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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속 과열증기를 이용한 인삼의 품질 특성

김경탁*·홍희도·김성수

한국식품연구원 지역특화산업연구단

(2009년 11월 12일 접수; 2009년 12월 9일 수정; 2009년 12월 9일 수리)

Quality Characteristics of Ginseng Treated by Hot Air Drying
after Being Dried using Super-heated Steam

Kyung-Tack Kim*, Hee-Do Hong and Sung-Soo Kim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Received November 12, 2009; Revised December 9, 2009; Accepted December 9, 2009)

Abstract :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a new drying technology using super-heated steam to reduce the time required
for drying ginseng and to enhance its quality. The drying rate of ginseng powder treated with hot-air drying after drying
with super-heated steam was about 40% faster than the drying rate of ginseng powder treated with hot-air drying. Min-
imal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hot-air drying and hot-air drying after drying with super-heated steam in the general
composition of the ginseng powder, such as its crude lipid, crude protein, crude fiber, and ash. Moreover, no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hot-air drying and hot-air drying after drying with super-heated steam in terms of the ginseng pow-
der’s mineral and free sugar contents. The crude saponin contents was 5.43% in the ginseng treated with hot-air drying
and 5.4% in the ginseng treated with hot-air drying after drying with super-heated steam. The ginseng powder that was
treated with hot-air drying after drying with super-heated steam had a slightly higher redness compared to the ginseng
powder that was treated with hot-air drying alone. The number of microorganisms of the ginseng powder treated with hot-
air drying after drying with super-heated steam showed a reduction of one log cycle in the total bacteria and two log
cycles in the yeast molds compared to the ginseng powder treated with hot-air drying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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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인삼 밭에서 수확된 인삼은 수분함량이 약 70-

80%로 상온에서 그대로 보관할 경우 저장성이 매우 약하다.

이로 인하여 밭에서 수확된 인삼은 곧 바로 소비되거나 또는

전 처리 및 건조 과정을 거쳐 건조 인삼으로 제조하는데 가

공방법에 따라서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즉, 밭에서 수확한

후 가공하기 전의 상태를 수삼이라 하고 수삼을 건조한 인삼

을 백삼, 그리고 증기로 쪄서 건조한 인삼을 홍삼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백삼, 홍삼 제조 시 이용하는 건조는 열풍건조로

3-6일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인삼재배 농가

에서 이루어지는 인삼의 제조는 시설이 낙후하므로 식품이나

의약품 원료로 이용되는 측면에서 위생적인 건조시설과 현대

화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건조시간이 오래 걸리며 설

비에 따른 시설비가 부담되고 있다. 그리고 백삼, 홍삼분말은

건조한 원료 인삼을 미세하게 분쇄하여 제조한 것으로 고려

인삼 고유의 향취와 맛을 가지고 있으며 입도 100 mesh 이

상이 85% 이상, 수분 9% 이하를 말한다.1) 그러나 이러한

인삼 분말류 역시 가공이나 저장 과정 중 미생물에 쉽게 오

염되므로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는 세균 수 3,000 cfu/g 이하,

대장균군 음성 등으로 미생물 규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

어2) 적절한 살균법을 활용한 품질관리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농산물 가공제품 제조 시 사용되는 건조 방법은 자연건

조, 열풍건조 및 냉동건조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자연

건조 방법은 품질의 저하, 미생물의 심각한 오염 및 장시간

건조의 단점이 있고 열풍건조는 가열건조 시간을 단축할 수*Corresponding author. E-mail: tack@kf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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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잇점에 비하여 품질손상의 우려가 높으며 동결건조 방

법은 고가의 설비로 인한 비용이 부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러한 건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초급속 과열증기를 사용한 건조기술이 연

구중에 있다. 초급속 과열증기를 사용한 건조기술은 증기를

초급속으로 100oC-300oC의 과열 증기상태로 가열하여 건조하

는 기술로 과열증기의 분사에 의한 순간적인 표면 건조처리

로 초급속으로 식품을 건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로 인하여

장시간 건조 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품질의 손상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잇점이 있으며 또한 과열증기에 의한 식품의

건조와 함께 동시에 식품의 표면 살균이 이루어지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급속 가열증기를 이용한 건조기술은

기존의 건조방법의 새로운 대체기술로 각광받을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시간의 건조가 요구되며 또한

건조 분말품의 미생물 규격이 엄격해지고 있는 인삼에 대하

여 건조시간을 단축을 할 수 있고 또 표면살균 효과까지 가

져올 수 있는 과열 증기 건조 방법을 이용하여 수삼을 건조

한 후 품질 특성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인삼은 금산에서 생산된 4년근 수삼을 경동시장에서 구입

