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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방법 달리하여 제조한 더덕 생식의 이화학적 및 관능적 특성 변화

김철암·권오영·왕명현1,
*

중국 연변대학교 농학원 식품과학과, 1강원대학교 BT특성화학부대학 생명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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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the physicochemical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the uncooked food, Codonopsis lanceolata
saengsik, were investigated to determine an efficient drying method, one of the most important manufacturing processes
in the preparation of C. lanceolata saengsik. No changes in the proximate compositions of all samples were observed
during hot-air drying at 50 and 60oC and freeze-drying. The L value in the freeze-dried sample was higher than that in
the hot-air dried samples, whereas the b value in the freeze-dried sample was reduced. Dietary fiber content in the hot-
air dried samples were higher than that in the freeze-dried sample, whereas the total phenolic compounds and crude
saponin contents were lower than those in the freeze-dried sample. The highest overall acceptability values in the sensory
test for color, flavor, taste, and overall acceptability were 5.63, 5.45, 5.75, and 5.85, respectively. In conclusion, the freeze-
drying method was the most favorable of the tested method for the manufacture of C. lanceolata saeng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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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능성 식품에 대한 의식

이 변화하고 있다. 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과 생리활성 성

분의 파괴를 최소화하여 섭취하려는 생식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

가되고 있는 추세이다(1). 생식이란 ‘동,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건조 등 가공 처리하여 분말, 과립, 바, 페이스트, 겔상, 액상 등

으로 제조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또는 물 등과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지니게 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2), 생식원료의 건조는 영양소의 파괴, 효소의 불활성화,

전분의 호화 등이 최소화되도록 동결건조, 자연건조, 60oC 이하

의 열풍건조 등을 하도록 그 제조, 가공기준을 정하고 있다(3).

이러한 가공방법으로 제조된 생식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

타민, 무기질 등 영양성분 뿐 만 아니라 식이섬유, 총 페놀성 화

합물 등 기능성 성분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조리한 식

품에 비해 섬유소, 무기질, 비타민, phenol 화합물류, phytoestero-

gen류와 불포화지방산 등의 영양소가 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

다고 보고하였다(4,5). 생식 제조 시 건조방법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성분과 기능성 성분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며 또한 생식을 섭취하기까지 나름대

로 건조 등 가공과정을 거치면서 생식 원료의 영양성분과 기능

성 성분의 어떤 변화가 있는가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덕(Codonopsis lanceolata)은 사삼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초

롱꽃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써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대만

및 일본 등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산채류 식물이다(6). 더덕은

그 독특한 향과 맛으로 인하여 예로부터 식용으로 사용되어 왔

고 한방에서는 폐 기운을 돋워주고 가래를 없애주는 약재로 사

용되어 강장, 해열, 거담, 해독, 배농 등의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7). 더덕은 다른 산채에 비해 비타민 B
1
, 비타민

B
2
가 풍부하다(8). 더덕에는 saponin, inulin, flavonoid 등의 성분

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혈청 지질의 감소효과(9), 항산화 효과

(10), 중성지질과 콜레스테롤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11) 등 여러

가지 생리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영양성분과 기

능성 성분을 많이 함유되고 있는 더덕을 이용하여 생식을 제조

할 때 더덕의 영양성분과 기능성 성분의 파괴를 최소화하여 인

체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생식 제조에 사용되고 있

는 건조방법은 동결건조와 60oC 이하에서 열풍건조이다. 동결건

조는 영양성분 및 기능성 성분 성분이 손실이 적은 장점(12)이

있으며 열풍건조는 동결건조에 비해 공정이 간단하고 경제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더덕을 생식 원료로 동결건조 및 열풍

건조를 통하여 생식을 제조하였다. 생식을 제조한 후 이화학적

및 관능적 특성, 기능성 성분의 함량 조사를 통하여 더덕 생식

제조에 적합한 건조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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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와 방법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더덕(Codonopsis lanceolata)은 강원도 횡성

에서 생산된 3년 근을 2007년 7월에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생식 제조

더덕의 흙과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물로 세척한 후 껍질을 제

거하였다. 껍질을 제거한 더덕을 두께가 3-5 mm 정도 세절한 후

50 혹은 60oC에서 열풍건조(FO-450M, Jeio Tech, Seoul, Korea)하

였고, 세절한 더덕을 −40oC에서 냉동한 후 동결건조(EYELA,

FDU-1200, Tokyo, Japan)를 실시하였다. 열풍 및 동결건조를 실

시하여 더덕의 수분함량을 8.0±0.5%로 되게 한 후 분쇄기(Hood

Mixer, FM-681C, Seoul, Korea)에서 분쇄하여 더덕 생식을 제조

하였다. 열풍 및 동결건조를 실시하지 않은 더덕을 대조구로 하였다.

