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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major varieties of perilla were analyzed to use as basic data 
for the design of a high-quality, high-efficiency perilla cleaner and stone separator. Because 
the size, thousand-grain weight, angle of repose, angle of friction, bulk density and terminal 
velocity of perilla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perilla variety, the different 
of characteristics by variety should be considered for performance improvement of a perilla 
cleaner and stone separator. Therefore the cleaner and stone separator using a sieve could be 
improved by the application of a detachable sieve or by using equipment such as a 2 - 3 stage 
sieve and regulating the slope. Moreover, because differences in the terminal velocity occur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size and thousand-grain weight according to the perilla variety, a 
blower with an adjustable fan speed was considered for the design of the improved cleaner. 
Additionally, it was shown that the length of perilla has the greatest correlation based on a 
comparison of the coefficients of the other characteristics. Accordingly, the length of perilla 
could be used as a major factor for the fine adjustment and parts replacement of the device.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a high-quality, high-efficiency perilla cleaner 
and stone separator. In the future, the development of the machine and follow-up studies 
based on the basic data are needed to determine the optimized operating conditions and 
mechanism of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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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들깨(Perilla frutescens (L.) Britton)는 한국, 중국, 일본, 중국 동북부 등에서 재배되어온 기름
작물로서, 현재는 들깨가루, 들기름, 들깨젤리, 들깨강정, 들깨차, 들깨즉석음식 등 다양한 가
공식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들기름에 들어 있는 α-리놀렌산은 오메가-3 지방산으로 고
혈압 등 성인병 예방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1인당 연간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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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2년 1.02 kg에서 2016년 1.52 kg으로 점차 증가하였다(Choi, 2015; MAFRA and aT, 2017). 또한 들깨는 식물성 
유지, 사료, 육류의 향신료, 비누 및 세제, 음식료 및 빵 소재 등 다양한 형태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
되어, 농가의 고소득작물로 자리를 잡고 있다(Lee, 2016). 이에 따라 들깨의 재배면적은 2008년 26,760 ha에서 2016
년 45,474 ha로 70%가량 증가하였고, 생산량도 2008년 24,205톤에서 2016년 52,024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KOSTAT, 2017). 또한 최근 가공식품 제조기술의 발달과 들기름에 대한 관심 증가에 힘입어 다양한 특징의 들기름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들기름의 맛과 용기, 제조공정을 차별화한 제품 외에, 식품기업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에
서도 자체 브랜드를 통해 들기름을 판매하고, 국내 소비 시장을 넘어 수출 다변화를 고려한 해외 기관 인증 들기름
도 등장하는 추세이다(MAFRA and aT, 2017). 들깨의 가공품 생산과정에서 원료의 정선 및 석발은 품질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고품질의 들깨 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현재 주로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들깨의 수확 후 처리기술 향상 및 농가나 작목반에 적합한 산지처리 기계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들깨의 정선 및 석발의 기계화를 위해서는 대상작물의 물리적 특성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물의 
종류에 따라 크기와 형상 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물리적 특성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되며, 동일한 작물 내에서도 품
종의 종류에 따라 크기나 천립중, 산물밀도 등에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고품질 및 고효율의 장치 제작을 위해서
는 대상 작물 고유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특성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 물리적 특성이 설계
에 미치는 영향은, 시료의 수분량에 따라 크기, 천립중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상 작물의 보편적인 함수
율 측정이 필요하다. 크기의 경우는 정선을 위한 체망 크기의 설계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천립중과 종말속도는 
정선을 위한 풍속 및 풍량 설계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안식각, 마찰각 및 산물밀도는 호퍼, 저장장치의 경사
각 및 크기의 설계에 이용된다.

