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Preserv.
Vol. 16, No. 5. pp. 623-628, October 2009

- 623 -

저장 전 열처리가 생강의 이화학적 및 관능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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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sh ginger rhizomes were heat-treated for 10 min, 30 min, or 60 min using hot air (40℃, 50℃, or 60℃), and 
stored in low-density polyethylene (0.04 mm thickness) bags for 2 months at 12±1℃. We studied the effects of 
heat pretreatment on changes in gas levels after packaging,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the rhizomes. Oxygen 
and carbon dioxide levels progressively fell and rose, respectively, as the temperature of heat treatment rose and 
the duration of such treatment was extended. The sprouting rate of ginger rhizomes treated at 40℃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 samples. Rotting, softening, and increasing pH of rhizomes were accelerated by treatment at 
higher temperature for a longer time. Weight loss and soluble solid levels were not affected by heat treatment. 
Sensory qualities such as appearance, odor, and overall acceptability of rhizomes fell with treatment at a higher 
temperature for a longer time. These results suggest that heat pretreatment has a detrimental effect on the quality 
of fresh ginger rhiz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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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생강(Zingiber officinale)은 열대 아시아 지역이 원산지이

며 지하에 근경이 있고 지상에는 잎만이 나와 있는 다년생

초본으로, 수확시기에 따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분

류하거나 근경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소생강, 중생강, 대생

강으로 구분 한다(1). 생강은 오래전부터 근경과 잎을 한약

재, 향신료, 식품재료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는 다양한 건강 기능성들이 알려지고 있어 생강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저장 및 가공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2-9).

생강 근경은 수확 후 신선 상태인 생강(生薑)과 박피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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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말린 건강(乾薑)으로 제조하여 유통하는데, 신선 생강은

표피조직이 연약하고 저습환경에 취약한 저장 특성을 가지

고 있어 신선도 유지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10). 신선 생강

의 상용 저장은 산지에서 마대 포장 후 대부분 토굴에서

행해지고 일부는 저온저장 되고 있으나 저장 중 손실률이

높아 장기간 상품성 유지에 한계를 보인다. 토굴저장은 저

장경비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저장 온도와 습도의 인위

적 정밀 조절이 불가능하고 적재물의 입출고 관리에 어려움

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일반 저온저장고를 이용한 저장

은 온도 조절은 가능하지만 높은 습도 유지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11).

생강 근경의 품질 저하의 주원인은 건조, 미생물 번식,

발아 등이며 이들의 발생을 억제시켜 저장성 향상을 위한

연구로서, Chung 등(12)은 curing 처리, Andrews(13),

Wu(14) 및 Yusof(15)은 감마선 조사, Okwuowulu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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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odu(16)는 부패 억제제 처리, Paull 등(17)은 왁스 및 발아

억제제 처리, Mukherjee와 Raghu(18)는 생물농약과 감마선

의 병용 처리 등의 저장 전처리 기술의 효과에 대하여 보고

하였다. 또한 저장방법에 대해서는 Jeong 등(10)은 최적

저장 환경조건은 12±1℃와 RH 95±2%라 하였고, Choi 등

(19)은 움저장의 저장조건 구명, Jeong 등(11)은 CA저장의

탄산가스 농도에 따른 저장효과 비교, Jeong 등(20)과 Choi

와 Kim(21)은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MAP)의 포장

재 두께, 흡습제와 탄산가스 흡착제 봉입포장의 효과에 관

하여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기술들의 적용효과

들이 알려져 있으나 열처리에 관련된 연구는 미미한 현실

이다.

열(mild heat)처리 기술은 가열에 의한 표면조직의 강화

와 품질저하 유발 생화학적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불활성

화 및 살균과 살충을 기본 원리로 하며, 많은 종류의 과일과

채소류의 저장기간 연장과 검역처리에 유효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22-24). 이러한 열처리 기술의 효과는 열풍,

열수, 수증기 등의 전열매체에 따른 처리조건과 청과물의

품목, 품종, 재배조건 등에 의존적 이므로 적용에 앞서 각

품목의 적용 효과 검정과 최적 처리조건 설정을 위한 연구

가 선행되어야 한다(23,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북 영주산 생강의 저장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저장 전 열처리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확 후 열풍을 이용한 열처리가 MAP

생강의 이화학적 및 관능적 품질특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실험용 생강은 2008년 10월 25일에 경북 영주시 장수면

소재 농원에서 수확한 대생강 품종을 현지에서 직접 구입하

여 수확 다음날 생강 표면에 과도하게 부착된 토양 제거와

심한 상처가 생긴 것을 제외하고 실험에 사용하였다.

