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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cuum drying was conducted for a steamed pumpkin-sweet potato slab to improve its quality, convenience
and preference as snack. Steamed sweet potato was dried from 30 to 60oC for 12 hr, after which moisture contents,
colors, and taste were evaluated. The lowest moisture content was 0.22% upon vacuum drying at 60

o
C for 12

hr. Lightness decreased while other color values (a, b and ΔE) increased with increasing drying temperature
and drying time. Reducing sugar and soluble solid contents ranged from 98.7～268.11 mg/g and 19～72oBrix,
respectively. Sensory score of the sample was the highest when dried at 50oC for 6 hr. The optimum drying
conditions were predicted to be 48.5～62oC and 5.1～7.1 hr by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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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구마(Ipomoea batatas L.)는 메꽃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재배가 용이하고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많고 수분을 제외한

대부분이 전분으로 쌀, 보리 등의 곡류와 함께 주요 식량자

원으로 이용되어왔으며(1-3), 환경적응성이 강하므로 미래

식량 또는 우주식량자원으로 기대되는 작물이다(4).

고구마는 1763년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식량이 부족할 때

주식량 또는 보조식량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5), 천연

β-carotene과 비타민, 무기성분 및 식이섬유의 공급원으로

서 비타민 A의 항암작용, 비타민 E의 항산화작용, 식이섬유

와 얄라핀의 변비해소, 칼슘의 출혈방지 등 그 영양성과 기

능성이 확인되면서 기호식품 및 건강식품의 재료로 이용되

고 있다(1,6). 또한 고구마는 재배과정에서 병 발생빈도가

낮으므로 화학제재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건전식품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고구마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7).

한편 고구마는 수분함량이 많고 추위에 약하며 저장 중

호흡열이나 탄산가스 발생량이 많아 저장, 수송 등에 어려움

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 후 짧은 시간 내에 가공용 또는

생식용으로 소비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8). 고구마의 소

비현황을 보면 식용, 양조용, 그리고 전분제조용 등으로 주

로 쓰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편의식

형태의 제품개발은 찾아보기 힘들다(3,9). 또한 국내 고구마

에 대한 연구는 우수한 품종개발을 위한 육종에 집중된 경향

이 있으며, 가공, 유통 및 저장과 관련된 연구는 미진한 실정

이다(10). 최근에는 고구마의 기능성을 향상시킨 황색고구

마와 자색고구마가 대량재배 되고 있으며 특히 β-카로틴의

함량을 높인 황색고구마 중 호박고구마(신황미, 주황미, 생

미)는 다이어트 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11,12).

본 연구는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고구마를 증자 후 건조

하여 식감을 향상시키고 찐 고구마 특유의 맛과 영양을 그대

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호박고구마(주황미)를 이용해 스낵

형태의 가공품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조 중 이화학적 성

분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최적 건조조건을 확립하고자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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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ded level of independent variables in of ex-
perimental design

Independent variables
Level

-2 -1 0 1 2

X1 (temp.)
X2 (time)

30
2

40
4

50
6

60
8

70
10

재료 및 방법

시료준비

본 실험에 사용한 고구마는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에서

수확한 호박고구마(주황미)를 사용하였다. 수도수에 수회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100oC에서 18분간 증자하고 실

온에서 1시간 냉각시켜 박피 후 0.5 cm 두께로 세절하여 실

험 재료로 사용하였다.

진공건조기 vacuum dry oven(OV-11/12, Jeio Tech Co.

Ltd., Daejeon, Korea)을 이용하여 증자한 고구마를 30, 40,

50, 60
o
C 각 온도에서 총 12시간 건조시켰으며 2시간 간격으

로 시료를 채취하였고 70oC에서는 중심합성계획에 의한 실

험점에서 각각 3회 반복 분석하였다. 이때 건조기내 초기습

도는 상대습도 48%였다.

일반성분

AOAC방법(13)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수분함량은 상압

가열건조법에 따라 시행하였으며, 조단백은 Kjeldahl법으로

정량하였다.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으로, 조회분은 직접

회화법에 의해 550oC에서 회화한 후 평량하였고 탄수화물은

시료의 총 무게에서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및 조회

분의 함량을 뺀 값으로 나타내었다.

