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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lity characteristics of Shiitake mushroom using two types of dryers, energy-efficient heat pump hot-

air dryer and electric heater hot-air dryer were compared. Energy consumed during drying by heat

pump hot-air dryer and electric heater hot-air dryer were 22.8 kWh and 28.9 kWh, respectively. Total

polyphenol content of heat pump hot-air dryer and electric heater hot-air dryer after drying were

290.55±10.56 ppm and 192.99±6.53 ppm, respectively. No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dryers

in reconstitution rate and browning ratio after drying. Also,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dryers

in color value and ΔE value after drying. Shiitake mushroom drying at 45oC by heat pump hot-air

dryer was proved to be more efficient in energy consumption than by electric heater hot-air dryer.

Key words: Shiitake mushroom(표고버섯), Dryer(건조기), Heat pump hot-air dryer(열펌프 열풍건조기

), Electric heater hot-air Dryer(전기히터 열풍건조기)

1. 서 론

건조기는 크게 건조 대상물에 따라 곡물 건조기,

농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건조기 등으로 용량의 크

기에 따라 소형 및 대형으로 그리고 건조기에 사용

하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유류, 가스, 전기, 열펌프,

그리고 하이브리드 등으로 나눌 수 있다[1]. 현재 건

조기에 대한 연구는 곶감, 생선 및 버섯 등의 특정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건조하는 건조기와 냉장기능

을 갖춘 냉장 겸용 건조기, 살균작업이 가능한 전기

건조기, 원적외선 건조기, 하이브리드 건조기 등의

건조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2].

열펌프 건조기는 에너지 다소비 공정인 건조기에

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

용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목재와

식품 건조 분야를 중심으로 보급, 사용되어 왔다[3].

열펌프 건조기는 기존의 전기 건조기에 비하여 에

너지 효율이 배 이상으로 상당한 에너지 절약효과

를 가지고 있으며[4] 열펌프 사이클의 특성상 사용

한 열을 회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5].

표고버섯은 식용버섯으로 주로 한국, 중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에서 널리 재배되고 소비되고 있다

[6]. 또한 독특한 풍미와 질감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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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무기질 및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예로부터 식용 및 약용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

다[7]. 표고버섯 건조는 대부분 천일건조나 전기히

터 열풍건조기를 이용한 건조가 주로 사용되고 있

다. 그러나 천일건조는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건조과정 중에 포자의 비산 및 곤충에 의한 피해와

미생물의 오염 등으로 쉽게 변질되며 균등한 품질

의 제품을 얻기 어렵다[8]. 전기히터 열풍건조의 경

우 천일건조보다 건조시간이 짧지만 고온의 열풍에

장시간 노출되어 아미노산의 손실과 표면색도의 변

화 등으로 인한 품질 저하 및 건조 중의 에너지 소

모가 큰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9]. 이와 같은 천

일 및 전기히터 열풍건조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에

너지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열펌프 열풍건조

기를 이용하여 표고버섯의 건조 후 외형특성, 영양

학적 품질특성 및 에너지 소비량을 전기히터 열풍

건조와 비교 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된 표고버섯은 가락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국내산 버섯을 구입하여 원형 그대로 건조하

였다. 전기히터 열풍건조기(양문형, 삼성 블루윈,

Korea)와 열펌프 열풍건조기(양문형, 개발제품,

ATENG, Korea)를 이용하여 45±2oC 건조조건에서

건조를 실시하였다.

2.1 건조기 내부 온·습도 및 수분함량

건조기의 채반위치에 따른 내부 온·습도를 측정

하기 위하여 좌측과 우측을 상중하로 나누어 Data

logger(TR-72Ui, T&D Co., Japan)를 설치하여 측정

하였으며 건조 전·후의 수분함량은 시료 5±0.5g을

할로겐 적외선 수분측정기(MAC 50, Radwag, Poland)

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

였다.

2.2 에너지 소비량

건조기에 부착한 적산전력계(LS 산전, Korea)를

이용하여 건조 중 소비된 에너지양을 측정하였다.

2.3 보형률

표고버섯의 갓과 자루 부위의 건조 전·후의 가

로, 세로의 길이를 Vernier calipers를 이용하여 측정

한 후 다음 식에 의해 보형률을 나타내었다.