일반성분 함량 측정

일반성분 함량은 AOAC방법(13)에 따라 측정하였다. 수분 함

량은 105oC 상압가열건조법, 조단백질 함량은 Micro-Kjeldahl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 회분의 함량은 550oC 직접회화법을 사

용하였고 탄수화물의 함량은 100에서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및

회분의 함량을 뺀 값으로 하였다.

색도 측정

더덕을 원료로 하여 열풍(50, 60oC) 및 동결건조를 실시하여 제

조한 더덕 생식의 색도는 색차계(CM-3500d, Minolta Co., Ltd.,

Osaka,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L값(명도), a값

(적색도), b값(황색도)로 나타내었다(14).

식이섬유 함량 측정

Total dietary fiber(TDF)의 함량은 Prosky 등(15)의 방법에 의하

여 측정하였다. 시료에 각각 α-amylase(Sigma, St. Louis, MO,

USA)와 protease(Sigma)를 단계적으로 첨가하여 전분과 단백질을

제거한 후 95% 에탄올을 가해 식이섬유를 침전시킨 후 buchner

funnel을 이용하여 감압여과 시켜 잔사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잔

사의 함량에서 단백질과 회분의 함량을 제한 값이 바로 TDF의

함량으로 하였다.

Insoluble dietary fiber(IDF) 및 soluble dietary fiber(SDF)의 함

량도 Prosky 등(15)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시료를 α-

amylase(Sigma), protease(Sigma), myloglucosidase(Sigma) 등 효소

로 각각 처리하여 전분과 단백질을 제거시킨 후 물로 세척하면

서 buchner funnel을 통해 여과시킨 후 buchner funnel에 남아있

는 잔사만 회수하였다. 회수한 잔사를 95% ethanol과 78% acetone

으로 연속적으로 세척한 후 oven에서 건조시킨 다음 냉각시켜 잔

사의 양을 측정하였다. 측정한 잔사의 양에서 단백질과 회분의

양을 제한 값을 IDF의 함량으로 하였고, TDF 함량에서 IDF 함

량을 제한 값을 SDF 함량으로 하였다.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측정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은 Jin 등(16)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

하였다. 10 mL의 시험관에 7.5 mL의 증류수와 80% 에탄올의 시

료추출물 0.1 mL를 넣고 잘 혼합한 후 Folin-Denis시약 0.5 mL와

탄산나트륨 포화용액 1 mL를 차례로 넣은 다음 증류수로 10 mL

까지 정용하였다. 이 혼합액을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spectro-

photometer(Model UV-1201, Shimazu, Tokyo, Japan)로 76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tannic acid를

표준품으로 검량선을 작성하여 산출하였다.

조 사포닌 함량 측정

조 사포닌 함량은 Shibata 등(17)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10 g에 70% 에탄올 500 mL를 첨가하여 환류 냉각 하에서

80oC에서 1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이를 상온에서 냉각시켜 여과

한 후 잔사를 다시 70% 에탄올 500 mL를 넣고 상기의 방법으로

3번 반복 추출하였다. 총 4회에 걸쳐 추출된 성분을 40oC에서 감

압농축하여 얻는 잔류물을 105oC에서 건조시켜 생성된 고형분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조 사포닌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연령대로 40명을 패널로 선정하여 열풍건조(50, 60
oC) 및 동결건조를 실시하여 제조한 더덕 생식에 대해 색, 맛, 향,

