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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xtend shelf life of mulberry fruits, usually expensive freeze drying of freezing process is required. In this study an
economic to multipurpose agricultural products dryers with mulberry dryer and technique was developed to reduce post-
harvest processing cost. Fuel and electricity consumption for drying were lowest when drying temperature was 60oC.
And various drying conditions (fuel 3 hrs, heat 1 hr, room temperature air velocity 51 hrs) of the developed dryer were
analyzed to improve drying performance. Dried mulberry fruits had dark brown color and marketable high quality
explain the semi-drie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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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에 들어 각종 성인병 및 암 발생 등 생활 습관병

이 증가하고 있고 오디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으로써의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그 수요가 점

차 증가하고 있다(Seed and Life Industry Division 2011).

오디는 한방에서 상심이라 하며 보약으로 기록되어 있는

데 장기간 섭취 시 흰머리가 검어지고 늙지 않는다고 기

록되어 있다(Kim et al. 1999). 또한 오디는 당과 유기산

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 색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붉

은색 쌀에 비해서는 4배 이상, 검정콩에 비해서는 약 9배,

포도에 비해서는 23배나 많다(Lee et al. 1998). 그러나 이

토록 건강 및 영양학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

하고 5 ~ 6월의 하절기 수확으로 품질열화가 쉬워 짧은 유

통기간을 가지는 문제점이 있어 수확 후 일부는 바로 소

비자에게 생과로 나머지는 동결 후 냉동과로 판매하기 때

문에 유통 및 판로에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Joung

and Yun 2009). 

현재까지 진행된 오디 건조 연구는 국외의 경우 수학적

모델 정립 등 실험실 수준의 연구가 대부분인데 마이크

로파 건조(Evin 2011, Mahboubeh et al. 2013), 스프레이

건조(Mahboubeh et al. 2012), 태양 및 태양열 건조(Doymaz

2004b, Akpinar 2008, Abdullah and Aydin 2009), 열풍건

조(Doymaz 2004a), 에어건조(Omer et al. 2007)등 이 전

부라 할 정도로 매우 극소수이며 상용화된 연구는 전무

한 편이다.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 또한 미미하며 발표된

것은 몇 편에 불과하다. 최종함수율 45%인 반건조 오디

를 얻는데 필요한 온도 및 건조시간은 열풍건조에서 60.7oC,

5.4시간, 저온건조에선 34.8oC, 23.3시간이 최적이지만 미

생물을 생성하는 효소활성화(포리페놀 옥시다이스)의 온

도범위는 30oC ~ 40oC 사이가 가장 활발하므로 저온건조

보다는 열풍건조를 권장한다고 보고되었다(Teng and Lee

2014). −40oC 이하에서 보관한 오디에 대해 내부온도를

30 ~ 35oC사이로 맞추어 놓은 동결건조기에 넣고 23 ~ 24

시간 동안 진공상태에서 건조시킴으로써 오디는 열매끼리

뭉치지 않고 한 알씩 분리되며, 만졌을 때 손에 묻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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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특히 안토시아닌 색소인 C3G를 비롯해 루틴(rutin),

가바(GABA),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 등의 다양한 기능

성 성분과 오디 고유의 맛, 향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Kim et al. 2015). 오디는 과피가 연약

하여 잘 물러지고 부패되기 쉬워 수확 즉시 출하하거나

냉동 보관해야 한다. 또한 장기저장 오디는 냉동 또는 동

결 건조시켜 판매하고 있으나 판매할 때까지의 보관 및 유

통비용이 발생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따

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디를 건조 또는 반 건조시키

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농가의 기계 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고가의 건조기를 대

체할 수 있는 저렴한 건조기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하여 다

목적농산물건조기를 활용하여 오디에 맞게 개량함으로써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유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농가보급형 오디 반 건조기 및 반 건조 기술을 개

발하였고 이와 관련한 오디 반 건조 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오디는 예비 건조 시험에서는 2013

년산 냉동오디를, 건조 시험에선 경상북도 문경시에 위치

한 농가에서 수확한 2014년산 품종 ‘수원뽕’ 생오디 및

냉동오디를 사용하였다. 

