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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방법을 달리한 감말랭이의 이화학적 및 관능적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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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drying methods (hot air, cold air, vacuum, and infrared drying) on physicochemical and organoleptic
qualities of sliced-dried persimmons (Diospyros kaki Thumb. cv. Cheungdobansi) were investigated. The weight of the sliced-
dried persimmons ranged from 9.30 to 12.01 g, the length from 3.55 to 4.06 cm, the width and thickness were from 3.17 to
3.73 cm and 1.82 to 2.04 cm, respectively. Hot air drying resulted in the highest hardness value as well as Hunter's L, a,
and b values. Infrared drying showed the lowest L value and vacuum drying revealed the lowest a and b values. Moisture
contents of the sliced-dried persimmons ranged from 38.04 to 46.41%, and soluble solid contents were 42.96-48.44°Bx.
The phenolic compound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ere high for infrared and vacuum drying methods, and
all the sliced-dried persimmons showed relatively high antioxidant activities. The sensory evaluation results indicated that
the organoleptic scores for the overall preference were high in the order of vacuum > infrared > hot air > cold air dry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rying methods affected the qualities of the sliced-dried persimmons, showing that vacuum
drying is the mast effective among the methods tested for manufacturing the high-quality sliced-dried persi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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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감(Diospyros kaki Thunb.)은 사과, 포도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

의 3대 과실 중의 하나이며, 포도당, 과당 등의 당류와 비타민 A,

C가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다. 또한 장의 수축과 장내 분비액

의 분비를 촉진하고 지혈작용 및 기침을 멎게 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예로부터 민간 치료 요법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1). 그러나 감은 다른 과일과는 달리 수확 시 삽미의 유무

에 따라 떫은 감과 단감으로 분류된다(2). 유통기간이 짧은 단감

에 비해 비교적 저장 기간이 긴 떫은 감은 식용으로 이용하기 전

에 삽미 제거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보통 곶감, 연화감 및

탈삽감의 형태로 가공되어 유통되고 있다(3). 떫은 감 품종 중 경

북 청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반시’는 육질이 연하고 씨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주로 연화감으로 소비되고, 일부는 말랭이로

제조되고 있으나 최근 농가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수확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연시에 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저장 및 유통과정 중 쉽게 변색(4) 혹은 연화(5)로 인한 급

격한 품질 저하를 초래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신선한 과실을 제공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6). 

최근 청도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감말랭이는 원형으로 건조

시킨 일반적 곶감과는 달리 절단하여 건조시킨 것을 말하며, 절

단에 따른 감의 열전달과 물질 이동이 촉진되어 건조 특성이 변

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8). 곶감 제조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조작은 건조 공정이지만, 떫은 감의 특성상 탈삽도 병

행되어야 하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천일건조법이 널리 사

용되고 있다. 천일건조법은 건조 경비가 저렴하지만 기후 조건에

의존적이며 장시간 소요되고 위생성이 낮으며 품질저하가 심하

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훈증 처리와 예비 인공건조 등의 보완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8,9). 곶감 제조에 있어 인공 건조법의 전

반적 적용은 원형 과실의 삽미제거와 건조 특성상 어려움이 있

으나 말랭이 제조의 경우는 열풍과 냉풍건조법의 적용 폭이 넓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 건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인공건조

법으로는 가열된 공기를 강제 대류 시키는 열풍건조(hot air

drying), 저온의 제습공기를 이용하는 냉풍건조(cold air drying),

감압으로 증발 온도를 낮추는 감압건조(vacuum drying), 적외선

의 복사열을 이용하는 적외선건조(infrared drying) 및 동결 후 감

압 상태에서 얼음을 승화시키는 원리를 이용하는 동결건조(freeze

drying) 등의 방법이 있으나(10), 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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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 또한 최근 감 말랭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와 더

불어 가공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최적화되지 않은 일

부 건조기술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고품질화를 위

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도반시를 사용하여 상용되고 있는 건

조방법을 바탕으로 감말랭이를 제조한 후 이화학적, 관능적 품질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고품질 감말랭이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

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실험에 사용된 원료감은 2006년 10월 20일 경 경북 청도지역

에서 수확한 반시 품종으로서 과실 크기가 중간 정도(140 ± 3 g)

인 것을 선별하여 말랭이 제조에 사용하였다. 원료 생감의 수분

함량은 83%,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18oBx이었다. 

