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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customers’ demand and attention to dried agricultural products or foods have 
increased due to their convenience and nutritional values. Conventional drying methods 
such as solar drying and hot air drying have been most widely used for producing a large 
amount of dried agricultural products; however, those methods require quite a long time 
and high energy consumption. To compensate for these issues associated with conventional 
methods, dielectric heating such as microwave and radio frequency heating has been used 
as a supplemental method in the drying procedu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icrowave 
drying characteristics of squash slices with different thicknesses under different microwave 
power intensities and determined the best drying model that could precisely describe the 
experimental drying curves of the squash slices. The squash was cut into slices with two 
different thicknesses (5 and 10 mm), and then, they were dried under different microwave 
power intensity ranges between 90 and 900 W with an increase interval of 90 W. Six drying 
models were tested to evaluate the fit to the experimental drying data, and the effective 
moisture diffusivity (Deff) values of the squash slices under microwave drying were determined. 
The results clearly show that as the microwave power was increased, the drying time of 
both squash slices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nd the slope of the drying rate increased. 
The effective moisture diffusivity was also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microwave power 
intensities and thicknesses of the slices. In addition, the Page model was most suitable to 
delineate the drying curves of both squash slices under different microwave power int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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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국내에서 생산되는 호박 중 대부분은 애호박으로서 moschata 계통의 동양계 호박이며 보통 미숙
한 과일 상태로 청과용으로 이용되고 있다(Lee and Yang, 1999). 애호박은 다양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연중 소비 되는 품목이지만, 표면 강도가 약하여 수확 후 보관 중 손상되기가 쉽고 유통기한
이 짧은 단점이 있다(Park et al., 2006). 애호박의 유통 중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재배 중 플라스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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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틀을 이용하여 애호박의 형태를 균일하게 하는 재배 방법을 사용하고 애호박의 보관 기관을 연장하기 위해 수확 후 
저온 저장하거나 또는 애호박을 건조 가공하여 유통하고 있다.

농산물 및 식품 저장 방법 중 하나인 건조 방법은 농산물 및 식품을 효율적으로 장기간 동안 보존 가능하게 하는 방법
이며, 식품을 건조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고형물에서 미생물 손상이 없을 정도만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다(Drouzas and 
Schubert, 1996). 또한, 건조 대상의 효소 활성, 향기, 풍미, 식품의 기호성과 같은 물리적, 생물학적 및 화학적 특성에 영향
을 미친다(Dadali et al., 2007a).

Microwave 가열이란 높은 주파수(주로 915 MHz, 2.45 GHz)의 전자기파(교류 신호)가 농산물 및 식품 내부의 물 분자 및 
이온과 빠르게 반응하여 물 분자 진동에 의한 마찰열 및 이온 전도(ionic conduction)에 의해 발생한 열로 인해 농산물 및 식
품 내부를 빠르게 가열되고 열 손실이 적으며 (Zhang et al, 2017), microwave 파워(전력) 및 가열 시간 제어가 간편하고 복
잡한 형상 또는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품도 비교적 균일하게 가열이 가능하다 (Lee et al., 2011). Microwave 가
열은 식품 내부를 매우 빠르게 가열하기 때문에 농산물 및 식품의 건조 공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microwave를 농
산물 및 식품의 건조에 사용하였을 경우 농산물 및 식품의 색도와 비타민이 보존되며 다른 건조 장치와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크기가 작은 장점이 있다. 피 건조물에 과도한 출력의 microwave를 사용 시 분자간 마찰로 세포 파괴 가능성이 있으
며, 가열 속도에 따라 산화나 열화가 진행되는 단점이 있지만(Youn et al., 1997) 식품의 건조 시간 단축 및 품질 저하를 최
소화 하기 위해서 microwave 건조가 많이 시행되는 추세이다. Microwave를 이용하여 감자(Darvishi, 2012), 감초(Balbay and 
ahin, 2012), 당근(Arikan et al., 2012; Zhao et al., 2014), 두리안(Paengkanya et al., 2015), 버섯(Bhattacharya et al., 2015), 블루베

리(Zielinska and Michalska, 2016), 사과(Zarein et al., 2015), 콩(Doymaz et al., 2015; Cao et al., 2017) 등을 건조하여 건조특성을 
구명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microwave를 사용하여 애호박 건조 시 microwave 조건에 의한 건조 특성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
되었으며, microwave 출력의 세기와 시료의 두께를 달리하여 건조 시간에 따른 건조의 수행 정도 및 건조 속도를 측정하
여 최적의 microwave 건조 조건을 구명하고 microwave 건조 모델링을 제시하였다.