색도 측정

색도의 측정은 색차계(Chromameter CR200, Minolta Co,

Osaka, Japan)를 사용하여 건조조건에 따라 L값(lightness),

a값(redness) 및 b값(yellowness)을 측정하였고,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전반적인 색차 ΔE는 아래

식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standard plate의 L, a, b값은 각각

97.22, -0.02, 1.95이었다.

ΔE＝∆ ∆ ∆
ΔL: difference of lightness

Δa: difference of (redness/greenness)

Δb: difference of (yellowness/blueness)

가용성 고형분

가용성 고형분은 각 시료의 일정량을 취해 50 mL의 증류

수를 가한 후 homogenizer(AM-11, Nihonseiki Kaisha Ltd.,

Tokyo, Japan)를 이용해 18,000 rpm으로 1분간 마쇄하여

각 시료를 진탕추출기(SI-600R, Jeio Tech Ltd.)를 이용하여

20oC에서 2시간 동안 교반추출하고, 일정량을 18,000 rpm으

로 10분간 원심분리 후 디지털당도계(PR-100, Atag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환원당

각 시료의 일정량을 취해 50 mL의 증류수를 가한 후

homogenizer(AM-11, Nihonseiki Kaisha Ltd.)를 이용해

18,000 rpm으로 1분간 마쇄하여 각 시료를 진탕배양기(SI-

600R, Jeio Tech Co. Ltd.)를 이용하여 20oC에서 2시간 동안

추출하고, 일정량을 18,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후 증

류수를 가하여 10배 희석하였다. 희석된 용액 1 mL를 test

tube에 넣고 DNS(dinitrosalicylic acid) reagent를 가하여

잘 섞은 후 끓는 물에서 15분 동안 중탕시켰다. 상온에서 충

분히 식힌 후 증류수 3 mL를 넣었다. Spectrometer(UV-

160A, Shimad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546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여 glucose standard curve를 이용하여 환원

당함량을 구하였다(14).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식품공학전공 학부생 10명으로 구성하여 충

분한 훈련을 실시한 후 5점 척도 법으로 3회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은 색, 향, 맛, 조직감, 전반적인 기호도로 나누어

아주 좋다 5점, 좋다 4점, 보통이다 3점, 나쁘다 2점, 아주

나쁘다 1점으로 하여 시행하였다.

통계처리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AS(Statistical Analytical Sys-

tem, Cary, NC,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분산분석한 결과 시료간의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시료간의 유의차를 검정하

였다(p< 0.05).

증절간고구마제조의건조조건최적화를위한실험계획

냉풍건조를 이용한 증절간 호박고구마 스낵제조의 최적

건조조건은 최근 식품의 제조공정이나 신제품개발 등에서

최적화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으로 예측하였다. 즉, 독립변수

는 건조 온도(30, 40, 50, 60, 70
o
C) 및 건조시간(2, 4, 6, 8,

10 hr)이며 각 건조조건은 -2, -1, 0, 1, 2로서 5단계로 부호화

하였으며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또한 이들 독립변수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Yn)는 수분함량, 색차, 가용

성 고형분함량, 환원당함량, 전체적 기호도로 설정하여 3회

반복 측정하여 다중회귀분석 후 model 식을 만들어 독립변

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반응표면 상태를 등고선(contour plot)

을 통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및 수분함량 변화

본 연구에서 시료로 사용한 호박고구마의 일반성분을 분

석한 결과 수분함량은 66.87%, 조회분함량은 1.4%, 조단백

질 0.13%, 조지방 0.19%, 조섬유 2.09%, 탄수화물 28.3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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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of moisture content in dried steamed pump-
kin-sweet potato depending on drying time and temperature.