감 말랭이 제조

감 과실을 기계적으로 박피한 후 축 방향으로 3등분하여 4가

지 방법으로 각각 건조하였다. 즉, 열풍건조(31±1oC, 24시간 이상),

냉풍건조(3-7oC, 96시간 이상), 감압건조(10 torr, 24시간 이상) 및

적외선건조(30oC, 24 시간 이상) 등의 건조방법으로 말랭이를 제

조하였다. 이때 사용된 각 건조방법별 건조조건은 상용되고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제조된 말랭이는 250 g씩 칭량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PVC 필름으로 진공 포장하여 −20oC에서 보관하면

서 품질분석을 실시하였다. 

물리적 특성 측정

건조방법별로 제조된 감말랭이의 품질특성 조사에서는 모집단

(n = 100 ± 10)으로부터 감말랭이 개체를 무작위로 선별(n = 10)하

여 실시하였다. 중량은 전자저울(PB602, Mettler Toledo, Geneva,

Switzerland)로 측정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하였다. 길이, 직

경 및 두께는 caliper(CD-15CPX, Mitutoyo Co., Kawasaki, Japan)를

사용하였으며, 경도는 시료를 1.5 × 1.5 × 0.8 cm로 만든 다음 직

경 5 mm의 probe를 부착한 rheometer (CR-100D, Sun Scientific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기계적 색도 측정

감말랭이의 기계적 색도는 겉면과 내면 즉, 절단면을 측정하였

으며, 표준백판(L = 97.82, a =−0.39, b = +2.06)으로 보정된 색차계

(CR-200, Minolta Co., Osaka, Japan)를 사용하여 Hunter color인 명

도(lightness, L), 적색도(redness, a) 및 황색도(yellowness, b) 값을

측정하였다. 이때 측정은 10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

었다. 

수분, 고형분 함량 및 갈변도 측정

수분 함량은 건조 방법별로 각각의 감말랭이 시료 1.0 g 씩 취

하여 infrared moisture determination balance(FD-240, Kett Electric

Lab.,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감말랭이 과육의 가

용성 고형분 함량은 시료 5.0 g을 취하여 증류수 20 mL를 가한

뒤 마쇄하고 이를 여과하여 그 여액을 굴절당도계(N-1E, Atag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1). 갈변도는 시료 5.0 g에

50% 에탄올 50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추출한 다음

여과지(Whatman No.2)로 여과하여 UV-spectrophotometer(Optizen

2120UV, Mecasys Co. Ltd,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42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11). 

총 페놀 화합물 정량

총 페놀 화합물 함량은 Folin-Denis법(12)에 준하여 UV-spectro-

photometer를 사용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gallic acid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5-50 µg/mL의 농도로 표준곡

선을 작성하였다.

전자공여작용 측정

항산화성은 α,α’-diphenyl-β-picrylhydrazyl(DPPH)를 사용하는

Blois의 방법(13)에 준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즉,

80% methanol 추출액 1 mL에 DPPH 용액 4 mL를 첨가하여 혼

합한 뒤 40초 후에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항산화

성은 100−[(시료첨가구의 흡광도/무첨가구 흡광도)× 100]으로 구

하였다. 