하여 뿌리를 절단하고 동체만을 깨끗이 세척한 후 수삼 중량

200 g - 300 g 사이의 수삼을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과열증기에 의한 건조장치

수삼의 건조는 자체 제작한 과열증기에 의한 건조장치를 이

용하였으며 건조장치의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고주파

유도가열장치와 가열기 그리고 건조로와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다. 고주파 유도가열장치로 구성된 가열기는 증기를 만들기

위한 가열장치이고 건조로는 내부가 일정한 온도로 유지 제

어되어 건조되도록 제작되었다. 제어기는 전원 및 내부온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건조로에 주입되는 증기의 온도 및 습도

등을 제어하는 장치이다. 그리고 과열증기에 의한 건조장치는

과열증기에 의한 건조를 멈추고 열풍 건조의 기능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공기순환장치도 함께 갖추어져 있다. 

수삼의 건조 

수삼의 건조는 수세한 수삼 동체 10 kg을 과열증기 건조

장치의 건조로 안에 넣고 과열증기 온도를 180oC, 내부습도

25%를 유지한 상태로 건조하였다. 초기 수삼의 중량이 50%

감소하는 시점에서부터 열풍건조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50oC

에서 열풍건조를 병용하여 실시하였고 열풍건조 단독으로 건

조한 수삼은 50oC에서 각각 12시간씩 건조하였다. 그리고 건

조한 수삼의 성분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조구로 인삼을 동

결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성분

인삼분말의 일반성분은 AOAC법3)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조

지방은 Soxhlet 추 출법, 조단백질은 Buchi 사의 Model

430 Digestor 로 분해하여 Model 325 N2 distillation unit

로 증류시킨 후 전질소량을 구한 다음 질소계수 6.25를 곱하

여 구하였고 조섬유는 1.25% H2SO4 및 1.25% NaOH 분해

법으로 정량하였으며 회분은 550oC 회화법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Fig. 1. Block diagram of drying system by super-heated steam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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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질 

건조된 인삼분말 0.2 g을 회화용 도가니에 취하여 500oC

에서 2시간 회화시켜 냉각한 후 이에 탈이온 증류수 10여

방울과 질산용액 (HNO3:H2O=1:1 희석액) 3 mL를 조심스

럽게 가하고 100oC의 열판에서 과량의 질산을 제거하였다.

이를 다시 500oC 회화로에서 1시간 동안 회화시킨 다음 염산

용액 (HCl:H2O=1:1 희석액)으로 50 mL 가 되게 정용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이액을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AES (Atomic Emission Spectrometer)에 주입하여 무기성

분을 분석4)하였다.

유리당

과열증기 처리 후 열풍건조 한 인삼과 열풍 건조한 인삼분

말의 유리당 함량은 시료 5 g에 10배량의 80% 에탄올을 가

하여 75℃ 수욕조에서 환류법으로 4회 반복 추출 여과한 다

음 감압 농축하였다. 농축 잔유물을 물에 용해 시킨 다음 분

액 여두에 넣고 에테르로 추출 분획하여 지방질 성분을 제거

시켰다. 이후 다시 그 수층을 수포화 n-부탄올로 추출 분획하

여 사포닌 성분을 제거시킨 후 수층을 농축하고 10 mL의

물에 용해하여 HPLC를 이용하여 Lichrosorb-NH2 column

에 아세토니트릴/물(84:16, v/v)을 이동상으로 하여 굴절율 검

출기로 검출 정량5)하였다. 

조사포닌 

과열증기 건조 후 열풍 건조한 인삼과 열풍 건조한 인삼을

마쇄하여 100 mesh를 통과한 분말로 제조한 후 조사포닌

함량 분석은 butanol 추출 중량법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인삼

분말 시료 2 g에 80% 메탄올 100 mL을 첨가하고 환류냉

각 장치를 이용하여 80oC에서 2회 반복 추출한 후 추출물을

모아 감압 농축한 후 농축물을 20 mL 증류수에 녹여 250

mL 분액여두에 옮겨 에틸 에테르 20mL을 이용하여 농축물

을 세척한 후 물포화 부탄올 20 mL을 이용하여 3회 반복하

여 추출하였다. 추출된 물포화 부탄올층을 함께 모아 분액여

두에 옮기고 60 mL 증류수로 2회 세척 후 부탄올층을 칭량

한 농축수기에 옮기고 감압 농축한 다음 정확히 칭량하여 수

기 무게로부터 조사포닌 함량6)을 구하였다. 