Material and Methods

실험재료

사용된 실험 재료는 2016년에 대전 노은동 농수산시장에서 구입한 국내산 애호박으로, 실험 수행 전 하루 정도 실온에
서 보관하였다. 시료 제작을 위해 애호박은 흐르는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 채칼(One touch slicer pro, CHOP & CHOP Co., 
China)을 사용하여 5 mm와 10 mm의 슬라이스 시료로 제작하였다. 두께의 평균 오차 한계는 0.2 mm로 하였다. 한 실험 당 
시료는 12개를 사용하였으며 테프론(두께: 1 ± 0.2 mm)으로 제조된 원형 메시 트레이 위에 놓고 microwave 건조하였다.

Microwave 건조 장치

본 연구에서는 microwave 건조 장치 제작을 위하여 2.45 GHz에서 최소 출력 90 W부터 최대 출력 900 W까지 10 단계로 
출력 조절이 가능한 microwave 오븐 (Mwx304sl, Whirlpool Co., USA)를 사용하였다. 내부 microwave 챔버의 크기는 240 × 
354 × 358 mm 이며, 직경이 315 mm인 회전 유리판이 내부 챔버 중앙에 놓여져 있다. 애호박이 건조되는 과정 동안 증발 
되는 수분이 건조 챔버 내에서 응축되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 하기 위해 소형 환기 팬을 microwave 오븐 
왼쪽 상단에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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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측정

5 및 10 mm 두께의 애호박 슬라이스 시료 12개를 원형 메쉬 트레이에 위치시킨 후 microwave 건조장치를 이용하여 건
조하였으며 0.01 g의 정밀도를 가진 정밀 저울(PAG2102C, OHAUS Co., USA)을 사용하여 microwave 건조 과정 중 시료의 
무게 변화를 측정하였다. 중량 측정 과정 중 외부 환경에 의한 영향으로 인한 샘플의 무게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샘플
의 무게 측정은 약 10초 이내에 완료되었다.

Microwave 건조 속도 및 박층 건조 모델

5 및 10 mm 두께의 애호박 슬라이스의 함수율(Moisture ratio, MR) 및 건조속도(Drying rate)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되
었다.

 	 	 	 	 	 	 	 (1)
     
             
                                                                             	 	 	 	 	 	 	 (2)

위 식에서, Mt: 시간 t에서의 수분함량(%), Mo: 초기수분함량(%), Me: 평형수분함량(%), Mt + dt: t + dt에서의 수분함량(%)
을 나타낸다. 여기서 t는 시간 (min)을 나타낸다.

애호박 슬라이스 시료(5 mm 및 10 mm)의 건조 곡선을 가장 잘 묘사하는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 총 6가지의 건조 모델을 
본 연구에서는 적용하였다 (Table 1).

적용된 모델들의 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비선형 회귀 분석은 SPSS 24.0 소프트웨어(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
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적용된 건조 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통계 비교 지수인 결정 계수(R2), 카이 제곱(χ2) 및 평
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사용하였으며, 모델의 적합성은 R2 값이 높고 χ2와 RMSE 값은 낮을수록 
높은 적합성을 나타낸다 (Arumuganathan et al., 2009). χ2와 RMSE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되었다.

 	 	 	 	 	 	 	
(3)

                                                                              	 	 	 	 	 	 	
(4)

여기서 매개 변수 MRexp, i는 ith의 함수율, MRpre, i는 ith의 예상 함수율, N은 관측 수를 나타낸다.

