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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지처리 및 열처리 조건이 연근의 관능적 특성 및

이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이성철·김소영·최선주·이인숙1·정문영1·양삼만1·채희정*

호서대학교 식품생물공학과 및 내추럴초이스(주), 1김포시농업기술센터

Effect of Soaking and Heat Treatment Conditions on Physicochemical
and Organoleptic Quality of Lotus Root

Sung Chul Lee, So Young Kim, Sun Ju Choi, In Suk Lee1, Moon Yung Jung1, Sam Man Yang1, and Hee Jeong Chae*

Department of Food and Biotechnology, Hoseo University and Natural Choice Co.
1Gimpo Agricultural Technical Center

Abstract To reduce the astringent taste of lotus root, the effects of various treatment methods such as drying, soaking,
steaming and roasting on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sensory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The following
process conditions were selected: 1) drying (D), 2) soaking followed by drying (SK→D), 3) steaming followed by drying
(ST→D), 4) drying followed by roasting (D→R), 5) soaking and then drying followed by roasting (SK→D→R), 6)
steaming and then drying followed by roasting (ST→D→R). The tannin content of the lotus root was lowest when it was
treated by steaming followed by drying (ST→D). The astringent taste of lotus root was reduced by steaming, and the
roasted taste was improved by roasting in terms of sensory and flavor characteristics. Consequently, lotus root treated by
steaming and then drying followed by roasting (ST→D→R) showed the highest preference with respect to astringent and
roasted 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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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Nelumbo nucifera)은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동양권 나라의

못이나 늪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수초로서 가을철에 뿌리 줄기의

끝 부분이 굵어져 식용으로 이용되어 왔다(1). 예로부터 연꽃은

관상용으로, 연근은 식용 및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연의 맛은

달고 떫으면서 죽으로 요리하여 장복하면 스트레스와 초조감, 출

혈성 위궤양이나 위염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 연

근은 한방에서는 우절(藕節)이라 하며 연의 근경 마디를 잘라 깨

끗이 씻어 건조하여 사용한다. 연근은 둥근 막대형으로 뿌리가

아니라 땅속줄기이며 마디마디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식물 뿌

리와는 그 생김새가 확연히 구별된다.

연근에 관한 연구로는 주로 생리활성(4), 구성 성분에 관한 연

구(5-8)와 조리가공에 관한 연구(9,10) 등이 있다. 연근은 생식을

하거나, 기름에 튀긴 상태로 활용된다. 또는 꿀, 설탕 등에 당절

임하여 정과로서 이용되기도 하는데, 주로 조림반찬으로 많이 이

용되고 있다(10). 최근에는 연근즙의 형태로도 가공되어 이용되

고 있다. 연근 속에 함유되어 있는 레시틴은 혈관벽에 콜레스테

롤이 침착되는 것을 예방하여 혈관벽을 강화시키며, 신경전달물

질인 아세틸콜린을 생성하여 치매 예방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

다(7). 또한 연근은 칼륨의 함량이 높고 복합단백질인 뮤신을 함

유하고 있어 콜레스테롤 저하작용과 위벽보호, 해독작용 등을 갖

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11).

이처럼 연근은 다양한 기능성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떫은 맛으

로 인해 소비가 제한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근의 떫은 맛을 개선

할 수 있는 가공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근 특유의 떫

은 맛은 가용성 탄닌에서 유래한다. 탄닌은 수용성이며 혀의 단

백질을 응고시켜 수렴작용을 하기 때문에 떫은 맛을 내며 기호

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산화, 환원반응의 기질로 작용하여 식

품의 색상에 영향을 미치며 단백질과 소수성 결합 및 수소결합

을 통해 식품 내에 함유된 단백질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한다

(12). 식품의 떫은 맛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열처리 또는

침지처리 방법 등이 있다(13). 열처리 방법은 단순히 떫은 맛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식품에 향과 맛을 부여하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볶음처리 방법은 짧은 시간에 높은 온도로 처리하여 갈변

반응을 촉진시키므로 데치기나 스팀처리와는 달리 독특한 향미

가 형성되어 기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14).