색도

과열증기 건조 후 열풍 건조한 인삼과 열풍건조 한 인삼을

마쇄 후 분말로 제조한 후 색도는 색차계 (Model 600-UC-

IV, Yasuda, Japan)로 측정하였으며 Hunter Color Scale에

의해 L값 (명도), a값 (+:적색, -:녹색), b값 (+:황색, -:청색)

값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한 표준판의 L, a, b값은 각각

89.2, 0.921 및 0.78이었다. 

미생물 수

인삼분말의 일반세균수, 효모/곰팡이와 대장균군 수 측정은

3M사로부터 배지를 구입하여 이용하였다. 일반세균수는

Petrifilm aerobic count(PCA, 3M)배지로 37oC, 24시간 배

양하여 측정하였고 효모/곰팡이는 Petrifilm yeast and mold

count(PYMC, 3M) 배지를 이용하여 21~25oC 암소에서

3~5일 배양 후 측정하였으며, 대장균 군은 Petrifilm

coliform count (PCC, 3M)배지로 35oC, 24시간 배양 하여

colony 주위에 기포가 형성되어 있는 red colony를 coliform

수로 측정하였다. 미생물 균수는 log colony forming unit

(CFU/g)으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인삼의 건조율

과열증기 처리 후 열풍 건조한 인삼과 열풍건조만으로 건

조한 인삼의 건조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인삼 10.0 kg을 과열증기 처리장치의 챔버에 넣고 과열증기

온도 180oC, 내부습도 25%를 유지하여 인삼 고유의 색깔이

유지되는 약 30분간 건조하였을때 인삼무게는 4.74 kg을 나

타내었다. 이후 과열건조를 열풍건조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50oC에서 열풍건조를 실시하였을때 1시간 경과 후 3.9 kg, 2

시간 경과 후 3.1 kg, 3시간 경과 후 2.8 kg, 4시간 경과

후 2.6 kg 그리고 6시간 경과 후 2.5 kg을 나타내었다. 이에

반해 초기부터 열풍건조로만 건조한 인삼의 경우 초기중량

10.0 kg에서 30분 경과 후 9.18 kg, 1시간 경과 후 7.58

Fig. 2. The drying rate of ginseng treated by hot air drying after
being dried using super-heated steam and hot air drying.



364 김경탁·홍희도·김성수 J. Ginseng Res.

kg, 2시간 경과 후 6.36 kg, 3시간 경과 후 5.3 kg, 4시간

경과 후 4.46 kg, 6시간 경과 후 3.9 kg, 8시간 경과 후

2.75 kg, 그리고 10시간 경과 후 2.505 kg을 나타내었다. 즉,

과열증기 처리 후 열풍 건조한 인삼의 경우 초기중량 10.0

kg에서 약 1/4 수준인 2.50 kg으로 감소하는데 걸린 시간이

약 6시간이었으나 처음부터 열풍 건조한 인삼의 경우 초기중

량 10.0 kg에서 1/4 수준인 2.5 kg으로 감소하는데 걸린 시

간은 약 10시간으로 약 4시간의 빠른 건조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과열증기 처리 후 열풍 건조한 인삼의

건조율과 처음부터 열풍 건조한 인삼의 건조율에 비하여 약

40% 빠른 건조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챔버 내부 180oC에 이르는 높은 온도의 과열증기가 수삼