Table 2. L, a, b values and ΔE of a steamed pumpkin-sweet potato depending on drying time and temperature

Temp. (oC) Time (hr)
Color

1)

L a b ΔE

30

0
2
4
6
8
10
12

59.78±0.03a
59.38±0.35b
58.93±0.03c
57.02±0.19d
55.17±0.14e
53.57±0.57f
51.33±0.33g

-4.75±0.58d
-4.49±0.58d
-4.33±0.07cd
-4.12±0.40cd
-3.67±0.67bc
-3.13±0.39ab
-2.81±0.38a

31.94±3.21b
32.21±4.11b
32.28±3.33b
32.76±3.86ab
33.02±3.24ab
33.89±3.83a
33.92±3.75a

48.21±2.24e
48.66±3.01e
49.04±2.40e
50.83±2.85d
52.41±2.25c
54.18±2.85b
56.00±2.42a

40

0
2
4
6
8
10
12

59.78±0.03a
59.29±0.15a
59.26±0.27a
58.34±0.39a
56.79±0.23ab
53.60±0.26bc
51.63±0.18c

-4.75±0.58e
-3.31±0.29d
-2.50±0.31d
-1.56±0.07c
1.08±1.06b
1.57±0.26ab
2.02±0.31a

31.94±3.21e
32.27±0.63de
32.98±0.43cd
33.67±1.27bc
33.97±0.69ab
34.66±0.34a
34.72±0.45a

48.21±2.24c
48.68±0.55c
49.10±0.51bc
50.24±0.87bc
51.62±0.46b
54.56±0.18a
56.19±0.41a

50

0
2
4
6
8
10
12

59.78±0.03a
58.38±0.43a
57.95±0.34a
53.31±0.44bc
54.14±0.08b
52.00±0.37bc
51.41±0.85c

-4.75±0.58e
-3.56±0.44d
-0.18±0.15c
1.57±0.38b
2.02±0.01b
2.36±0.04ab
3.13±0.30a

31.94±3.21e
32.73±1.35de
33.06±0.79cd
33.94±0.72bc
34.77±0.58ab
34.71±0.31ab
35.36±0.38a

48.21±2.24c
49.69±1.26c
50.11±0.50c
54.35±0.35b
54.21±0.45b
55.90±0.29ab
56.79±0.74a

60

0
2
4
6
8
10
12

59.78±0.03a
58.18±0.17a
57.86±0.31a
52.94±0.20b
52.44±0.12bc
48.13±0.09cd
46.74±0.43d

-4.75±0.58f
-0.24±0.16e
1.06±0.27d
2.23±0.06c
4.36±0.42b
5.14±0.23ab
5.53±0.10a

31.94±3.21f
33.95±0.03e
34.81±0.33de
35.55±1.07d
38.96±0.78c
40.97±0.52b
44.19±0.65a

48.21±2.24c
50.49±0.09c
51.29±0.09c
55.63±0.99b
58.27±0.67b
63.02±0.47a
66.06±0.76a

1)
L: lightness(100, white; 0, black), a: redness (－, green; ＋, red), b: yellowness (－, blue; ＋, yellow).
a-f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나타났으며, 이는 자색고구마의 영양성분에 관한 연구(8)에

서 엷은 황색고구마의 수분함량이 69.7%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였다.

Fig. 1은 건조온도와 건조시간에 따른 수분함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건조조건에 따른 수분함량은 건조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 수분함량이 감소하였으며 50
o
C 8시간, 60

o
C 8시

간 이후 건조에 의한 수분증발량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거의 평형수분함량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찐 고구마의 경우 항률건조기간은 나타나지 않고 감률건

조기간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식품의 건조는 일반 고체의

건조와는 달리 일정한 건조조건에서 항률건조기간은 짧거

나 거의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이 감률건조기간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결과와 일치한다(15).

Shinohara와 Wada(16)는 감자 및 고구마의 건조실험에

서 두께 및 상대습도가 일정한 경우 50〜90
o
C의 공기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건조속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

험에서도 조건별 건조온도가 건조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는 것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건조 온도 상승으로

인한 수분의 급격한 감소는 식품 내 수분의 증기압이 상승하

기 때문에 건조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건조조건이 색도에 미치는 영향

식품의 외부색택은 외관상의 품질을 판정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건조 전 증자한 고구마를 초기값으로 정

하고 건조 시 일어나는 색도변화를 색차계를 이용하여 밝은

정도를 나타내는 L값,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 황색도를 나

타내는 b값을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L(lightness)값은 건조온도가 낮을수록, 건조시간이 적게

걸릴수록 L값이 낮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능이버섯의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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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of soluble solid contents in dried steamed
pumpkin-sweet potato depending on various drying times
and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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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of reducing sugar contents in dried steamed
pumpkin-sweet potato depending on various drying times
and temperatures.