종합적 기호도에 대해 평점법(18)으로 평가하였다. 최고로 좋다

7, 최고로 싫다 1의 점수로 표시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3차 반복실험을 하였고 값을 SPSS Ver. 10.0 pack-

age program(19)을 이용하여 각 시험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

출하고 Tukey 법(20)을 이용하여 각 시험구간의 유의차를 5%

(p<0.05) 유의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함량

더덕을 50, 60oC에서 열풍건조와 동결건조 실시한 후 제조한

더덕 생식의 일반성분 함량을 Table 1에서 나타내었다. 수분 함

량은 열풍건조(50, 60oC) 및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가 각각

7.97, 7.88, 7.99%로 나타났고 단백질 함량은 각각 16.20, 15.62,

Table 1. Proximate analysis of Codonopsis lanceolata treated with hot-air and freeze drying1) (unit: %)

Control2) 
Hot-air drying

 Freeze drying
50oC 60oC

Moisture 80.12±2.21b 07.97±0.14a 07.88±0.21a 07.99±0.28a

Protein 03.85±0.32a 16.20±0.82b 15.62±0.64b 16.23±0.15b

Carbohydrate 14.90±2.28a 69.43±0.38b 69.59±0.38b 69.01±0.37b

Fat 00.35±0.04a 02.69±0.18b 02.95±0.07b 02.94±0.16b

Ash 00.78±0.11a 03.71±0.22b 03.96±0.10b 03.83±0.04b

1)Mean±SD (n=3)
2)Fresh raw materials
a-bValues in the same row not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p<0.05).



더덕 생식의 이화학적 및 관능적 특성 723

16.23%로 나타났다. 탄수화물의 함량은 50, 60oC에서 열풍건조를

실시한 시험구가 69.43과 69.59%로 나타났고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가 69.01%로 나타났다. 지방의 함량은 열풍건조(50, 60oC)

및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가 각각 2.69, 2.95, 2.94%로 나타났

고 회분의 함량은 각각 3.71, 3.96, 3.83%로 나타내었다. 50, 60oC

열풍건조 및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의 수분, 단백질, 탄수화

물, 지방, 회분의 함량들 사이에는 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농촌진흥청에서 보고한 식품성

분표(21)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단백질, 지

방, 탄수화물, 회분 등 영양물질의 함량은 열풍건조(50, 60oC)와

동결건조를 진행한 시험구들 사이에 차이가 없기에 두 가지 건

조방법을 모두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색도

Table 2에서는 더덕을 원료로 하여 열풍건조(50, 60oC) 및 동결

건조를 실시하여 제조된 더덕 생식의 색도를 나타내었다. L값은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와 대조구가 각각 97.16과 98.49로 제

일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50oC에서 열풍건조를 실시한 시

험구가 89.84로, 60oC에서 열풍건조를 실시한 시험구가 84.81로

낮게 나타났다. 대조구와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 사이에는 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열풍건조를 실

시한 시험구들과는 모두 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50과 60oC에서 열풍건조를 실시한 시험구들

사이에도 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결건조 시 색, 맛, 조직 등의 변화가 적다고 보고하였고(22) 이러

한 원인으로 더덕을 동결건조 실시한 시험구가 높은 L값을 나타

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은행분말 제조 시 열풍건조 온도가

높을수록 L값은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고(23), 인삼의 열풍건

조 시 온도가 높을수록 L값이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위의 결과와 같이 60oC에서 열풍건조를 실

시한 시험구가 다른 시험구에 비하여 낮은 값을 나타냈다고 생

각된다. a값은 대조구, 열풍건조(50, 60oC),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

험구들이 각각 1.04, 0.95, 1.00, 1.10으로 나타났는데 각 시험구

들 사이에는 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열풍건조 및 동결건조가 a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b값은 60oC에서 열풍건조를 실시한 시험구가 19.06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50℃에서 열풍건조를 실시한

시험구가 12.61로 높게 나타났고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와 대

조구가 각각 8.14와 7.05로 낮게 나타났다.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

험구와 대조구 사이에만 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다른 시험구들 사이에는 모두 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풍건조 시 건조온도의 증가에 따라

b값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25,26),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

와 비슷하였다.

총체적으로 열풍건조 및 동결건조를 실시하여 더덕 생식을 제

조 시 동결건조 방법으로 제조한 생식은 색도가 변화가 없는 것

으로 관찰되었고 열풍건조 온도가 높을수록 L값은 감소, b값은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색도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동결건

조 방법이 더 합리하다고 생각된다.