열처리 및 저장 방법

생강의 열처리는 열풍 건조기를 사용하여 40, 50, 60℃에

서 10, 30, 60분 동안 각각 실시하였다. 생강을 각 열처리

조건에서 처리한 후 실온에서 냉각시킨 다음 1 kg씩 세분하

고 0.04 mm 두께의 low density polyethylene(LDPE) 필름(35

cm×30 cm)으로 밀봉 포장한 후 플라스틱 컨테이너(53

cm×37 cm×33 cm)에 담아 12±1℃가 유지되는 저장고에서

2개월 동안 저장하면서 1개월 간격으로 포장 내 기체농도

와 생강의 품질 특성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사용한 열처리

조건은 다른 종류의 과실과 채소류(23,24)에 대한, LDPE

필름의 두께와 저장온도는 생강(10,20)에 대한 기존의 연구

에서 저장효과가 인정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설정하였다.

포장 내 기체농도 측정

포장 내부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가스 기밀성 주

사기로 포장 내 기체 1 mL 취하여 gas chromatography

(5890A, Hewlett Packard, CA,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이때 분석조건으로 컬럼은 CTR1(Alletech Associates

Ins., IL, USA), 컬럼 온도는 40℃, 운반기체는 헬륨(60

mL/min), 검출기는 TCD를 각각 사용하였다.

중량감소율 측정

중량은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저장 중 중

량 감소율은 초기 중량에 대한 측정시의 감량률로 나타내

었다.

발아율 측정

발아율은 싹의 길이가 1 mm 이상 자란 것을 발아로 판정

하여 포장 단위당 발아 가능 씨눈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

었다.

부패율 측정

부패율은 시료를 육안으로 검사하여 곰팡이, 물러짐, 내

부갈변 등이 발생한 것을 부패로 취급하여무게를 측정하고

포장 단위당 무게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경도 측정

경도는 시료를 직육면체(1×1×1 cm)로 성형하여

rheometer(Compac-100 II, Sun Scientific Co., Tokyo, Japan)

의 경도 테스트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측정조건으

로탐침의 직경은 3 mm, 진입깊이는 3 mm, 테이블속도는

60 mm/min를 각각 사용하였다.

가용성 고형분 측정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시료를 박피, 마쇄하고 착즙한 다

음 여과한 액을 굴절계(Master-α, Atago Co., Tokyo, Japan)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pH 측정

pH는 가용성 고형분 측정용 여과액을 pH meter(Delta

320, Mettler-Toledo Inc., Shanghai, China)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관능검사

생강의 관능검사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생강

의 품질특징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예비 검사결과

품질 판별능력이 우수한 10명을 검사원으로 선발하여 생강

의 외관(appearance), 냄새(odor) 및 전반적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 대하여 5점 채점법(1=very dislike or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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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very like or strong)으로 실시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software(ver. 14, SPSS Inc.,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포장 내 기체농도에 미치는 영향

수확한 생강을 40, 50, 60℃에서 10, 30, 60분간 열풍 처리

하고 LDPE 필름으로 밀봉포장한 다음 12±1℃에서 저장하

면서 포장내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저장 1개월 후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열처리 조건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이 약 15.1%와 약 4.6%로 각각

감소하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data 생략). 저장 2개월

후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1개월 후 보다는더욱감소와

증가함을 보였고 열처리 조건에 따른 유의적인차이를 보였

다(Fig. 1). 즉, 산소 농도는 40℃에서 10분 처리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0℃에서 10분 처리구, 60℃에서 10분

처리구, 40℃에서 30분과 60분 처리구 순이었고그 외 50℃

와 60℃에서 30분과 60분 처리구는 상호간에 차이가 없이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산화

탄소 농도는 열처리 시간이 동일한 경우는 처리 온도가

고온일수록 높은 경향을, 동일한 열처리 온도에서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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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heat pretreatment on oxygen and carbon dioxide
levels in the packaging of fresh ginger rhizomes stored at 12±1℃.