과정 중 물성의 변화에서 건조가 진행될수록 L값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17). a와 b값은 건조온도가 높을수록 건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a값이 음의 값을 갖는 이유

는 초기측정값이 red보다 green 쪽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ΔE값은 전체적으로 건조온도가 높아질수록 그 값이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건조온도가 높아지고 건조시간이

길어질수록 갈변 진행정도가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다른 식품이나 농산물의 가온 가공 시 자주 일어나는

Maillard 반응과 비효소적 갈변반응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18).

가용성 고형분 함량 및 환원당

Suh 등(19)은 고구마의 기호도는 당이 지니는 단맛에 기

인하므로 증자에 의해 조리하였을 때 많은 양의 당이 생성되

므로 기호도를 높일 수 있는 조리방법이 될 것이라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전처리 방법으로 시료를 증자

하여 건조조건별 가용성 고형분 함량과 환원당 함량을 측정

하여 Fig. 2, 3에 나타내었다.

초기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19oBrix로 측정되었으며, 건조

조건별로 19～72oBrix의 범위를 나타내었고, 60oC 12시간에

서 72%로 가장 높은 가용성 고형분 함량을 나타내었다. 초

기 환원당 함량은 98.7 mg/g으로 측정되었으며, 건조조건별

로 98.70～268.11 mg/g 범위를 나타내었고, 60oC 12시간에

서 268.11 mg/g로 가장 높은 환원당 함량을 나타내었다. 찐

고구마의 건조온도가 높을수록 건조시간이 길수록 가용성

고형분 함량과 환원당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같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환원당, 고형분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은 고온에서 일어나는 전분의 열분해 및 물리화학적 변화

로 인한 전분의 수용성화 때문이라 생각된다. Lee 등(20)이

보고한 볶음조건 및 침출조건에 따른 발아벼차의 항산화활

성 및 품질특성에서 가용성 고형분 함량 변화의 경우 볶음온

도가 높아지고 볶음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용성 고형분 함량

이 현저히 증가하고, 같은 온도에 있어서도 볶음시간이 길수

록 고형분 함량이 높은 값을 보였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관능적 특성

Table 3은 건조조건에 따른 증절간 고구마에 대한 색, 향,

맛, 조직감, 전체적기호도에 대한 관능평가에 대한 결과이

다. 관능평점 중 색의 기호도 점수범위는 1.67∼5.00, 향미는

1.67∼4.67, 맛은 1.33∼5.00, 조직감은 1.00∼5.00, 전체적인

기호도는 1.33∼5.00으로 나타났다. 맛과 조직감 평가에서

50
o
C, 6시간에서 현저하게 높은 평가치를 나타내었는데, 이

건조조건에서 수분함량이 10～13% 내외로 나타났고 이때

선호도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기호도 역시

앞서 언급한 맛과 조직감 평가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진공건조방법으로 제조한 증절간 고구

마는 50oC에서 6시간 건조하는 것이 기호도를 높일 수 있는

제조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최적 건조조건 예측

각 건조조건에 따른 찐고구마의 수분함량, 색도(ΔE), 가

용성 고형분, 환원당, 전체적기호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나있으며, 회귀식은 Table 5와 같다. R2값은 수분함

량 0.9301, 색차 0.9307, 환원당 0.9647, 가용성 고형분 0.9969,

전체적기호도 0.8685로 전체적기호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p<

0.05 이내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건조온도와 건조시간을

건조조건으로 하여 이로부터 건조조건 최적화를 위해 수분

함량, 가용성 고형분 함량, 환원당, 전체적 색도, 전체적기호

도의 contour map을 superimposing하여 Fig. 4와 같이 최적

건조조건범위를 예측하였다. 이때 반응표면이 중복된 부분

은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적조건의 범위는 건조온도

48.5～62oC, 건조시간 5.1～7.1 hr로 나타났다. 최적조건 범

위의 중간값에 가까운 55oC, 6시간 동안 진공건조를 행하고

반응표면분석으로부터 구한 회귀식의 예측치들과 실험치들

간의 비교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고구마를 스낵의 형태로

개발하기 위한 최적 진공건조조건에서 수분함량은 7.54%,

색차는 54.75, 당도는 63.12
o
Brix, 환원당은 177.90 mg/g 그



Table 3. Sensory evaluation of a dried steamed pumpkin-sweet potato according to drying time and temperatures