보형률(%) = (건조 전/건조 후) × 100

2.4 총 폴리페놀 함량

시료 5g에 증류수 100 ml을 첨가한 후 균질화시

켜 상온에서 15시간 교반하였다. 10,000 rpm에서 5

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Whatman No.2에 여과하여

100 ml에 정용하였다. Folin-Denis법에 의하여 UV-

spectrophotometer(Infinite 200pro, Tecan, Austria)

7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은 gallic

acid(Sigma)를 사용하여 표준곡선으로부터 산출하

였다.

2.5 갈변도

시료 1g에 증류수 4 ml과 10% Trichloro acetic

acid 100 ml을 첨가하여 상온에 2시간 방치하였다.

Whatman No.2로 여과 후 UV-spectrophotometer

(Infinite 200pro, Tecan, Austria)를 이용하여 42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6 색도

표준 백색판(Y: 93.60, x: 0.3131, y: 0.3191)으로

보정된 Colorimeter(CM-700d, Konica, Japan)를 이

용하여 표고버섯의 표면을 명도(L, lightness), 적색

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를 10회씩 측정

하였으며 색차값은 ΔE로 나타내었다.

3. 실험결과

3.1 건조기 내부 온·습도 및 수분함량

건조 중의 건조기 내부 온·습도를 채반위치에

따라 측정한 결과, 두 건조기 모두 빠르게 상승하여

건조시작 1시간 후 설정된 건조온도 45oC에 도달하

였으며 설정온도까지 도달한 후 건조온도 오차범위

내에서 온도를 유지하였다. 또한 건조 중의 건조기

의 내부습도는 완만하게 감소하였다(Fig. 1-4). 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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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따른 온·습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Kim et al.[10]의 벼의 원적외선 건조특성에서 건조

시 건조실온도의 편차가 2.5oC라는 보고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온도분포면에서는 기존의 건조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건조 전·후 표

고버섯의 수분함량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건조 후 표고버섯의 수분함량을 14% 이

하로 건조하기 위한 건조시간은 전기히터 열풍건조

기 및 열펌프 열풍건조기 각각 16시간, 17시간 소모

되었으며 건조 후 수분함량은 12.16%, 12.25%로 나

타났다.

3.2 에너지 소비량

건조기 종류에 따른 표고버섯 건조 중 발생한 전

력소비량의 측정 결과, 전기히터 열풍건조기는 16

시간의 건조시간 동안 28.9 kWh, 열펌프 열풍건조

Fig. 1. Temperature measurement inside electric heater

hot-air dryer chamber during Shiitake mushroom drying.

Fig. 2. Temperature measurement inside heat pump hot-

air dryer chamber during Shiitake mushroom drying.

Fig. 3. Humidity measurement inside electric heater hot-

air dryer chamber during Shiitake mushroom drying.

Fig. 4. Humidity measurement inside heat pump hot-air

dryer chamber during Shiitake mushroom drying.

Table 1. Drying condition and moisture content of Shiitake mushroom

Dryer Drying temperature Drying time
Moisture content(%)

Before After

Electric heater hot-air dryer 45±2oC 16hr 84.15±0.21 12.16±1.09

Heat pump hot-air dryer 45±2oC 17hr 83.88±0.16 12.2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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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17시간의 건조시간 동안 22.8 kWh의 에너지가

소비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전기히터 열풍건조기와

열펌프 열풍건조기의 건조계수를 산출한 결과 각각

0.961 kg/kWh, 1.143 kg/kWh로 나타나 열펌프 열풍

건조기의 에너지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보형률

건조기 종류에 따른 표고버섯의 보형률 측정 결과

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건조기 종류 및 버섯의

부위에 따른 보형률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채

반위치에 따른 보형률 측정 결과의 경우, 채반 하단

부분에 위치한 표고버섯의 보형률이 미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총 폴리페놀 함량

건조기 종류에 따른 총 폴리페놀함량 측정 결과는

Fig. 5와 같다. 전기히터 열풍건조기는 총 폴리페놀

함량이 건조 후 192.99±6.53 ppm으로 건조 전과 대

비하여 약 2.1배 감소하였으며, 열펌프 열풍건조기

는 건조 후 290.55±10.56 ppm으로 약 1.8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기히터 열풍건조보다 열

펌프 열풍건조시의 표고버섯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더 적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 et al.[11]의

컨베이어 원적외선 건조기를 이용한 표고버섯의 건

조 및 항산화 특성연구에서 원적외선 건조의 경우

열풍건조에 비해 항산화성분인 폴리페놀함량과 플

라보노이드의 손실률이 적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3.5 갈변도

건조 후 표고버섯의 갈변도 측정 결과, 전기히터

열풍건조 및 열펌프 열풍건조 후 갈변도는 각각

0.0326± 0.0019, 0.0354±0.0031로 나타나 건조기 종

류에 의한 갈변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ig.

