페놀류와 마스킹 효과가 높은 당밀향료를 배합하여, 식
품의 좋지 않은 풍미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제거합니다. 
종래의 향료·향신료의 마스킹과 향의 첨가와 달리, 좋지 않은 향을 제
거함에 의해 맛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미뢰보호효과 
“당밀 플레이버 MSX-1MF”에 함유된 사탕수수의 플라보노이드에 의
해, 좋지 않은 맛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각종 소재에 대한 사탕수수추출물 MSX-1FK의 효과 

 
식품 소재에 대해, “사탕수수추출물 MSX-1FK”을 첨가함에 의해, 다음

과 같은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동일한 식품에도 원료의 차이 등에 의해, 
효과가 인정되는 농도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건조·가열 야채의 가공취 

(고엽취·짚냄새) 
- 두류·인삼 등의 풋내 

좋지 않은 풍미를 억제하여, 깔끔하
고 먹기 쉽게 하여 줍니다. 

 
적용례 효과의 개요 식품1kg에 대

한 첨가량(g) 
건조 야채 건조취가 개선되었다. 0.02-0.1 

두유 풋내가 줄었고, 마시기 쉬워졌다. 0.05-0.2 

야채 주스 샐러리·인삼의 냄새가 줄어, 마시기 쉬워졌다. 0.02-0.04 

과즙 아이스 후미가 억제되어, 깔끔한 풍미를가지게 되었다. 0.01-0.1 

 
 
 
 
 
- 어류·조개의 비린내 
- 우육·돈육·내장육의 육취 

비린내, 축육취를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어, 악취를 억제하는 식품 소
재로써, 원료의 맛이 일정하게 유지
되도록 도와줍니다. 

 
적용례 효과의 개요 식품1kg에 대

한 첨가량(g) 
내장육 곱창과 간 조림 등의 냄새를 개선했다. 0.04-0.1 

어패류 통조림, 멸치와 가다랑어의 비린내를 개선했다. 0.04-0.2 

우육 풀냄새와 후미를 경감하여, 깔끔하게 먹기 쉽도록
개선했다. 

0.05-0.1 

 
 
 

야야채채··과과일일취취

육육취취··어어취취



 
 
 
- 비타민·미네랄·생약소재 
- 유화제 

비타민 등의 좋지 않은 풍미, 유화제
의 끈적거림을 마스킹하여, 적절한
조절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적용례 효과의 개요 식품1kg에 대

한 첨가량(g) 
식초 식초의 자극적인 산미를 저감했다. 0.03-0.12 

전분취 전분취를 마스킹했다. 0.05-0.1 

유산음료 유산음료의 후미, 초산취, 끈적거림을 개선했다. 0.05-0.15 

건강식품소재 맥주효모, 우콘, 콘드로이친 등의 불쾌미, 불쾌취
를 대폭 개선했다. 

0.1-0.2 

비타민 비타민취를 억제하여, 적정하게 조절했다. 0.05-0.2 

아미노산음료 고미, 혐미, 후미를 억제하여 깔끔하고 마시기 쉽
게 개선했다. 

0.02-0.15 

구연산·비타민C 산미와 후미가 마일드하게 되었다. 0.02-0.1 

콜라겐 수취, 혐미를 경감하여, 깔끔하고 마시기 쉽게 개
선했다. 

0.1-0.2 

 
 
 
- 농축환원 주스의 가공·보존취 
- 가열·살균건조에 의한 가공취 
- 산화 등에 의한 보존취 

제조가공과 보존에 의해 발생하는 좋
지 않은 악취를 억제하여 줍니다. 

 
적용례 효과의 개요 식품1kg에 대

한 첨가량(g) 
크림계레토르트취 크림계 레토르트 식품의 레토르트취를 개선했다. 0.02-0.1 

인스턴트바바로아 인스턴트 바바로아의 풍미를 개선하였다. 0.05-0.15 

농축과즙 가열에 의한 냄새가 경감하여, 신선감이 개선되
었다. 

0.03-0.1 

레토르트 백반 레토르트취가 경감하여, 풍미가 살아났다. 0.03-0.1 

 

식식품품소소재재··식식품품첨첨가가물물

가가공공취취··보보존존취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