Temp. (oC) Time (hr)
Sensory characteristics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quality

30

0
2
4
6
8
10
12

3.67±0.58a
4.00±1.00a
3.67±0.58a
4.00±0.00a
3.67±0.58a
3.67±0.58a
3.00±0.00a

4.33±0.58a
4.00±0.00ab
4.33±0.58a
3.33±0.58bc
3.33±0.58bc
3.00±0.00c
3.00±0.00c

2.67±0.58b
3.33±0.58ab
3.33±0.58ab
3.33±0.58ab
4.00±0.00a
4.00±1.00a
2.67±0.58b

2.67±0.58a
3.00±0.00a
2.67±0.58a
3.33±0.58a
3.33±0.58a
3.33±0.58a
2.67±0.58a

3.33±0.58a
3.67±0.58a
3.67±0.58a
3.33±0.58a
3.67±0.58a
3.33±0.58a
3.00±0.00a

40

0
2
4
6
8
10
12

3.67±0.58ab
3.67±0.58ab
3.67±0.58ab
4.67±0.58a
3.33±0.58b
2.67±0.58bc
2.00±0.00c

4.33±0.58a
3.67±0.58a
3.67±0.58a
4.00±1.00a
3.33±0.58ab
2.33±0.58bc
1.67±0.58c

2.67±0.58bc
3.67±0.58ab
3.67±0.58ab
4.67±0.58a
3.67±0.58ab
2.33±0.58c
2.00±0.00c

2.67±0.58cd
4.00±0.00ab
3.67±0.58b
4.67±0.58a
3.33±0.58bc
2.33±0.58de
1.67±0.58e

3.33±0.58b
3.67±0.58b
3.67±0.58b
4.67±0.58a
3.33±0.58b
2.33±0.58c
2.00±0.00c

50

0
2
4
6
8
10
12

3.67±0.58b
3.67±0.58b
3.67±0.58b
5.00±0.00b
3.67±0.58b
2.33±0.58c
2.00±0.00c

4.33±0.58a
4.33±0.58a
4.00±1.00a
4.33±0.58a
3.33±0.58ab
2.33±0.58bc
1.67±0.58c

2.67±0.58b
3.67±0.58b
3.67±0.58b
5.00±0.00a
3.33±0.58b
2.67±0.58b
1.33±0.58c

2.67±0.58bc
3.33±0.58b
3.33±0.58b
5.00±0.00a
3.33±0.58b
2.00±1.00cd
1.00±0.00d

3.33±0.58bc
3.67±0.58b
3.33±0.58bc
5.00±0.00a
3.33±0.58bc
2.33±0.58cd
1.67±0.58d

60

0
2
4
6
8
10
12

3.67±0.58ab
4.33±0.58a
3.67±0.58ab
3.67±0.58ab
2.67±0.58bc
2.33±0.58c
1.67±0.58c

4.33±0.58a
4.67±0.58a
3.00±0.00b
2.67±0.58bc
2.33±0.58bc
2.00±0.00c
2.33±0.58bc

2.67±0.58ab
3.33±0.58a
3.00±0.00ab
2.33±0.58bc
1.67±0.58dc
1.33±0.58d
1.00±0.00d

2.67±0.58ab
3.33±0.58a
3.33±0.58a
2.00±1.00bc
1.67±0.58bc
1.33±0.58c
1.00±0.00c

3.33±0.58a
3.67±0.58a
3.00±0.00a
1.67±0.58b
1.67±0.58b
1.33±0.58b
1.00±0.00b

a-d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Estimated coefficients of second order response models for steamed pumpkin-sweet potato

(B)
Moisture
(%)