Table 1. Drying models applied to fit with drying curves of squash slices.
Model name Drying model Reference
Newton MR = exp (−kt) O’Callaghan et al. (1971)
Page MR = exp (−ktn) Page (1949)
Henderson and Pabis MR = aexp (−kt) Henderson and Pabis (1961)
Logarithmic MR = aexp (−kt) + c Yagcioglu et al. (1999)
Modified Henderson and Pabis MR = aexp (−kt) + bexp (−gt) + cexp(−ht) Karathanos and Belessiotis (1999)
Two - Term MR = aexp (−kt) + bexp( − k0t) Madamba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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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wave 건조의 유효수분확산도

유효 수분 확산 계수(Deff)는 재료의 성분, 온도 및 수분 함량의 영향을 받으며 건조 공정 중 수분 전달을 보여주는 지표
이다(Park et al., 2015). Microwave 건조에 따른 애호박 슬라이스 시료의 유효 수분확산도를 구하기 위해 Fick’s 확산 법칙 중 
Fick’s second law을 사용하였다. 또한 유효 수분확산도는 시료의 형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호박 시료를 평판 형
태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5)

위 식에서 Deff 는 유효 수분 확산 계수(m2/s), t는 건조 시간(s), l은 시편 두께의 절반(m)이다. 만약, 건조 시간이 길 경우 
위 식의 n=1인 첫 항만을 취하여 아래 식과 같이 간단한 형태로 바뀐다(Wang et al., 2007).

 ln MR ln
L

D t8
4
eff

2 2

2

r

r
-= 	 	 	 	 	 	 	 	 	  (6)

Results and Discussion

애호박의 microwave 건조 특성

Fig. 1과 Fig. 2는 애호박 두께 5 및 10 mm 슬라이스 시료의 microwave 출력에 따른 건조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Microwave 
건조 과정 중 애호박 편의 무게는 높은 출력에서 낮은 출력으로 갈수록 출력에 따른 함수율이 같아질 때까지 건조 처리 
시간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5 mm 애호박 시편의 경우 최대 출력 900 W의 경우엔 9분이, 최소 출력 90 W의 경우 500

분이 소요되었으며, 최대 출력과 최소 출력 사이의 소요 시간은 약 55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 10 mm 애호박 시편의 경우 
최대 출력 900 W의 경우엔 17분이, 최소 출력 90 W의 경우 600분이 소요되었으며, 최대 출력과 최소 출력 사이의 소요 시
간은 약 35배 정도 차이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편의 두께와 상관 없이 900 W에서 180 W까지는 건조 곡선이 가파른 형상을 보였으며, 최소 출력인 90 W에서 높은 
출력에서의 건조 곡선과 다른 형상의 원만한 곡선이 확인되었다. Darvishi (2012)에 따르면 감자 편을 microwave 건조 시 

Fig. 1. Change in moisture ratio of 5 mm squash slices dried at different microwave power int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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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wave 출력이 높을수록 건조시간이 단축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로 건조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수분 함량이 감소 하였으며, microwave 출력이 강할 수록 건조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90W 및 180 W
를 제외한 microwave 출력에서 애호박 편 시료는 최종 건조 과정 진행 중 또는 건조 말기에 탄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Microwave 출력에 따른 바나나 건조(350, 490 및 700 W)실험에서 490 W와 700 W 출력 시 시료의 탄화현상으로 인해 350 
W 출력을 선정하였고(Maskan, 2000), 당근의 microwave 건조에서 300 W 이하의 출력을 적용하였다(Prabhanjan et al. 1995).

Fig. 3 및 Fig. 4는 microwave의 출력에 따른 5 및 10 mm 두께의 애호박 슬라이스 시료의 건조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애
호박의 두께와 상관없이 모든 microwave 출력에서, 건조속도가 시료의 수분함량이 높은 초기에 증가한 후 수분함량은 감
소하지만 건조속도가 일정한 항률 건조 기간(constant rate period)과 수분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건조속도가 감소하는 감률
건조기간(falling rate period)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두께에 따라 건조속도를 비교한 결과 900 W의 마이크로파 출력에서 5 
mm 애호박 슬라이스의 최대 건조속도가 0.136인 반면 10 mm 두께에서의 최고 값은 0.74로 약 1.8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
으며 두께가 두꺼울 수록 최대 건조속도는 감소하였다.