본 연구에서는 연근의 특유의 떫은 맛을 감소시키고 기호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건조, 침지처리, 스팀처리 및 압력볶음 등의

다양한 가공조건에 따른 관능적 특성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또한

가공방법에 따른 탄닌의 함량 변화와 연근의 이화학적 특성의 변

화를 조사하였다.

*Corresponding author: Hee Jeong Chae, Department of Food and
Biotechnology, Hoseo University, Asan, Chungnam 336-795, Korea
Tel: 82-41-540-5642
Fax: 82-41-532-5640
E-mail: hjchae@hoseo.edu
Received October 6, 2009; revised November 24, 2009;
accepted November 25, 2009



46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42권 제 1호 (2010)

재료 및 방법

시약 및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연근은 김포에서 생산되는 연근으로서 김포

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제공받았으며, 수도수에 2차 세척하여 이

물질을 제거하고 자연 탈수한 것을 사용하였다. 탄닌 분석에 사용

한 Folin Ciocalteu reagent는 Sigma사(St. Louis, MO, USA)의 제품

을 사용하였고, 그 밖의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은 일급시약을

사용하였다.

연근의 가공

연근을 2차 수세한 후 박피용 칼과 Y자형 근채류 박피도구를

사용하여 박피하였다. 박피 후 3 mm의 크기로 슬라이스한 연근

(1.8 kg) 중 600 g을 수도수 5배 수(w/w)의 침지액에 30분간 침지

한 후 자연탈수하여 침지처리(soaking, SK)하였으며, 또한 별도의

박피된 600 g의 연근을 가정용 스팀솥(Chefline, Bucheon, Korea)

을 사용하여 20분간 스팀처리(steaming, ST)하였다. 나머지600 g

의 박피된 연근에 대하여 특별한 처리없이(무처리) 건조 후 공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처리된 각각의 연근을 열풍건조기

(Taeyang electronics, Gimpo, Korea)를 이용하여 60oC에서 6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건조(drying, D)된 각각의 시료(침지처리, 스팀

처리, 무처리) 일부를 레미콘형 압력볶음기(National E&G, Goyang,

Korea)에서 1 bar의 압력으로 10분간 압력볶음처리(roasting, R)하

였다. 상기의 침지처리 후 건조(SK→D), 건조(D), 스팀 처리 후

건조(ST→D), 볶음처리(R) 등의 개별적인 처리 방법을 조합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조건으로 연근을 가공 처리하였다.

(1) 단순건조(D) 

(2) 침지처리 후 건조(SK→D)

(3) 스팀처리 후 건조(ST→D)

(4) 단순건조 후 압력볶음(D→R)

(5) 침지건조 후 압력볶음(SK→D→R)

(6) 스팀건조 후 압력볶음(ST→D→R)

탄닌 함량의 측정

탄닌 함량의 측정은 Duval과 Shetty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

다(3). 시료 용액 1 mL에 95% 에탄올 1 mL와 증류수 5 mL를 가

하여 잘 섞어주고 5% Na2CO3용액 1 mL과 1 N Folin Ciocalteu

reagent 0.5 mL를 가하였다. 이 후 실온에서 60분간 발색시킨 다

음,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gallic acid를 이용하여 작

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함량을 산출하였다.

관능검사 방법

6가지의 가공조건으로 처리된 연근을 생연근 관능검사를 통해

서 훈련된 패널 15명을 대상으로 관능적 특성을 5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였다. 가공된 연근 3 g에 끓인 물을 70oC로 식힌 후 일회

용 종이컵에 100 mL를 가하여 3분간 침출한 액의 떫은 맛, 구수

한 맛을 평가하였다. 1차적으로 볶음하지 않은 시료를 평가하였

으며 2차적으로 볶음한 시료를 평가하였다. 평가항목으로서 떫은

맛(astringent taste)에 대한 평가는 5점 척도법(떫지 않다 1점, 약

간 떫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떫다 4점, 매우 떫다 5점) 구수한

맛(roasted taste)에 대한 평가는 5점 척도법(구수하지 않다 1점,

그저 그렇다 2점, 약간 구수하다 3점, 구수하다 4점, 매우 구수

하다 5점)으로 실시하여 평가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2.0(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으로 Duncan의 다중비교 사후분석(post hoc multiple comparisons)

을 이용하였다(p<0.05).