6). Park et al.[12]의 표고버섯 열풍건조 특성에 관한

Table 2. Performance measurement

Dryer Drying temperature Drying time Energy consumption Coefficient of aridity

Electric heater hot air dryer 45℃ 16hr 28.9 kWh 0.961 kg/kWh

Heat-pump hot air dryer 45℃ 17hr 22.8 kWh 1.143 kg/kWh

Fig. 5. Total polyphenol content of Shiitake mushroom by

different dryer.

Table 3. Reconstitution rate comparison of Shiitake mush-

room with two dryers

Electric heater 

hot-air dryer

Heat pump 

hot-air dryer

Pileus Stipe Pileus Stipe

80.02±5.32 80.97±7.19 72.00±3.31 80.18±6.17
Fig. 6. Browning ratio of Shiitake mushroom by different

dr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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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열풍의 온도와 건조 실내의 습도가 증가

할수록 갈변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Ha et

al.[13]의 건조방법에 따른 양송이버섯의 물리적 특

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열풍건조와 진공건조의 경우

온도가 높을수록 갈변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결과

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갈변도는

건조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본 실

험의 경우 전기히터 열풍건조기와 열펌프 열풍건조

기의 건조온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건조기 종류에

따른 표고버섯의 갈변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3.6 색도

건조 전·후의 색도변화를 나타내는 색차값(ΔE)

의 측정 결과, 전기히터 열풍건조구의 색차값이 열

펌프 열풍건조구보다 2배 높게 나타나 열펌프 열풍

건조시 표고버섯의 색변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건조 후 전기히터 열풍건조구의 L*, a*,

b*이 열펌프 열풍건조구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Table 4). Kim et al.[14]의 정치식 원적외선 건조기

를 이용한 표고버섯의 건조특성에서 열풍건조 후의

색차값 ΔE는 원적외선 건조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Yon et al.[15]이 하향 송풍방식 컨

베이어식 원적외선 건조기를 이용한 표고버섯 건조

의 연구에서 원적외선 건조가 열풍건조보다 색도변

화가 작게 나타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4. 결 론

열펌프 열풍건조기를 이용하여 표고버섯의 건조

품질특성을 기존 전기히터 열풍건조기와 비교하였

다. 표고버섯의 건조 후 수분함량을 14% 이하로 건

조하기 위하여 전기히터 열풍건조기 및 열펌프 열

풍건조기를 45±2oC에서 각각 16시간, 17시간 건조

하여 표고버섯의 품질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건조 중의 건조기 내부 온·습도를 채반위치에

따라 측정한 결과, 두 건조기 모두 빠르게 상승하여

설정온도까지 도달한 후 건조온도 오차범위 내에서

온도를 유지하였다. 또한 건조 중의 건조기의 내부

습도는 완만하게 감소하였으며 채반위치에 따른 온

·습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건조기 종류에 따

른 건조 중 소비된 에너지양은 전기히터 열풍건조

기 28.9 kWh, 열펌프 열풍건조기 22.8 kWh로 나타

났으며 건조계수를 산출한 결과 각각 0.961 kg/kWh,

1.143 kg/kWh로 나타나 열펌프 열풍건조기의 에너

지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기 종류에 따른 표고버섯의 보형률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으며 총 폴리페놀 함량은 전기히터 열

풍건조구는 건조 전과 대비하여 2.1배가 감소한 반

면, 열펌프 열풍건조구는 1.8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나 전기히터 열풍건조구에 비해 열펌프 열풍건조구

의 손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색차계를 이용한

색도 측정 결과 건조기 종류에 의한 L*, a*, b*의 차

이는 크지 않았으나 건조 전·후의 색변화를 나타

내는 ΔE는 전기히터 열풍건조구가 2배 정도 높게

나타나 건조 중의 색변화는 열펌프 열풍건조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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