의 표면을 연화시킴과 동시에 수삼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수

분을 급속히 증발시켜 급속한 건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일반성분

과열증기 처리 후 열풍 건조한 인삼과 열풍건조만으로 건

조한 인삼을 분말화 한 후 일반성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열증기 처리

후 열풍 건조한 인삼의 조지방 함량은 1.01%, 조단백질 함량

은 12.8%, 조섬유 함량은 5.42% 그리고 회분 함량은

3.89%이었다. 이와 함께 열풍건조 한 인삼의 경우 조지방 함

량이 1.01%, 조단백질 함량이 12.6%, 조섬유 함량이 5.43%

그리고 회분 함량이 3.99%를 나타내어 과열증기 처리 후 열

풍 건조한 수삼과 열풍건조만 한 인삼간에는 일반성분의 함

량에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기존의 열풍건조 방법에 비하

여 과열증기 처리하여 건조하는 방법은 인삼의 일반성분의 변

화를 초래함이 없이 건조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건조 방법의

하나로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기질 함량

과열증기 처리 후 열풍 건조한 인삼분말과 열풍 건조한 인

삼분말의 무기질 함량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과열증기 처리

후 열풍 건조한 인삼분말의 무기질 함량은 칼슘 0.33 mg%,

철 86.3 mg%, 인 0.3 mg%, 나트륨 2.1 mg%, 칼륨 1.24

mg% 망간 0.12 mg% 구리 7.65 mg%를 나타내었다. 그리

고 열풍 건조한 인삼분말의 무기질 함량은 칼슘 0.32 mg%,

철 85.8 mg%, 인 0.3 mg%, 나트륨 2.0 mg%, 칼륨 1.25

mg%, 망간 0.12 mg%, 구리 7.56 mg%를 나타내었다. 과

열증기 처리 후 열풍 건조한 인삼분말의 무기질 함량과 열풍

건조한 무기질 함량을 비교해 볼 때 일반성분의 함량과 마찬

가지로 두 시료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유리당

과열증기 처리 후 열풍 건조한 인삼분말과 열풍 건조한 인

삼분말의 유리당 함량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과열증기 처리

후 열풍 건조한 인삼분말의 유리당 함량은 fructose가

0.35%, glucose가 0.55%, sucrose가 5.78% 그리고 maltose가

8.85%를 나타내었고 열풍 건조한 인삼분말의 경우 fructose

가 0.34%, glucose 가 0.56%, sucrose 가 5.69% 그리고

maltose 가 8.87%를 나타내어 두 시료간 큰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 

Table 1. Proximate analysis of ginseng treated by super-heated steam

Drying conditions
Proximate Composition (% dry weight ± SE)

Crude lipid Crude protein Crude fiber Ash
Control 1.01±0.067 12.84±0.33 5.45±0.23 3.98±0.22

Hot air drying(50oC) 1.01±0.043 12.64±0.32 5.32±0.17 4.04±0.13
Super-heated steam drying

+ Hot air drying(50oC) 1.00±0.052 12.76±0.14 5.42±0.21 4.01±0.08

* Means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SE = Standard Error.

Table 2. Mineral contents of ginseng treated by super-heated steam

Drying conditions
Mineral contents (mg%±SE) 

N P K Ca Mg Mn Fe Cu Zn
Control 2.09±0.02 0.30±0.02 1.24±0.02 0.33±0.03 0.13±0.01 39.64±0.09 86.3±1.5 7.63±0.18 19.42±0.46

Hot air drying(50oC) 2.06±0.02 0.30±0.01 1.23±0.06 0.32±0.01 0.13±0.03 37.48±0.13 84.2±1.7 7.48±0.23 19.36±0.38
Super-heated steam drying

+ Hot air drying(50oC) 2.02±0.01 0.30±0.01 1.20±0.04 0.33±0.04 0.12±0.01 38.25±0.08 85.9±0.8 7.56±0.28 18.98±0.56

* Means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SE =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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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포닌

과열증기 처리 후 열풍 건조한 인삼분말과 열풍 건조한 인

삼분말의 조사포닌 함량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과열증기 처

리 후 열풍 건조한 인삼분말의 조사포닌 함량은 5.43% 그리

고 열풍 건조한 인삼분말의 조사포닌 함량은 5.40%로 두 시

료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인삼 사포닌의 경우 방사선

조사나 오존처리 및 전자선 처리 등의 방법에 의해서는 사포

닌의 함량이 일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7,8) 있으나 인삼의 180oC의 과열증기에 의한 처리시 조사

포닌의 함량에는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인삼의 경우 홍삼제조시 증숙처리 과정에 의하여 각

종 유용한 사포닌 성분들이 생성9-11)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인삼의 건조 방법으로 과열증기 처리방법은 영양학적 및 효

능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유용한 건조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색도

과열증기 처리 후 열풍 건조한 인삼분말과 열풍 건조한 인

삼분말의 색도 측정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열증기 건조 후 열풍건조 처리한 인삼분말의 색도의

경우 L값이 73.2, a값이 0.37, b값이 17.8 그리고 ∆E값이

1.09를 나타내었고 열풍 건조한 인삼분말은 L값이 73.1, a값

이 0.44, b값이 17.4 그리고 ∆E값이 1.10을 나타내었다. 과

열증기 건조 후 열풍건조 처리한 인삼분말과 열풍 건조한 인

삼분말과의 색도비교에서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으나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에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과열증기 건조 후 열풍건조 처리한