색도

색도 측정은 색차계 CR-300 Chroma Meter(Minolta Camera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L(lightness)값, a(redness)값, b(yel-

lowness)값을 측정하였다. 시료는 분말화시킨 연근 3 g에 끓인 물

을 70oC로 식힌 물 100 mL를 가하여 3분간 침출한 액을 사용하

였으며 이때, 표준 백색판(calibration plate CR-A43)의 L, a 및 b

값은 각각 82.29, 83.83 및 97.33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사용하

였다.

GC/MS 측정

연근의 가공조건에 따른 향기성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photometry(GC/MS)로서 Clarus

500(Perkinelmer, Waltham, MA, USA)를 사용하여 정성분석 하였

다. Headspace법으로 분리된 휘발성 성분의 분석을 위해 컬럼으

로 Rxi-5ms(30 m×0.25 mm×0.25 µm, Restech Co., Ltd., Landen-

berg, PA, USA)를 사용하였고, 컬럼 오븐은 50oC에서 10분간 유

지한 후 280oC까지 10oC/10분으로 승온하여 10분간 유지하였으

며, 주입구 온도와 검출기 온도는 각각 230oC와 280oC로 설정하

였다. 운반기체인 헬륨의 유량은 1.0 mL/min으로 조정하였다. 시

료 주입량은 0.1 µL로 하였으며 MS의 온도는 230oC로 유지하였

고 총 47분간 측정하였다. 각 성분은 GC/MS에 의해서 얻은 총

이온크로마토그램에서 각 피크의 mass spectrum과 Wiley NBS

Library Search System(John Wiley & Sons, Inc., Hoboken, NJ,

USA)를 사용한 Library Search System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탄닌 함량의 측정

먼저, 가공조건에 따른 연근의 탄닌 함량의 변화를 조사하였

다. 연근을 각각 단순건조(D), 침지처리 후 건조(SK→D), 스팀

처리 후 건조(ST→D), 건조 후 압력볶음(D→R), 침지건조 후 압

력볶음(SK→D→R), 스팀건조 후 압력볶음(ST→D→R)과 같이

다양하게 처리한 시료들의 탄닌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단순건조(D) 연근에서 100 g당 탄닌 함량이 가장 높은

수치로서 325.0 mg/100 g을 나타내어, 단순건조 연근의 탄닌 함

량이 382.02 mg/100 g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3)와 유사한 함량

을 나타냈다.

침지처리 후 건조(SK→D) 연근과 스팀처리 후 건조(ST→D) 연

근의 탄닌 함량은 각각 215.3±8.4와 189±3.7로서, 단순건조 연근

의 탄닌 함량 대비 66%와 58%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스팀처리가 침지처리보다 탄닌 함량을 가장 크게

Table 1. Tannin content of lotus roots treated by various methods

Processing
conditions1)

Tannin content2)

(mg/100 g)
Relative tannin content 

(%)

D 325.0±14.2 100

SK→D 215.3±8.40 66

ST→D 189.7±3.70 58

D→R 340.7±45.8 104

SK→D→R 284.0±18.9 87

ST→D→R 200.6±12.4 61

1)D, Drying; SK, Soaking; ST, Steaming; R, Roasting
2)Values ar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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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스팀처리에 의해 연근 속의

탄닌이 유출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과

채류의 스팀처리시 무기질 함량이 급격히 감소되는 현상(15)과

유사한 결과이다.