Means (n=3)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a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시간이 장시간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30분과 60분간

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신선 생강에 40~6

0℃ 열풍을 이용한 열처리가 포장 내 기체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처리 직후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처리 온도가 높고

시간이 길수록 포장 내 낮은 산소와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

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량감소율에 미치는 영향

생강을 각기 다른 온도와 시간으로 열처리한 후 플라스

틱 필름으로 밀봉포장하고 저장하면서 중량감소율을 측정

하였다. 중량감소율은 저장 중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열처리 조건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저

장 1개월 후는 0.4~0.7% 정도를, 저장 2개월 후는 1.1~1.8%

정도를 각각 나타내었다(data 생략). 이러한 결과를 볼 때

40~60℃ 열풍으로 60분간 처리는 신선 포장 생강의 중량

감소에큰영향을 미치지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MAP

에 의해 저장 중 생강의 중량손실이 억제된 것은 Mukherjee

등(18)과 Jeong 등(20)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이는 포장

내 고습환경 조성에 따른 증산작용의 억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발아율에 미치는 영향

생강을 각기 다른 온도와 시간으로 열처리한 후 LDPE

필름을 밀봉포장하고 저장하면서 발아율을 조사하였다. 발

아 현상은 모든열처리구에서 저장 1개월 후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data 생략), 2개월 후에는 50℃에서 60분, 60℃에

서 30분과 60분 처리구를 제외하고 나타났으며, 발아율은

40℃ 처리구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Fig. 2). 저장 2개월

후 발아가 나타나지 않은 처리구는 외관 관찰 결과 생강

표면에곰팡이와 육질 물러짐이 심하게 발생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발아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Choi 등(19)도 저장 중 생강의 부패에 따른 발아율의 감소가

초래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40℃ 처리구에서 발아

율이 60% 이상인 것은 다른 방법을 적용한 기존의 연구결

Treatment conditions (oC/min)

40/10 40/30 40/60 50/10 50/30 50/60 60/10 60/30 60/60

Sprouting rate (%
)

0

20

40

60

80

100

120

After 2 months of storage

ab
abc

a

cd

bc

bc

Fig. 2. Effects of heat pretreatment on sprouting rate of fresh
ginger rhizomes stored under modified atmosphere at 12±1℃.

Means (n=3)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a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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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10,19,20)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아 발아가 오히려 촉

진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40~60℃와

10~60분의 열풍처리는 생강의 발아를 촉진하거나 조직손

상에 따른 발아력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장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부패율에 미치는 영향

열처리한 생강을 LDPE 필름으로 포장하고 저장하면서

열처리 온도와 시간에 따른 부패율을 조사하였다. 저장 1개

월 후 부패 현상은 40℃ 모든처리구와 50℃, 10분 처리구에

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외 처리구는 모두 나타났으며

이들 중 60℃, 60분 처리구가 유의적으로 높은 부패율을

보였다(Fig. 3). 저장 2개월 후 부패율은 동일 처리 온도에서

는 처리 시간이 길수록, 동일 처리 시간에서는 처리 온도가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50~60℃에서 30~60분 처

리구들 간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40℃,

10분 처리구가 가장낮은 수준을 보였다(Fig. 3). 저장 2개월

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40℃, 10분 처리구의 부패율이

5%인 점은 기존의 다른 저장법에 관한 연구결과(19,20)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생강의 포장 전 40℃와 10분 이상의

열처리는 저장 중 부패 발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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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heat pretreatment on rotting rate of fresh ginger
rhizomes stored under modified atmosphere at 12±1℃.

Means (n=3)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a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경도에 미치는 영향

생강을 다양한 조건에서 열처리한 다음 LDPE 필름으로

밀봉포장하고 저장하면서 육질 경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저장 초기의 경도는 96.2 kgf/cm2이었고, 저장 중에는 경시

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저장 1개월 후는 열처리

조건별 유의적인 차이가 없이 약 91.7 kgf/cm
2
을 나타내었

고, 저장 2개월 후는 50℃와 60℃에서 각각 30분과 60분

처리구에서 더욱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Fig. 4). 이는 열

처리에 따른 부패 유발과 조직 연화 촉진에 기인된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저습환경(10)과 특정 이산화탄소농도의

CA저장(11)에서 생강의 조직 연화가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다.

40/10 40/30 40/60 50/10 50/30 50/60 60/10 60/30 60/60

Flesh firm
ness (kg

f/cm
2 )

0

50

100

150

200

Treatment conditions (oC/min)

40/10 40/30 40/60 50/10 50/30 50/60 60/10 60/30 60/60

Flesh firm
ness (kg

f/cm
2 )

0

50

100

150

200

After 1 month of storage

After 2 months of storage

a a
a a a a

a
a

a

a a a a

ab
ab

a

ab

b

Fig. 4. Effects of heat pretreatment on flesh firmness of fresh ginger
rhizomes stored under modified atmosphere at 12±1℃.