Lee et al. (2011), Lee et al. (2018), 및 Lee et al. (2020)은 각각 다유, 들샘, 소담 들깨 품종에 관한 육성 및 영양학적 
특성에 관해 보고하였으며, Choung (2005)는 종실 들깨와 잎들깨에 대한 주요 특성을 비교하는 등 들깨에 관한 생
육 및 영양학적 특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효율성 
및 품질 향상이 가능한 장치의 설계를 위해서는 대상 작물의 주요 물리적 특성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이 요구되며, 
제작된 장치를 품종에 따라 미세조정 및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성간 상관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품질의 들깨 가공품 생산을 위한 정선 및 석발 장치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우
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주요 품종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여 품종에 따른 차이를 구명하고, 특성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들깨는 국내 생산 비중 및 크기에 따라 다유, 새엽실, 들샘, 소담의 4 품종을 선정하여 비교 분
석하였다. 다유 및 새엽실은 현재 및 과거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품종이며, 들샘 및 소담은 다양한 크기에 따른 특
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다유 품종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구입하였으며, 새엽실, 들샘 및 소담 품
종은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에서 2018년 수확된 종자를 지원받은 것이다.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품종별로 각
각 5 kg이었으며, Fig. 1에 각 품종의 외관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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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perance according to variety of perilla seed.

함수율

함수율은 상압정온건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무작위로 선택한 시료 10 g을 전자저울로 측정하고, 드라이
오븐(FSI-9100, E-Science, Daegu, Korea)에서 135℃ - 24시간 건조하였다. 함수율은 건조 전·후의 중량변화를 이용
하여 식(1)을 통해 습량기준 함수율로 계산되었다. 함수율 값은 5회 반복 측정한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Mw = Wi

Wi - Wf  × 100              (1)

여기서, Mw는 습량기준 함수율(%)이며, Wi, Wf는 각각 건조전 중량(g) 및 건조후 중량(g)이다.

크기 및 구형률

들깨의 품종별 크기는 각각 100 립의 정상립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길이, 폭 및 두께를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
(M-100, MITUTOYO, Kanagawa, Japan)로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구형률은 각각의 정상립에 대하여 
Keum (2008)의 식(2)을 이용하여계산하였다.

S = L
(L×W×T)1/3

× 100             (2)

여기서, S는 구형률(%), L,W, T는 각각 길이(m), 폭(m), 두께(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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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립중

천립중은 무작위로 정상립 1,000 립을 추출하여 전자저울(Wd-1000, TYO, Tokyo, Japan)로 측정하였으며, 10 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안식각

시료 퇴적층의 자유표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의미하는 안식각은 Sim (2005)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
다. 안식각 측정은 직경 90 mm의 원반으로부터 50 mm높이에 호퍼 출구를 고정시키고 시료를 자유낙하시켜 퇴적
층의 높이를 측정하고, 식(3)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측정값은 10 회 반복 측정한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θd = (tan-1 
D/2
H  ) ×

π
180               (3)

여기서, θd는 안식각(°), H는 퇴적층 높이, D는 원반의 직경이다.

마찰각

마찰각은 Kim et al. (2018a)의 방법을 적용하여 0°의 경사각에 1 kg의 시료를 균평하게 두고, 경사각을 조절하여 
90% 이상의 시료가 흘러내리는 순간의 마찰각을 측정하였다. 각 품종에 따라 10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
타내었다.

산물밀도

산물밀도는 USDA (2016)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출구지름 31.75 mm의 깔때기 형태의 호퍼에 시료를 
채우고, 깔때기 출구로부터 용기의 윗부분까지 높이 50.80 mm에 위치시킨 체적 1 L의 원통형 용기에 자유낙하시
킨 후, 균평한 중량을 전자저울(Wd-1000, TYO, Tokyo, Japan)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산물밀도 값은 시료용기 체
적에 대한 중량비(kg·m-3)로 계산되었으며, 10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종말속도

물체의 항력과 물체의 순수한 중력이 같아지는 순간의 속도를 의미하는 종말속도는 Keum (2008)의 식(4)를 이용
하여 계산되었다.

Vt = ρf×d
μ×Re

               (4)

여기서, Vt는 종말속도(m·s-1), μ는 공기의 점성계수(Pa·s), Re는 물체의 Reynold 수, ρf, d는 각각 공기의 밀도(kg·m-3) 
및 물체의 직경(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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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5, IBM, New York,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
원분산분석(One-Way ANOVA)방법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품종 간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측정된 특성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Results and Discussion

들깨 품종에 따른 물리적 특성

Table 1은 들깨 품종에 따른 함수율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품종의 함수율은 7.40 - 8.00% (w.b.)으로 비슷한 값을 
보였으며, 품종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들깨의 품종에 따른 기하학적 및 물리적 특성을 
측정함에 있어 함수율에 의한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품종에 의한 차이 비교가 가능하였다.