식이섬유 함량

더덕을 열풍건조(50, 60oC) 및 동결건조를 실시하여 제조한 더

덕 생식의 식이섬유 함량을 Table 3에서 나타내었다.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의 insoluble dietary fiber(IDF) 함량은 10.46%로, 열

풍건조(50, 60oC)를 실시한 시험구의 IDF 함량은 각각 12.93과

13.19%로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보다 높게 나타내었다. 열풍

건조를 실시한 시험구들 사이에는 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와는 5% 수

준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DF의 경우에는 가

열처리에 의해 일어나는 Maillard 반응의 생성물과 탄닌이 식이

섬유 분석과정에서 리그닌 값에 포함되기 때문에 IDF 함량이 증

가한다고 보고하였고(27), 또한 가열과정으로 인해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resistant starch가 생성되고 이것이 식이섬유로 측

정되기에 IDF의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28). 따라서 이러

한 원인으로 본 연구에서도 열풍건조를 실시한 시험구의 IDF의

함량이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

된다. Soluble dietary fiber(SDF)의 함량도 열풍건조(50, 60oC)를

실시한 시험구가 각각 6.66과 7.29%로,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

Table 2. Color value of C. lanceolata treated with hot-air and freeze drying1) (unit: %)

Control2) 
Hot-air drying

 Freeze drying
50oC 60oC

L 98.49±0.80c 89.84±2.34b 84.81±2.35a 97.16±0.55c

a 01.04±0.09a 00.95±0.10a 01.00±0.13a 01.10±0.07a

b 07.05±0.23a 12.61±0.91b 19.06±1.44c 08.14±0.81a

1)Mean±SD (n=3)
2)Fresh raw materials
a-cValues in the same row not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3. Content of total dietary fiber (TDF), insoluble dietary fiber (IDF) and soluble dietary fiber (SDF) of C. lanceolata treated with
hot-air and freeze drying1)                                                                                                                                                                                                                                                                                                   (unit: %)

Control2) 
Hot-air dried

 Freeze dried
50oC 60oC

IDF 3.96±0.25a 12.93±1.43c 13.19±0.74c 10.46±0.43b

SDF 3.30±0.33a 06.66±0.28c 07.29±1.12c 05.40±0.26b

TDF 7.26±0.26a 19.59±1.71c 20.48±1.08c 15.86±0.40b

1)Mean±SD (n=3)
2)Fresh raw materials
a-cValues in the same row not sharing the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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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5.4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열풍건조를 실시한 시험구들 사

이에는 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

자를 가열처리 하였을 때에 갈락트유론산(galacturonic acid)의 사

슬이 가열에 의해 끊어져서 펙틴질 용해성의 증가로 SDF의 함

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29), 또 가열처리를 통하여 일부 불

용성 식이섬유가 분해되어 수용성 성분으로 측정되어 SDF의 함

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30).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원인으

로 열풍건조를 실시한 시험구의 SDF의 함량이 동결건조를 실시

한 시험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Total dietary

fiber(TDF)의 함량은 열풍건조(50, 60oC)를 실시한 시험구에서 동

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보다 높게 나타났고 5% 수준에서 유의

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열풍건조를 통하여 IDF

와 SDF의 함량이 모두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식이섬유의 함량은 열풍건조를 통하여 제조된 더

덕 생식이 동결건조를 통하여 제조된 생식보다 높게 나타났다.

총 페놀성 화합물과 조 사포닌 함량

Table 4에서는 열풍건조(50, 60oC) 및 동결건조를 실시하여 제

조한 더덕 생식의 총 페놀성 화합물과 사포닌 함량을 나타내었

다.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은 열풍건조(50, 60oC)를 실시한 시

험구가 각각 465.44와 467.70 µg/g로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

546.20 µg/g 비해 낮게 나타났다. 열풍건조를 실시한 시험구 사이

에는 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결

건조를 실시한 시험구와는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처리 시 페놀성 화합물이 변형되어 그 함량이 감소된다고 보

고하였다(31). 이러한 원인으로 열풍건조를 실시한 시험구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이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보다 적게 나타

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결과는 양배추를 이용하여 열풍건조

및 동결건조를 이용하여 생식 제조 시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

이 변화가 없다는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32). 조 사포닌 함

량은 동결건조를 실시하여 제조한 시료가 394.35 mg/g로 제일 높

게 나타났고 열풍건조(50, 60oC)를 실시한 시험구가 각각 319.56

과 283.97 mg/g로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에 비해 적게 나타났

다. 열풍건조를 실시한 시험구들 사이에는 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와

는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열풍건조를 실시한

시험구의 조 사포닌 함량이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에 비해 적

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인삼차를 제조 시 열처리 온도가 높을

수록 조 사포닌 함량이 적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비슷하였다(33).