관능검사

건조방법을 달리한 감말랭이의 관능적 품질평가는 시험의 목

적과 평가방법을 주지시킨 뒤 연령별(20대, 30-40대, 50-60대 각

5명)로 선발된 15명의 검사요원에게 실시하였다. 보관(−20oC) 중

인 감말랭이를 실온에서 3시간 동안 정치한 후 무작위로 제공

하여 색상(color), 조직감(texture), 이취(smell), 백분발생도(white

acceptability), 투명도(degree of clearness) 및 전반적 기호도(overall

preference)에 대하여 5점 채점법(5 : very much like or strong; 1 :

very much dislike or weak)으로 평가하였다. 

통계처리

감말랭이 시료의 품질평가는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선발한

시료에 대하여 3회 반복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였다. 측정결과의

유의성 검정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에 의한 분산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한 유의차를 검정하였다(14). 

결과 및 고찰

감말랭이의 물리적 품질 특성

열풍건조, 냉풍건조, 감압건조 및 적외선건조 등 서로 다른 건

조방법에 따라 제조한 감말랭이의 중량, 길이, 너비 및 두께를 비

교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감말랭이의 중량은 적외선건

조가 12.01±0.35 g의 범위를 보이면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

으로 감압건조, 냉풍건조 및 열풍건조 순으로 열풍건조 감말랭이

는 타 건조법으로 제조된 감말랭이에 비해 건조가 비교적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길이에서는 3.55-4.06 cm의 범위를

나타내면서 냉풍건조, 적외선건조, 열풍건조 및 감압건조 순으로

나타났다. 너비는 3.17-3.73 cm의 범위를 보이며 감압건조, 열풍

건조, 냉풍건조 및 적외선건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께에서

는 2.04±0.3 cm를 나타낸 감압건조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적

외선건조, 냉풍건조 및 열풍건조 순이었다. 감말랭이의 경도는

879.44-1869.78 kPa 범위로써 열풍건조, 적외선건조, 냉풍건조 및

감압건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건조가 많이 진행된 열풍건

조 감말랭이의 경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계적 색도

건조방법에 따른 감말랭이의 색도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곶

감의 색은 과피의 카로티노이드 색소에 의한 것으로, 그 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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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실이 맺혀 수확되는 시기인 가을의 일조조건과 관련이 있

다(15). 감말랭이 표면의 명도는 열풍건조가 51.32±0.78의 값을

보이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적외선건조가 45.25±1.41의 값을 보

이며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내면의 명도는 열풍건조가

47.80±1.18의 값을 보이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적외선건조가

43.94±1.35의 값으로 가장 낮아 표면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

다. 감말랭이 표면의 황색도는 열풍건조, 적외선건조, 냉풍건조

및 감압건조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적색도는 열풍건조, 냉풍건

조, 적외선건조 및 감압건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유의적 차이

를 보였다. 반면, 내면의 황색도는 적외선건조, 열풍건조, 냉풍건

조 및 감압건조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적색도는 열풍건조, 적외

선건조, 냉풍건조 및 감압건조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황색도

와 적색도는 표면에 비해 내면의 색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감말랭이의 내부가 건조과정 중 표면보다 진한 색

상으로 젤리화 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감말랭이와 유사한 곶

감의 색도는 소비자 기호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16), 본 연

구에서는 표면과 내부 모두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가 높은 열풍

건조 제품의 기호도가 타 건조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에 비해 기

호도가 높을 것이라 사료된다. 

수분, 고형분 함량 및 갈변도

건조 방법별로 제조된 감말랭이의 수분함량 및 가용성 고형분

함량의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수분함량은 38.04-46.41%

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가용성 고형분은 48.44-42.96°Bx의 범위

를 나타내었다. 감말랭이의 수분함량이 높을수록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낮아지고, 수분함량이 낮을수록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높

아지는 경향을 보여 이들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

의 품종 중에서도 반시에 속하는 청도 감말랭이의 당도는 42.96-

48.44oBx 범위로 상주 둥시와 함안 수시 등으로 제조한 일반 곶

감의 55.1-60.5oBx(16)보다 다소 낮았으나, 이는 수분함량이 32.3-

38.2%인 청도 감말랭이보다 타 지역 곶감의 건조가 많이 진행된

결과로 여겨진다.