Table 1. Compost standard of fertilizer process standard.
Variety Dayu Deulsaem Saeyupsil Sodam
Moisture ratio (%) 7.50 ± 0.00a 8.00 ± 0.55a 7.60 ± 0.37a 7.40 ± 0.20a
a: Means with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p < 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측정된 들깨의 크기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들깨 길이, 폭 및 두께는 각각 2.34 - 2.74, 1.62 - 1.74, 2.01 - 2.21 mm로 나
타났으며 품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새엽실 품종은 길이, 폭 및 두께 모두 다른 품종에 비해 가장 큰 값을 
보였으며, 소담 품종이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다유 및 들샘 품종은 길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폭 및 두
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고효율의 정선 및 석발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품종에 따른 외형적 특성
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측정 결과에 따라 다유 및 들샘 품종을 위한 정선용 체망 크기는 2.0 - 2.5 mm이 
적정하나 새엽실 품종을 정선하기에는 다소 작아 정선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정선 및 석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망 교체 방식 또는 2 - 3 단의 다단식 체망으로 장치를 설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2. Comparison of size according to variety of perilla seed. a - d: Means with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p < 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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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에 들깨 종자의 품종에 따른 천립중을 나타내었다. 들깨의 천립중은 2.43 - 4.61 g으로 나타났으며, 품종에 
따른 차이를 보여 새엽실 품종이 가장 큰 4.61 g으로 다른 품종에 비해 0.93 - 2.18 g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소담 
품종이 2.43 g으로 다른 품종에 비해 1.18 - 2.18 g 낮아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다유 품종 및 들샘 품종의 경우 유의
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들깨의 크기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품종간 함수율 차이가 거
의 없으므로 크기가 클수록 천립중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하였다.
들깨의 품종에 따른 안식각 및 마찰각은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각 28.66 - 31.84°, 19.18 - 25.57°의 기울기를 
보였으며, 품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새엽실 품종의 안식각 및 마찰각이 다른 품종에 비해 크고, 소담 품
종의 기울기가 비교적 작은 값을 보였다. 안식각 및 마찰각의 측정 결과에 따라 들깨 종자의 투입, 배출, 이송 등을 
위한 각도는 25° 이상의 기울기로 설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선 및 석발 체망 기울기는 마찰각을 고려
하여 26° 이상으로 설계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소담 품종은 마찰각이 19.18°이므로 체망 기울기가 26°라
면 종자가 체망에 체류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 정선 및 석발 효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품종에 따
라 적정 마찰각이 다르므로 다양한 품종에 적용하기 위해 정선 및 석발 체망은 기울기 조절식 구조로 설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산물밀도는 공극률이 포함된 밀도값으로 농산물의 호퍼 및 저장고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측정된 
들깨의 산물밀도를 Fig. 5에 나타내었으며, 측정값은 408.19 - 504.79 kg·m-3로 품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담 품종이 다른 품종에 비해 17.21 - 23.67% 낮아 가장 작았으며, 새엽실 품종이 다른 품종에 비해 3.93 - 19.14% 
높아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측정한 산물밀도를 기준으로 들깨 100 kg을 담을 수 있는 호퍼 용량은 0.25 
m3 이상으로 설계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이물의 혼입이나 종류에 따라 공극률이 달라져 산물밀도
도 변화하며, 정선 및 석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들깨의 경우 이물이 다량 혼합되어 있으므로 정선기 및 석발기 호퍼
의 용량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설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3. Comparison of thousand grain weight according to variety of perilla seed. a - c: Means with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p < 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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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repose angle and friction angle according to variety of perilla seed. a - d: Means with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p < 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5. Comparison of bulk density according to variety of perilla seed. a - d: Means with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p < 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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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속도는 물체가 자유낙하 할 때 물체의 항력과 중력이 같아지는 순간의 물체의 낙하속도를 의미하며 부유속
도라고도 한다(Keum, 2008). 종말속도 보다 빠른 풍속은 물체를 날리고, 종말속도보다 약하면 물체는 중력에 의해 
떨어지게 되므로 풍선장치의 풍속을 설계하기 위해 사용된다. Fig. 6에 각 품종에 따른 종말속도를 나타내었다.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계산된 종말속도는 5.25 - 5.97 m·s-1의 값을 보였다. 품종에 따른 차이는 새엽실 품종이 가장 높
은 값을 나타내 다른 품종에 비해 0.10 - 0.73 m·s-1 빠른 속도를 보였으며, 소담품종은 5.25 m·s-1로 가장 느린 값을 나
타내었다. 다유 및 들샘 품종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들깨의 풍선을 위한 풍속은 5.5 m·s-1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품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효율적인 정선을 위해서는 품종에 따른 풍속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들깨 정선을 위한 풍선장치의 설계시, 송풍기의 속도제어 등을 통해 풍속 
조절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Comparison of terminal velocity according to variety of perilla seed. a - c: Means with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p < 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물리적 특성간의 상관관계