연근의 단순건조(D)와 건조 후 볶음(D→R) 처리에 의한 탄닌

함량 변화를 비교하면, 볶음처리(R)에 의해서 탄닌의 함량이 증

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침지처리 후 건조(SK→D) 연근과 스

팀처리 후 건조(ST→D)의 경우에도 최종처리를 볶음처리(R)하였

을 경우 탄닌 함량이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

일의 경우 탄닌의 함량은 성숙과 함께 감소되기도 하며, 커피콩

의 경우 볶음처리 후에 함량이 1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16). 본 연구에서 압력볶음 후 탄닌의 함량이 증가된

것은 연근의 아미노산과 당이 결합하여 갈색화 반응이 일어나서

탄닌과 구조가 비슷한 폴리페놀 화합물이 형성되어 나타나는 것

으로 판단된다(17).

최종처리 방법으로 압력볶음(R) 처리한 3가지 시료(D→R, SK→

D→R 및 ST→D→R)의 탄닌 함량은 D→R>SK→D→R>ST→

D→R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조 전에 실시한 침지처리(S→K) 또

는 스팀처리(S→T)에 의해 탄닌 함량이 낮아졌으며, 특히 스팀처

리(S→T)에 의한 탄닌 함량 감소 효과가 큰 것은 볶음처리하지

않은 3가지 시료(D, SK→D 및 ST→D)에서도 나타난 결과이었

다. 결론적으로 스팀처리(ST→D) 연근에 의해 탄닌 함량이 단순

건조(D) 처리에 비하여 58%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으며(325.0

→189.7 mg/100 g), 다시 압력볶음처리를 통하여 증가(189.7→

200.6 mg/100 g)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탄닌이 미각에 수렴작용

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탄닌 함량

감소효과는 연근의 관능적 특성인 떫은 맛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판단된다.

관능평가

연근의 가공조건에 따라 처리된 연근의 떫은 맛과 구수한 맛

에 대한 기호도에 대하여 5점 척도법을 이용하여 관능평가를 실

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단순건조(D) 연근의 떫은 맛이 압

력볶음 후(D→R)에 감소하였으나 유의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p>0.05). 반면 구수한 맛은 압력볶음(R) 처리로 인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침지처리 후 건조(SK→D) 연근의 떫은 맛은 압력볶음공정 도

입 후(SK→D→R) 감소하였으며, 구수한 맛은 증가되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마찬가지로, 스팀처리 후 건조(ST→D) 연

근의 떫은 맛은 압력볶음 후(ST→D→R) 가장 작게 평가되었으

며, 구수한 맛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결과적으로 압력볶음하지 않은 연근시료들(D, SK→D 및 ST→

D)에 비해 압력볶음한 연근시료들(DR, SK→D→R 및 ST→D→R)

은 모두 구수한 맛에 의해서 떫은 맛이 압력볶음 하지 않은 것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떫은 맛 및 구수한

맛은 특히 건조 전에 스팀처리를 시행한 경우(ST→D→R)에서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스팀처리에서 탄닌 함량이 크게

감소한 결과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스팀처리에 의해 탄닌 함량을

낮추었고 압력볶음 처리에 의해서 구수한 맛이 향상된 것으로 판

단된다.

탄닌 함량과 관능품질의 상관관계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한 연근의 탄닌 함량, 떫은 맛 및 구수

한 맛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를 함께 도시하였고(Fig 1), 연근의

다양한 처리조건에 따른 연근의 탄닌 함량, 떫은 맛과 구수한 맛

을 Pearson 상관계수를 통계적으로 결정하여 세 변수간의 상관관

계를 검토하였다(Table 3).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수한 맛

과 떫은 맛에 대한 상관계수는 −0.868로 유의적으로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탄닌 함량과 떫은 맛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탄닌 함량과 구수한 맛도 상관관계

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탄닌 함량과 떫은 맛 간 상관관계

가 유의적으로 높지 않은 것은 단순한 탄닌 함량의 감소만으로

떫은 맛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실험결과에서

단순건조(D)에 비하여 스팀처리 후 건조(ST→D)하거나 침지처리

후 건조(SK→D)하는 경우에서 탄닌 함량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떫은 맛은 오히려 다소 증가하였다(Fig. 1). 반면 추가적으로 볶