Brix
(%)

Reducing
sugar (mg/g)

Color
ΔE

Sensory characteristics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quality

Intercept
X1
X2
X1×X1
X2×X1
X2×X2
R
2

Pr>F

128.14333
-3.480417
2.426250
0.030513
-0.117875
0.087813
0.9301
0.0199

-104.857143
3.783929
13.193452
-0.021339
-0.125000
-0.377232
0.9969
0.0001

20.285714
0.634107
12.108155
0.012934
-0.044625
0.664598
0.9647
0.0053

54.95333
-0.234667
-1.004167
0.000900
0.055750
-0.072500
0.9307
0.0195

-6.936667
0.307209
1.566875
-0.002744
-0.008250
-0.110156
0.7633
0.1897

-4.594762
0.324702
0.614107
-0.003305
-0.004125
-0.051384
0.8194
0.1178

-13.036667
0.532083
1.821250
-0.004713
-0.016625
-0.096563
0.7290
0.2388

-15.144762
0.584452
2.203690
-0.005243
-0.016500
-0.131071
0.8549
0.0792

-16.552857
0.651571
2.159048
-0.005686
-0.020750
-0.110893
0.8719
0.0628

Y＝b0＋b1X1＋b2X2＋b11X1
2
＋b21X2X1＋b22X2

2
. X1: temperature (

o
C), X2: time (hr).

Table 5. The central composite design for the optimization of steamed pumpkin-sweet potato

No.
1)

Temp. (
o
C) Time (hr) Moisture (%) Color ΔE °Brix Reducing sugar (mg/g) Overall quality

1
2
3
4
5
6
7
8
9
10

-1
-1
1
1
0
0
2
-2
0
0

-1
1
-1
1
0
0
0
0
2
-2

34.28
32.99
11.63
0.91
8.97
8.97
2.66
43.48
0.79
23.75

49.10
51.62
51.29
58.27
54.35
54.35
57.80
50.83
55.90
49.69

38
54
62
68
59
59
68
33
62
44

121.50
204.95
137.83
217.71
168.48
168.48
215.69
130.65
244.91
112.35

3.67
3.33
3.00
1.67
5.00
5.00
1.67
3.33
1.67
3.67

1)The number of experimental conditions by central composit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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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optimum extraction conditions for response
variables by posing of contour maps for steamed pumpkin-
sweet potato

Leaching condition Optimum range

X1
X2

Temperature (
o
C)

Time (hr)
48.5～62
5.1～7.1

Table 7. Comparison of predicted value between experimental
value under optimal vacuum drying conditions

Response variables
Predicted
value

Experimental
value

Moisture
Color (ΔE)
o
Brix
Reducing sugar (mg/g)
Overall acceptability

7.54
54.75
63.12
177.90
4.19

8.00±0.80
58.23±0.82
61.40±1.20
162.16±1.48
3.7±0.2

Fig. 4. Superimposing contour map of optimized conditions.
moisture, °Brix, reducing sugar,

color, overall quality.

리고 전체적기호도는 4.19점으로 예측되어 확인을 위한 실

험치 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었으나 90% 이상의 정확도는

확보할 수 있어 건조에 따른 품질변화 예측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증절간 고구마 제조를 위하여 진공건조방법을

이용하여 건조조건별 증절간 건조 고구마의 건조특성, 물성

및 관능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건조 시 수분함량은 60
o
C, 12

시간에서 0.2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색차에서 건조

온도가 낮을수록, 건조시간이 짧을수록 L값이 높아졌으며

a, b, ΔE값은 건조온도가 높을수록 건조시간이 길어짐에 따

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용성 고형분은 건조조건별로

19～72
o
Brix의 범위를 나타내었고, 환원당은 98.70～268.11

mg/g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관능평가에서 밤고구마는 50oC

6시간에서 색, 향미, 맛, 조직감,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가장

높은 평가치를 나타내었다. 이때 Aw 0.10～0.13 내외로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수분함량의 범위이며 저장

성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응표면 분

석을 통한 증절간 고구마의 최적 건조조건을 예측한 결과

건조온도 48.5～62oC, 건조시간 5.1～7.1 hr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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