건조 방법별로 제조된 감말랭이의 갈변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갈변도는 0.14-0.29의 값으로 건조 방법별로 차

이가 많았다. 특히, 열풍건조된 감말랭이의 경우 갈변도가 가장

높았고 적외선 건조가 가장 낮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열풍건조

의 경우 비교적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열에 의한 갈변의 촉

진이 원인이라고 여겨진다. 감말랭이 제품의 갈변은 효소적 갈변

과 비효소적 갈변이 동시에 일어 날 수 있는 경우로 사료된다.

이때 생성되는 갈변 물질은 가열 시 당과 아미노산의 중합반응

으로 생성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가열 온도가 높고 가열 시

간이 길어질수록 갈변 기질물질의 감소와 갈변물질의 생성이 증

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가열처리공정에서 생성되는 일

부 갈변물질은 항산화활성을 지니기도 한다(17,18). 

총 페놀 화합물 함량 및 항산화성

건조 방법에 따른 감 말랭이의 항산화성을 측정하기 위해 총

페놀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여 각각 Fig. 1과 Fig.

2에 나타내었다. 총 페놀 함량의 경우 0.54-0.71 mg%의 범위를

보이면서 적외선건조, 감압건조, 열풍건조 및 냉풍건조의 순으로

Table 1. Weight, length, width, thickness and hardness of sliced-dried persimmons as affected by drying methods

Drying method Weight (g) Length (cm) Width (cm) Thickness (cm) Hardness (kPa)

Hot air   09.30±0.38c 1) 3.65±0.40b  3.43±0.52ab 1.82±0.33a 1869.78±149.29a

Cold air 10.33±0.75b 4.06±0.25a 3.29±0.20b 1.89±0.27a 1125.28±215.78b

Vacuum 10.81±0.58b 3.55±0.37b 3.73±0.44a 2.04±0.23a 879.44±53.30c

Infrared 12.01±0.35a 3.89±0.46ab 3.17±0.31b 1.98±0.29a 1205.79±360.60b

1)Mean ± S.D. with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2. Color of sliced-dried persimmons as affected by drying methods

Part Drying method
Hunter's color value

L a b

Surface

Hot air   51.32±0.78a1) 11.89±2.64a 27.52±5.16a

Cold air 50.78±0.98a 08.29±2.64c 20.45±4.89b

Vacuum 46.14±0.41b 07.21±2.26c 10.66±5.88c

Infrared 45.25±1.41b 09.48±0.52b 17.25±3.19b

Inside

Hot air 47.78±1.18a 13.90±2.40ab 30.09±4.68a

Cold air 45.12±0.97c 12.80±2.69b 17.53±5.98b

Vacuum 46.32±0.91b 10.87±0.80c 13.68±4.74b

Infrared 43.94±1.35d 15.47±1.75a 26.87±3.20a

1)Mean ± S.D. with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Table 3. Quality properties of sliced-dried persimmons as affected by drying methods

Quality properties
Drying method

Hot air Cold air Vacuum Infrared

Moisture content (%) 38.04±0.81c1) 43.11±2.68b 46.41±2.48a 44.00±1.80b

Soluble solids (oBx) 48.44±1.29a 44.84±0.72b 42.96±1.48c 43.68 ±1.65bc

Browning index (abs. at 420 nm) 00.29±0.02a 00.20±0.03b 00.23±0.01b 00.14±0.01c

1)Mean ± S.D. within the same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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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은 효소적 갈변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19,20).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

과, 건조 방법에 따라 85.11-90.41%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이는

감압건조, 적외선건조, 냉풍건조 및 열풍건조의 순으로 높게 나

타나 감말랭이는 건조 방법에 상관없이 비교적 높은 항산화성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감압건조 및 적외선 건조 제품

이 높은 항산화성을 나타내어 이들 제조 방법이 고품질 제품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관능적 품질 특성