Fig. 2. Change in moisture ratio of 10 mm squash slices dried at different microwave power intensities.

Fig. 3. Drying rate of 5 mm squash slices under different microwave int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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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층 건조 모델

Microwave 출력과 시편의 두께에 따라 건조 실험 결과 얻은 데이터를 SPSS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선형 회귀 
분석한 결과(통계비교지수)를 Table 2와 Table 3에 나타냈다. 모든 박층 건조 모델은 애호박 시료의 두께 및 microwave의 출
력에 관계없이 애호박 슬라이스 시료의 건조 특성을 나타내는데 적합하였다. 애호박 5 mm에서 microwave 출력에 따른 건
조 곡선 예측 모델 중 Page 모델이 가장 높은 R2값(> 0.99)과 가장 낮은 RMSE 값(< 0.029)과 χ2 값(< 0.0008)을 나타냈다. 또
한, 애호박 10 mm에서 결과 역시 Page 모델이 가장 높은 R2값(> 0.99)과 가장 낮은 RMSE 값(< 0.029)과 χ2값(< 0.0008)이 나

Table 2. Drying models used for describing drying curves of 5 mm squash slices under different microwave 
power intensities.

Model Microwave power (W)
90 180 270 360 450 540 630 720 810 900

Newton R2 0.9917 0.9531 0.9427 0.9450 0.9457 0.9416 0.9503 0.9533 0.9491 0.9473
RMSE 0.0348 0.0739 0.0765 0.0813 0.0823 0.0882 0.0812 0.0806 0.0858 0.0902
χ2 0.0012 0.0055 0.0058 0.0066 0.0068 0.0078 0.0066 0.0065 0.0074 0.0081

Page R2 0.9975 0.9962 0.9967 0.9934 0.9948 0.9952 0.9982 0.9976 0.9982 0.9980
RMSE 0.0193 0.0215 0.0187 0.0290 0.0266 0.0264 0.0167 0.0199 0.0176 0.0194
χ2 0.0004 0.0005 0.0003 0.0008 0.0007 0.0007 0.0003 0.0004 0.0003 0.0004

Henderson and 
Pabis

R2 0.9928 0.9654 0.9584 0.9581 0.9573 0.9529 0.9599 0.9607 0.9567 0.9532
RMSE 0.0331 0.0650 0.0667 0.0731 0.0760 0.0831 0.0780 0.0798 0.0867 0.0950
χ2 0.0011 0.0042 0.0044 0.0053 0.0058 0.0069 0.0061 0.0064 0.0075 0.0090

Logarithmic R2 0.9947 0.9807 0.9804 0.9724 0.9810 0.9761 0.9884 0.9853 0.9870 0.9952
RMSE 0.0290 0.0498 0.0469 0.0612 0.0529 0.0624 0.0452 0.0535 0.0530 0.0351
χ2 0.0008 0.0025 0.0022 0.0038 0.0028 0.0039 0.0020 0.0029 0.0028 0.0012

Two-Term R2 0.9956 0.9833 0.9829 0.9751 0.9573 0.9529 0.9892 0.9864 0.9878 0.9954
RMSE 0.0271 0.0476 0.0449 0.0603 0.0832 0.0929 0.0478 0.0576 0.0594 0.0422
χ2 0.0007 0.0023 0.0020 0.0036 0.0069 0.0086 0.0023 0.0033 0.0035 0.0018

Modified Henderson 
and Pabis

R2 0.9985 0.9832 0.9828 0.9749 0.9573 0.9529 0.9892 0.9863 0.9876 0.9953
RMSE 0.0166 0.0507 0.0477 0.0653 0.0931 0.1073 0.0619 0.0817 0.1035 0.0361
χ2 0.0003 0.0026 0.0023 0.0043 0.0087 0.0115 0.0038 0.0067 0.0107 0.0013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MSE, root mean square error; χ2, reduced chi-square.