음처리(R)를 한 경우에는 탄닌 함량이 소폭으로 증가한 반면 떫

은 맛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탄닌 함량의 변화에 기인하

기보다는 볶음처리에 의해 구수한 맛의 증가가 떫은 맛을 완화

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색도의 변화

Table 4는 다양한 가공조건에 따른 연근의 색도변화에 대해 색

Table 2. Sensory test for lotus roots treated by various methods

Processing conditions1) Astringent taste Roasted taste 

D 3.0±1.4b2) 1.4±0.73c

D→R 2.8±1.08b 02.9±1.03ab

SK→D 3.2±1.52b 1.4±0.83c

SK→D→R 2.8±1.14b 2.7±0.70b

ST→D 3.3±1.79b 1.7±0.88c

ST→D→R 1.6±0.89a 3.4±0.73a

1)D, Drying; R, Roasting; SK, Soaking; ST, Steaming
2)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tannin content, astringent
and roasted tastes

Tannin content Astringent taste Roasted taste

Tannin 1 0.154 -0.004

Astringent taste 0.154 1 -0.8681)

Roasted taste -0.004 -0.8681) 0

1)Significant at p<0.05

Fig. 1. Astringent taste, roasted taste and tannin content of lotus

root treated by various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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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단순건조(D), 침지 후 건조(SK

→D), 스팀처리 후 건조(ST→D) 연근시료들의 명도(L, lightness)

값을 측정한 결과 명도 값은 단순건조(D) 연근에서 높았다. 스팀

처리 후 건조(ST→D) 연근이 단순건조(D) 연근과 침지 후 건조

(SK→D) 연근에 비하여 L 값은 낮았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다. 즉, 건조(D)공정만으로는 침지처리(S→K) 또는 스팀처리

(S→T)에 의해 L값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압력볶음하지 않은 연근들(D, SK→D 및 ST→D)의 a값 및 b값

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압력볶음처리 3가지 시료(D→R, SK

→D→R 및 ST→D→R)에서 L 값은 압력볶음처리하지 않은 시료

들(D, SK→D 및 ST→D)에 비해 모두 감소하였으며, a값 및 b값

은 모두 증가하였다. 압력볶음처리(R)한 시료들 간의 비교에 의

하면, 스팀건조 후 압력볶음(ST→D→R)처리 연근에서 가장 낮은

L값과 가장 높은 a값 및 b값을 보였다. 외관상으로도 스팀건조

후 압력볶음(ST→D→R)연근에서 어두운 갈색을 띄었으며 구수

한 냄새가 강하게 감지되었다. 이러한 스팀건조 후 압력볶음처리

후 연근의 색도의 변화는 쌀을 누룽지로 가공할 때 관찰되는 현

상과 유사한 것이었다.

GC/MS의 변화

팽화처리에 의한 홍삼미의 휘발성 성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홍삼미의 향기성분이 압력볶음 후에 화합물은 대부분 감소한다

고 보고되었다(17-19). 따라서 연근의 가공과정에 따른 향기성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건조(D) 연근과 탄닌 함량이 가장

적은 스팀처리 후 건조(ST→D) 연근, 관능적인 기호도가 높은 스

팀건조 후 압력볶음 처리한(ST→D→R) 연근을 GC/MS를 이용하

여 분석한 결과, 약 22개의 물질피크를 분리하여 Table 5에 나타

내었다. 확인된 22개의 화합물은 aliphatic hydrocarbons 계열 1 종

류, N-containing compounds 계열 1 종류, phenol 계열 1 종류,

carbonyl 계열 1종류, esters 및 acid 계열 7 종류, alchol 계열 2

종류, vitamin 계열 3 종류, 식물성 sitosterol 계열 1 종류 및 기

타 5 종류로 분류되었다. 단순건조(D)한 연근시료와 스팀처리 후

건조(ST→D) 공정을 거친 연근 시료의 물질피크를 비교한 결과,

스팀처리 후 건조(ST→D) 연근의 물질피크에서 N-containing com-

pounds 계열 및 carbonyl 계열이 생성되었으며, esters와 acid 계열

은 감소하였거나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압력볶음

공정(R) 후 스팀건조 후 압력볶음(ST→D→R) 연근시료에서는

ester 계열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상대적으

Table 4. Hunter’s color value of lotus root treated by various

methods

Processing
conditions1)