건조방법에 따른 감말랭이의 품질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관능

평가를 실시하였다(Table 4). 육안적 색상을 평가한 결과 감압, 적

외선 및 열풍 건조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냉풍건조는 유의

적으로 낮은 평점을 보여 기계적 색도를 측정한 결과와 다소 상

반된 평가치를 나타내었다. 조직감에서는 감압, 냉풍, 적외선 및

열풍 건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도의 측정 결과와

상반되어 낮은 경도를 가진 감말랭이 제품의 선호도가 높게 평

가되었다. 이취에서는 건조방법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백분 발생도에서는 적외선, 냉풍, 감압 및 열풍 건조의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투명도에서는 감압건조와 적외선건조

가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여 감말랭이 제조 시 중요한 품질 요

소인 젤리화가 타 건조법에 비해 형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풍건조와 냉풍건조는 낮은 값을 보여

타 건조법에 비해 젤리화가 미약하게 형성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투명도는 조직감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는데, 조직감이 좋은

감말랭이 제품은 투명도의 정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조직감이

낮게 평가된 감말랭이 제품에서는 투명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전

반적기호도에서는 감압, 적외선, 냉풍 및 열풍 건조의 순으로 높

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색, 조직감, 투명도 등의 결

과와 유사성이 높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감압건조방법으로 제

조한 감말랭이가 높은 기호도를 보여 감말랭이 생산에 있어서는

감압건조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고품질의 감말랭이를 제

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청도 반시를 원료로 하여 건조 방법(열풍건조, 냉풍건조, 감압

건조 및 적외선건조)에 따른 감말랭이 제품의 이화학적, 관능적

품질 특성을 평가하였다. 감말랭이의 무게는 9.30-12.01 g 범위, 길

이는 3.55-4.06 cm 범위, 너비는 3.17-3.73 cm범위, 두께는 1.82-

2.04 cm 범위를 각각 나타내었다. 감말랭이의 경도는 열풍건조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적외선건조, 냉풍건조 및 감압건조의 순이

었다. 감말랭이의 색도(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는 대체적으로 열

풍건조가 높은 경향이었으며, 적외선건조는 명도가 낮았고 감압

건조는 황색도 및 적색도가 낮은 경향이었다. 수분 함량은 38.04-

46.41%의 범위를 나타내었고,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42.96-48.44

°Bx의 범위로서 수분함량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페놀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적외선 및 감압 건조가 높게 나타났는데,

감말랭이는 건조방법에 상관없이 대체로 높은 항산화활성을 나

타내었다. 관능적 품질평가에서 전반적기호도는 감압건조법이 가

장 양호하였고, 다음으로 적외선건조, 열풍건조 및 냉풍건조 순

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건조 방법을 달리한 감말랭이 제조에서

품질특성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현행 건조방법 중 감압

건조법이 감말랭이의 이화학적 품질과 관능적 평가에서 가장 양

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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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phenolic compounds of slice-dried persimmons
as affected by drying methods. Mean±S.D. within the same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Fig. 2. Changes in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slice-dried
persimmons as affected by drying methods. Mean±S.D. within
the same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Table 4. Sensory properties of sliced-dried persimmons as affected by drying methods

Sensory properties
Drying method

Hot air Cold air Vacuum Infrared

Color  4.07±0.93a1) 2.67±0.34b 4.27±0.89a 3.73±1.17a

Texture 2.80±0.93b 4.07±0.48a 4.07±0.82a 3.93±1.17a

Smell 2.20±0.44a 2.13±0.19a 2.40±0.17a 2.47±0.21a

White powder formed 1.47±0.33c 3.07±0.30ab 2.13±0.11bc 3.33±0.23a

Degree of clearness 2.93±0.59b 3.33±0.62b 4.33±1.19a 4.20±1.23a

Overall acceptability 3.60±0.54bc 2.73±0.58c 4.40±1.33a 4.00±0.95ab 

1)Mean ± SD within the same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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