Means (n=15)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a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가용성 고형분에 미치는 영향

생강을 각기 다른 온도와 시간에서 열처리한 후 플라스

틱 필름으로 밀봉포장하고 저장하면서 가용성 고형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저장 초기 가용성 고형분함량은 5%를

나타내었다. 저장 중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전반적으로 저

장 1개월까지 약간 증가하여 약 5.5%를 보인 후 다시 감소

하여 저장 2개월 후는 약 5.2%를 보였으나 열처리 조건에

따른뚜렷한 차이는 보이지않았다(data 생략). 이러한 저장

초기 가용성 고형분 함량이 증가한 것은 열처리 중 수분증

발에 따른 농축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한편, Choi 등(19)은

생강의 움저장에서 총당 함량이 감소한다고 하였고, Jeong

등(20)은 MA 저장 중 환원당 함량은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pH에 미치는 영향

생강을 각기 다른 조건으로 열처리한 후 플라스틱 필름

으로 밀봉 포장하고 저장하면서 pH의 변화를 측정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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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저장 중 pH는 경시적으로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열처리 조건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서 처리

온도가 높고 시간이 길수록 높은 pH값을 나타내었다(Fig.

5). 일반적으로 pH의 변화는 유기산 함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생화학적 변화의 척도로 널리 사용되는데, 본 실험

의 결과를 볼 때 고온 장시간 열처리는 생강의 생화학적

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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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heat pretreatment on pH of fresh ginger rhizomes
stored under modified atmosphere at 12±1℃.

Means (n=3)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a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관능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생강을 각기 다른 조건으로 열처리한 후 LDPE 필름으로

포장하고 저장하면서 실시한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생강의 외관, 냄새 및 전반적 기호도 등은 저장

1개월 후에는 60℃에서 60분 처리구만이 다른 처리구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나, 저장 2개월 후에는 열처리

온도가 증가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낮게평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장 2개월 후색, 냄새 및 전반적 기호도는 40℃에

서 10분과 30분, 50℃에서 10분 처리구만이 보통정도로 평

가되었고 그 외 처리구는 모두 보통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이로써 생강의 포장 전에 40℃ 이상의 열풍처리는 관능적

품질특성 유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모든결과를 종합해 보면, 수확한 생강을 40~60℃

열풍으로 10~60분간 처리하는 것은 플라스틱 필름 포장

생강의 발아, 부패, 연화, pH 변화 및 관능적 품질저하를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조

건의 열처리는 MA포장 생강의 저장성 향상을 위한 기술로

서는 부적합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 Effects of heat pretreatment on sensory characteristics
of fresh ginger rhizomes stored under modified atmosphere at
12±1℃

Storage
time

(months)

Treatment
condition
(℃/min)

Sensory characteristics

Appearance Odor
Overall

acceptability

1

40/10 4.50a 4.37a 4.12a

40/30 4.62a 4.50a 4.37a

40/60 4.50a 4.25a 4.12a

50/10 4.50
a

4.50
a

4.50
a

50/30 3.87
a

4.12
a

4.00
a

50/60 3.75
a

3.62
a

3.87
a

60/10 4.00
a

4.50
a

4.37
a

60/30 3.62
a

4.00
a

3.87
a

60/60 2.50
b

2.62
b

2.12
b

2

40/10 4.00a 3.50ab 3.75a

40/30 3.37ab 3.62a 3.25ab

40/60 2.62bc 2.75b 1.87c

50/10 3.25ab 3.12ab 2.87b

50/30 2.00cd 1.87c 1.75cd

50/60 1.25d 1.25c 1.00d

60/10 2.87
b

2.75
b

2.75
b

60/30 1.62
d

1.25
c

1.25
cd

60/60 1.37
d

1.37
c

1.12
cd

a-dMeans (n=10)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요 약

생강의 근경을 열풍(40, 50, 60℃)으로 일정시간(10, 30,

60분) 처리한 후 LDPE 필름(0.04 mm)으로 밀봉 포장하고

12±1℃에서 2개월간 저장하면서 포장 내 기체조성과 생강

의 품질특성을 조사하였다. 포장 내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

도는 열처리 온도가 높고 시간이 길수록 낮고 높은 경향이

었다. 발아율은 40℃ 처리구에서 보다 높았으며, 부패율은

고온 장시간 처리구 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육질

경도는 열처리 온도가 높아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중량감소율과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열처리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pH는 고온 장시간

처리구 일수록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관능적 외관,

냄새 및 전반적 기호도 등은 열처리 온도가 증가하고 시간

이 길어질수록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로써, 생강의

포장 전에 40℃ 이상의 열풍으로 10분 이상 처리는 품질유

지에 효과가 없으며, 고온일수록 품질손실을 촉진하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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