인삼분말의 경우 a값이 0.44로 열풍 건조한 인삼분말 0.37에

비하여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열증기 처리장

치의 내부습도가 25% 되는 상태에서 180oC의 높은 증기로

수삼을 건조처리 함으로써 색상이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미생물 수

과열증기 처리 후 열풍 건조한 인삼분말과 열풍 건조한 인

삼분말의 미생물 균 수 측정 결과는 표 6과 같다. 과열증기

처리 후 열풍 건조한 인삼분말의 미생물 균 수는 일반세균이

6.13×102 cfu/g, 효모곰팡이가 4.54×102 cfu/g 그리고 대장균

군이 2.32×101 cfu/g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열풍 건조한 인삼

Table 3. Free sugar contents of ginseng treated by super-heated steam

Drying conditions
Free Sugar (% dry weight ± SE)

Fructose Glucose Sucrose Maltose
Control 0.36±0.06 0.57±0.06 5.82±0.23 8.94±0.24

Hot air drying(50oC) 0.34±0.05 0.54±0.07 5.69±0.18 8.67±0.41
Super-heated steam drying

+ Hot air drying(50oC) 0.35±0.04 0.56±0.05 5.78±0.22 8.92±0.17

* Means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SE = Standard Error.

Table 4. Crude saponin contents of ginseng treated by super-heated steam

Drying conditions Crude saponin(% dry weight ± SE)
Control 5.43±0.23

Hot air drying(50oC) 5.32±0.29
Super-heated steam drying + Hot air drying(50oC) 5.41±0.17

* Means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SE = Standard Error.

Table 5. Changes in color of ginseng treated by super-heated steam

Drying conditions
Color (Hunter's value ± SE)

L* a* b* ∆E*
Control 73.6±0.19a 0.37±0.07a 17.6±0.10a 0.76±0.13a

Hot air drying(50oC) 73.1±0.05a 0.44±0.05a 17.4±0.08a 1.10±0.06b

Super-heated steam drying
+ Hot air drying(50oC) 73.2±0.06a 0.37±0.05a 17.8±0.07a 1.09±0.05b

L* : Lightness, a* : redness/greeness, b* : yellowness/blueness, ∆E* : color difference.
a-c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no common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at p<0.05 level.
SE =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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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의 경우는 일반세균이 4.57×104 cfu/g, 효모곰팡이가

2.72×104 cfu/g 그리고 대장균군이 1.02×102 cfu/g를 나타내었

다. 즉, 과열증기 건조 후 열풍 건조한 인삼분말이 열풍 건조

한 인삼분말에 비하여 일반세균 및 효모곰팡이가 약 2 log

정도 감소하였고 대장균군의 경우는 약 1 log 정도 감소한

결과를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과열증기에 의한 건

조 시 180oC에 이르는 과열증기의 높은 온도에 의한 시료의

표면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의 일부 사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

단되며 이러한 미생물 감소 효과가 있는 과열증기 건조 시스

템은 인삼분말의 초기 미생물 수를 감소시킴으로 인삼제품들

의 국외수출 시 엄격하게 적용되는 미생물수의 기준에 부합

되도록 가공할 수 있는 건조기술이라 판단된다. 

요 약

과열증기 건조처리 후 열풍 건조한 인삼의 건조율이 열풍

건조만으로 건조한 인삼에 비하여 약 40%의 빠른 건조율을

나타내었다. 일반성분의 함량에 있어서 조지방, 조단백질, 조

섬유 및 회분 함량의 경우 두처리구간 큰 차이가 없었다. 무

기질 및 유리당 함량의 경우에 있어서도 두 처리구간 큰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조사포닌 함량의 경우 과열증기 처리

후 열풍건조한 인삼분말의 조사포닌 함량은 5.43% 그리고 열

풍건조만 한 인삼분말의 조사포닌 함량은 5.4%로 두시료간

큰 차이가 없었다. 색깔의 경우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에서

과열증기 건조 후 열풍건조 처리한 인삼분말이 열풍건조한 인

삼분말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인삼분말의

미생물 수의 경우 과열증기 건조 후 열풍 건조한 인삼분말이

열풍건조한 인삼분말에 비하여 일반세균 및 효모곰팡이가 약

2 log 정도 감소하였고 대장균군의 경우는 약 1 log 정도 감

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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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nges in viable microorganism counts of ginseng treated by super-heated steam

Drying conditions
log cfu/g ± SE

Aerobic bacteria Yeasts and molds Coliforms
Control 6.14×105±0.04a 4.65×104±0.06a 2.43×102±0.05a

Hot air drying(50oC) 4.57×104±0.04b 2.72×104±0.06a 1.02×102±0.05a

Super-heated steam drying
+ Hot air drying(50oC) 6.13×102±0.04c 4.54×102±0.06b 2.32×101±0.05b

a-e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no common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at p<0.05 level.
SE = Standard Err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