Fig. 4. Drying rate of 10 mm squash slices under different microwave int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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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또한, Page 모델의 통계분상수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Page 모델이 애호박의 건조 곡선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
었으며 식의 형태가 단순하여 애호박의 건조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적합성을 가졌음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파슬리
(Soysal, 2004), 캐슈넛(Asiru, 2013), 포도(Kassem et al., 2011; Adiletta et al., 2016), 마늘(Sharma and Prasad, 2001)의 박층 건조
특성을 나타내는데 Page 모델이 적합하였다.

유효 수분 확산도

유효 수분 확산도를 구하기 위해 건조 실험 후 계산된 MR 데이터에 자연 로그를 취하여 MR 대수를 시간에 따른 그래
프로 나타내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5 및 10 mm 애호박 슬라이스 시료의 유효 수분 확산도를 추정하였으며 
추정된 값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3. Drying models used for describing drying curves of 10 mm squash slices under different microwave 
power intensities.

Model Microwave power (W)
90 180 270 360 450 540 630 720 810 900

Newton R2 0.9921 0.9531 0.9550 0.9211 0.9176 0.9232 0.9123 0.9300 0.9025 0.9136
RMSE 0.0276 0.0698 0.0674 0.0975 0.1025 0.1001 0.1029 0.0937 0.1134 0.1089
χ2 0.0008 0.0049 0.0045 0.0095 0.0105 0.0100 0.0106 0.0088 0.0129 0.0119

Page R2 0.9968 0.9926 0.9968 0.9934 0.9941 0.9974 0.9972 0.9980 0.9975 0.9980
RMSE 0.0178 0.0284 0.0183 0.0288 0.0281 0.0190 0.0193 0.0164 0.0191 0.0175
χ2 0.0003 0.0008 0.0003 0.0008 0.0008 0.0004 0.0004 0.0003 0.0004 0.0003

Henderson and 
Pabis

R2 0.9926 0.9663 0.9732 0.9441 0.9413 0.9453 0.9375 0.9492 0.9274 0.9339
RMSE 0.0272 0.0607 0.0530 0.0835 0.0885 0.0866 0.0904 0.0833 0.1031 0.1011
χ2 0.0007 0.0037 0.0028 0.0070 0.0078 0.0075 0.0082 0.0069 0.0106 0.0102

Logarithmic R2 0.9990 0.9944 0.9837 0.9808 0.9803 0.9698 0.9901 0.9826 0.9887 0.9881
RMSE 0.0103 0.0253 0.0421 0.0497 0.0525 0.0660 0.0375 0.0512 0.0431 0.0459
χ2 0.0001 0.0006 0.0018 0.0025 0.0028 0.0044 0.0014 0.0026 0.0019 0.0021

Two-Term R2 0.9990 0.9949 0.9858 0.9441 0.9413 0.9728 0.9903 0.9833 0.9888 0.9883
RMSE 0.0102 0.0249 0.0401 0.0864 0.0928 0.0643 0.0391 0.0528 0.0459 0.0491
χ2 0.0001 0.0006 0.0016 0.0075 0.0086 0.0041 0.0015 0.0028 0.0021 0.0024

Modified Henderson 
and Pabis

R2 0.9990 0.9948 0.9972 0.9441 0.9413 0.9727 0.9901 0.9831 0.9887 0.9881
RMSE 0.0108 0.0266 0.0186 0.0897 0.0978 0.0684 0.0440 0.0603 0.0546 0.0605
χ2 0.0001 0.0007 0.0003 0.0080 0.0096 0.0047 0.0019 0.0036 0.0030 0.0037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MSE, root mean square error; χ2, reduced chi-square.

Table 4. Estimeted parameters of Page model at different thicknesses and microwave power.