더덕 중의 주요한 기능성 성분인 총 페놀성 화합물과 조 사포

닌 함량은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에서 많이 나타났기에 기능

성 성분을 고려할 때에는 동결건조 방법을 사용하여 더덕을 제

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관능검사

열풍건조(50, 60oC) 및 동결건조를 실시하여 제조된 더덕 생식

에 대해 색, 향, 맛, 전체적 기호도를 평가하여 Table 5에서 나타

내었다. 색도에 대한 기호도는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가 5.63

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열풍건조(50, 60oC)를 실시한 시험구가

각각 4.58과 4.53으로 나타났다. 열풍건조와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들 사이에는 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의 색도의 변화 거의

없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향에 대한 기호도는 열풍건조

(50, 60oC) 실시한 시험구가 4.75와 4.93으로 동결건조 실시한 시

험구는 5.45로 나타났고, 맛에 대한 기호도는 열풍건조(50, 60oC)

를 실시한 시험구가 4.83과 5.25로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가

5.75로 나타났다. 동결건조와 열풍건조를 실시한 시험구들 사이

에는 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

기호도는 동결건조를 한 시험구가 5.85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50oC에서 열풍건조를 실시한 시험구가 4.65로, 60oC

에서 열풍건조를 실시한 시험구가 4.28로 제일 적게 나타났다. 세

시험구들은 5% 수준에서 모두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관능검사 결과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가 열풍건조를 실

시한 시험구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 더덕 생식 제조 시에는 동

결건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는 이화학적 특성, 기능

성 성분 함량, 관능적 특성 등 방면에서 모두 열풍건조를 실시한

시험구보다 우수하기에 더덕 생식 제조 시에는 동결건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Table 4. Content of functional component in C. lanceolata treated with hot-air and freeze drying1) 

Control2) 
Hot-air dried

 Freeze dried
50oC 60oC

Total phenolic compounds (µg/g) 60.70±3.20a 465.44±7.15b 467.70±8.83b0 546.20±25.18c

Crude saponin (mg/g) 39.62±1.44a 319.56±6.98b 283.97±13.62b 394.35±25.11c

1)Mean±SD (n=3)
2)Fresh raw materials
a-cValues in the same row not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5. Sensory evaluation of C. lanceolata treated with hot-air and freeze drying1)

Color Flavor Taste Overall acceptability

50oC Hot-air dried 04.58±0.71a2) 4.75±0.66a 4.83±0.59a 4.65±0.70a

60oC Hot-air dried 4.53±0.55a 4.93±0.69a 5.25±0.67b 4.28±0.45b

Freeze dried 5.63±0.58b 5.45±0.60b 5.75±0.71c 5.85±0.77c

1)7, like extremely; 1, dislike extremely
2)Mean±SD (n=40)
a-cValues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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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더덕을 생식 원료로 동결건조 및 열풍건조를 통하여 생식을 제

조하여 제조된 생식의 이화학적 및 관능적 특성, 기능성 성분의

함량 조사를 통하여 합리한 제조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수분, 단

백질, 탄수화물, 지방, 회분 등 일반성분 함량은 동결건조 및 열

풍건조를 실시한 시험구들 사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색도는 동결건조는 실시한 시험구가 열풍건조를 실시한 시험구

에 비해 L값은 높게, b값은 낮게 나타났다. 식이섬유 함량은 열

풍건조를 실시한 시험구가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보다 높게

나타났고 총 페놀성 화합물과 조 사포닌 함량은 동결건조를 실

시한 시험구가 높게 나타났다. 관능검사 결과 동결건조를 실시한

시험구가 색, 맛, 향, 전체적 기호도 등에서 모두 열풍건조를 실

시한 시험구 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부터 더덕을 원료

로 생식을 제조 시 동결건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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