Color value2)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D 79.59±0.00 2.19±0.00 15.46±0.15

SK→D 78.08±0.00 2.11±0.43 16.52±0.17

ST→D 71.85±0.00 2.94±0.00 14.30±0.00

D→R 56.75±0.00 8.41±0.00 30.73±0.00

SK→D→R 62.02±0.57 7.08±0.21 27.66±0.35

ST→D→R 54.30±0.00 11.76±0.75 31.63±0.00

1)D, Drying; SK, Soaking; ST, Steaming; R, Roasting
2)Values are mean±SD.

Table 5. Changes of volatile compounds in lotus root treated by various methods

Compounds
Treatment conditions1)

D ST→D ST→D→R

Aliphatic hydrocarbon compounds heptadeca-8,11-dienyl ○

N-containing compounds caffeine ○ ○

Phenol compounds 2-3-epoxyoctadec-4-yn-1-ol ○

Carbonyl compounds 1,2-benzenedicarboxylic acid ○

Esters and acid compounds

docosanoic acid ○

octadecanoic acid ○

9,12-octadecanoic acid ○

hexadecanoic acid ○

heptyl propyl ester ○

methyl ester ○

geranyl linalyl ester ○

Alchol compounds
1,3-tetradece-11-yn-1-ol ○

2-undecen-1-ol ○

Vitamin compounds

vitamin E ○

γ-tocophenol ○

β-tocophetol ○

Sitosterol compounds γ-sitosterol ○ ○

Etc

2,3-epoxyoctadec-4-yn-1-ol ○

2-r-acetoxymethyl-a-t-butylperoxyisopropyl ○

5-(1-methyle-4-pentenylide)-1,3-cyclopentadiene ○ ○

8-methyl-5-nonen-9-ol ○

3,7,11-trimethyl-1,3,5,8,10-dodecapentaene ○
1)D, Drying; ST, Steaming; R, Ro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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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휘발성이 강한 ester 계열의 화합물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압력볶음(R)공정의 도입에 의해 여러

가지 휘발성 물질들이 많이 생성되어 구수한 맛이 향상되는 것

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연근에 대한 다양한 가공조건을 검토한 결과 스팀처

리에 의해서 탄닌 함량이 감소되고 떫은 맛이 감소되며 볶음처

리에 의해서는 구수한 맛이 증가되어 관능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요 약

연근 특유의 떫은 맛을 저감하기 위하여 건조, 침지처리 및 스

팀처리 등의 다양한 가공조건에 따른 탄닌 함량의 변화와 관능

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6가지 가공조건으로서 단순건조(D), 침지

처리 후 건조(SK→D), 스팀처리 후 건조(ST→D), 단순건조 후 압

력볶음(D→R), 침지건조 후 압력볶음(SK→D→R), 스팀건조 후

압력볶음(ST→D→R)을 실시한 후 가공조건별 떫은 맛의 주요성

분인 탄닌 함량을 조사하고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탄닌 함량은

스팀처리 후 건조(ST→D)한 연근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공

처리에 따른 연근의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스팀처리(S→T)에

의해 떫은 맛이 감소하였고 압력볶음(R) 처리에 의해 구수한 맛

이 증가하였다. 연근의 스팀처리에 의해서 탄닌 함량이 감소되었

고 떫은 맛이 제거될 수 있었으며 압력볶음(R) 처리를 통해서는

다양한 향기성분의 발향을 통해 구수한 맛을 갖게 하여 관능적

으로 우수한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스팀건조 후 압

력볶음(ST→D→R) 처리의 연근이 떫은 맛과 구수한 맛에서 가

장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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