Micorwave power (W) 5 mm 10 mm
k n k n

90 0.0026 1.2016 0.0016 1.1467
180 0.0045 1.6077 0.0032 1.4540
270 0.0117 1.6062 0.0051 1.4936
360 0.0168 1.6576 0.0031 1.7732
450 0.0230 1.6241 0.0046 1.8247
540 0.0269 1.7114 0.0061 1.9060
630 0.0420 1.6021 0.0079 1.8231
720 0.0559 1.6019 0.0144 1.7351
810 0.0592 1.6426 0.0101 1.9311
900 0.0781 1.6678 0.0161 1.8716
k, drying constant (min-1); n, dimensionless drying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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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호박 시료의 두께 차이와 관계 없이 microwave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slope와 Deff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R2의 
경우 출력이 작을수록 값이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 5 mm의 애호박 편의 경우 5.07 × 10-10에서 1.67 × 10-8 (m2/s)까지 출력
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10 mm 애호박 편 시료의 경우 1.01 × 10-9에서 3.34 × 10-8 (m2/s)의 범위로 나타났다. 동일한 
microwave 출력에서 시료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Deff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농산물 및 식품의 건조에서 일반적인 
유효확산도는 10-12 에서 10-8 또는 10-6 (m2/s) 범위로 알려져 있고 (Harish et al., 2014; Doymaz et al., 2015), 실제 microwave 건
조에서 무(Lee et al. 2018)의 Deff 는 2.907 × 10-9에서 1.215 × 10-8 (m2/s), 시금치(Dadali et al, 2007b)의 Deff 는 1.99 × 10-10 에
서 5.24 × 10-10 (m2/s), 캐모마일(Motevali et al., 2016)의 Deff 는 5.46 × 10-8 에서 3.96 × 10-7 (m2/s) 범위에서 microwave 출력
과 두께가 증가할수록 Deff 는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결과적으로 microwave의 출력 세기와 시료의 두께가 Deff 값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Conclusion

본 연구 결과 microwave 출력 세기가 건조 속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icrowave의 출력 세기가 
높을 수록 초기 수분 손실이 높아 건조 곡선이 가파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microwave 특성인 내
부 가열이 먼저 진행 됨에 따라 중심에서 외부로 수분 전달을 빠르게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애호박 시료의 두께 차
이에 관계 없이 microwave 출력 900 W에서 270 W까지 애호박 건조에 소요되는 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
인하였지만, 180 W의 경우 50분이 더 소요 되었고, 90 W의 경우 100분이 더 소요됨을 확인 하였다

Microwave 출력이 고출력이며, 두께가 얇을 수록 건조 소요시간은 작았지만, 시료 표면에 상품화 가치가 떨어지는 탄
화 현상이 관찰 되었다. 따라서 애호박의 건조 시간은 단축 시키면서 탄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Table 5. Effective moisture diffusivity (Deff) of squash slices for microwave drying conditions.
Microwave power (W) Thickness (mm) slope Deff (m2/s) R2

90 5 0.0002 5.07 × 10-10 0.9894
10 0.0001 1.01 × 10-9 0.9770

180 5 0.0010 2.53 × 10-9 0.9397
10 0.0006 6.08 × 10-9 0.9197

270 5 0.0019 4.81 × 10-9 0.9416
10 0.0007 7.09 × 10-9 0.9493

360 5 0.0021 5.32 × 10-9 0.9425
10 0.0014 1.42 × 10-8 0.9362

450 5 0.0028 7.09 × 10-9 0.9578
10 0.0022 2.23 × 10-8 0.9211

540 5 0.0037 9.37 × 10-9 0.9558
10 0.0026 2.63 × 10-8 0.9547

630 5 0.0039 9.88 × 10-9 0.9637
10 0.0021 2.13 × 10-8 0.9247

720 5 0.0044 1.11 × 10-8 0.9643
10 0.0024 2.43 × 10-8 0.9556

810 5 0.0049 1.24 × 10-8 0.9583
10 0.0029 2.94 × 10-8 0.9197

900 5 0.0066 1.67 × 10-8 0.9174
10 0.0033 3.34 × 10-8 0.9103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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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microwave 출력 180 W 건조하는 것이 식품 산업에 이용이 가능한 최적의 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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