Table 2는 들깨의 물리적 기하학적 특성간의 Pearson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Pearson 상관관
계는 0을 기준으로 값이 1 또는 - 1에 가까울수록 특성간 선형적 상관관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상관관계 값에 따
른 정도는 상관관계 값이 0.3 - 0.7 또는 - 0.3에서 - 0.7인 경우 강한 상관관계, 0.7 이상 혹은 - 0.7 이하에서는 매우 강
한 상관관계인 것을 나타낸다(Kim et al., 2018b). 장치의 설계에 있어 상관관계 분석은 다른 특성에 대해 강한 상관
관계를 갖고 있는 주요 특성을 확인하고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품종에 적용 가능하도록 장치를 미세조정 및 변경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Table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특성 값 사이에서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일부 특성간에서
는 0.7 이상 또는 - 0.7 이하의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들깨의 특성간 상관관계는 길이가 다른 특성들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이의 경우 폭 및 안식각을 제외한 모든 특성과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으며, 폭 및 두께에서는 구형률 및 안식각을 제외한 특성들에서 0.4이상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들깨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두께, 폭, 천립중, 마찰각, 산물밀도, 종말속도가 증가하고, 구형률은 감소하
는 선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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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of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variety of perilla seed.

Characteristics Length Width Depth Sphericity 
rate

Thousand 
grain weight

Angle 
of repose

Angle 
of friction

Bulk 
density

Width 0.581** -
Depth 0.814** 0.674** -
Sphericity rate - 0.763** 0.009 - 0.322** -
Thousand grain weight 0.908** 0.602** 0.711** - 0.586** -
Angle of repose 0.557** 0.081 0.282 - 0.611** 0.614** -
Angle of friction 0.848** 0.468** 0.582** - 0.636** 0.884** 0.707** -
Bulk density 0.832** 0.596** 0.666** - 0.520** 0.941** 0.623** 0.837** -
Terminal velocity 0.782** 0.623** 0.653** - 0.445** 0.906** 0.538** 0.765** 0.765**
** Significants at 0.01 levels, respectively.
Bold type font: Values between 0.7 and 1.0 (- 0.7 and - 1.0) indicate a strong positive (negative) linear relationship.

들깨 품종에 따른 차이를 정선 및 석발 장치의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대상 들깨품종의 길이를 이용하여 다른 물
리적 특성을 예측하고, 예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들깨 품종에 따른 장치의 미세 조정 및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즉, 들깨의 길이와 마찰각 및 종말속도는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품종의 변경에 따른 정선장
치의 미세조정에서 길이가 긴 품종의 경우 경사각 및 풍속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선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Conclusion
고품질·고효율의 들깨 정선 및 석발장치의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들깨의 주요 품종별 물리
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들깨의 크기, 천립중, 안식각, 마찰각, 산물밀도 및 종말속도에서 품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여 들깨 정선 및 석발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해서는 품종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
었다. 따라서 체망을 통한 정선 및 석발장치에서는 체망 교체방식 또는 2 - 3단 체망의 설치, 기울기의 조절을 통해 
효율향상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들깨의 품종에 따른 크기 및 천립중의 차이에 따라 종말속도의 차이
가 발생하므로, 효율적인 정선을 위해서는 품종에 따른 풍속조절이 가능한 송풍장치의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되었다. 들깨의 특성간 상관관계는 길이가 다른 특성들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들깨 길이
를 장치의 미세 조정 및 변경을 위한 요인으로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들깨의 
고품질·고효율 정선 및 석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가동조건 및 메커니즘
의 구명을 위해서는 기초자료를 반영한 기계개발 및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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