2. 건조요인시험장치

오디 건조에 적정한 건조온도, 풍량, 건조시간 등을 구

명하기 위해 개량한 건조요인시험장치의 구조는 그림 1

과 같다. 건조면적 1.65 m2인 일반다목적농산물건조기를

대상으로 하여 1/4면적(0.4 m2)에 국한하여 건조요인시험

을 하였다. 건조상자(채반)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하였고

크기는 기존 상자 폭 690 mm에서 590 mm로 개량 제작

하였으며, 건조 시 오디가 달라붙지 않도록 부착방지용

망을 설치하였다. 재순환구는 연료소모 및 오디의 빠른

수분 증발을 고려하여 건조실에서 가온된 열이 재순환되

도록 50% 정도만 개폐할 수 있도록 개량 설계하였다. 풍

량 즉, 배풍량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가변 인버터도

설치하였다. 

3. 오디 반 건조기 

반 건조 오디를 생산하기 위한 개량 건조기의 구조를

그림 2에 나타냈다. 건조면적 0.825 m2인 일반 다목적농

산물건조기중 연료와 히터를 겸용할 수 있는 건조기를 구

입하여 개량하였으며, 건조상자의 재질 및 크기는 건조기

Fig. 1. A view of improve factor experimental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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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는 것으로 사용하였고 재순환구, 가변인버터 및 오

디 부착 방지용 망은 건조요인시험장치와 같은 조건으로

개량 제작하였다. 

4. 예비건조시험

건조온도 및 풍량을 구명하기 위한 처리요인은 온도 2

수준(항온, 변온), 시간변화 3수준, 풍량 2수준으로 하였

고 건조량은 1개의 건조상자에 각 2 kg씩 상, 중, 하 총

6 kg을 건조하였다. 주요조사항목은 건조소요시간, 오디의

표면 상태, 건조 후 오디와 부착 방지 망과의 분리여부,

건조 후 시료상태 등을 조사하였다(표 1). 

5. 완전건조시험, 온, 습도, 경도, 부피감모율 

예비건조시험에서 얻어진 건조온도 및 풍량 조건을 가

지고 표 2와 같은 시험조건으로 하여 완전건조시험을 하

였다. 건조온도는 항온, 변온으로 하여 시험하였으며, 건

조상자에 적용하는 시료 위치는 연속 또는 분리 상태로

시험하였다. 꿀과 물을 1 : 2, 1 : 3, 1 : 5비율로 희석하여

꿀코팅 건조시험도 병행하였다. 주요 측정항목은 건조소

요시간, 연료소모량, 전력소모량, 부피감모율, 경도 등을

Fig. 2. Structure of improvement multipurpose agricultural dryer.

Table 1. Drying conditions of pretest dry

Type 

Drying 

volume

(㎏)

Drying temperature 

(oC)

Airflow 

rate

(m3/s)

Recycling hole open & close 

(%)
Condition of test on sample

D1 6 85(1h) → 55 1.87 50 Frozen mulberry is not very good

D2 〃 85(1h) → 55 1.87 〃 Frozen mulberry is good

D3 〃 85(1h) → 55 1.27 〃 〃

D4 〃 60 1.87 〃 〃

D5 〃 85(0.5h) → 55 1.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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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또한 건조진행시 건조실내의 온, 습도 분포를 알

아보기 위해 온, 습도계(Thermo recorder TR-72Ui, T&D

corp, JAPAN)를 사용하였고, 건조 전, 후의 경도(압축력)

을 측정하기 위해 경도시험기(Texture analyzer, TA-XT2i,

ENGLAND)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방법은 물성프로브 받침

대에 일정한 크기의 용기를 배치하여 다수의 오디를 담

아 프로브의 면적만큼 압축력이 작용하도록 하였다. 부피

감모는 일정사각용기에 시료를 담은 후 실린더에 물을 채

워서 부은 다음 건조 전, 후의 물의 양만큼 부피를 측정

하였다(그림 3). 

6. 반 건조시험

완전건조시험에서 구명된 오디 안정화 조건인 온도 및

시간, 함수율 범위 등을 토대로 하여 등유(연료) 가열시간,

히터(전기) 가열시간, 상온통풍시간을 시험조건으로 하여

반 건조 시험을 하였다. 오디가 수분을 머금고 안정화되

는 함수율범위 70 ~ 73%, 건조소요시간 2 ~ 3시간을 감안

하여 연료 2수준(2, 3시간), 전기히터 4수준(1, 2, 3, 4시

간), 나머지는 상온통풍으로 시험하였다(표 3). 이 때 건

조시료량은 시험마다 40 kg을 사용하였다. 공기유입구는

Table 2. Drying conditions of perfect dry

Type 

Drying 

volume

(kg)

Drying temperature 

(oC)

Airflow 

rate

(m3/s)

Recycling hole open & close 

(%)
Condition of test on sample

P1 6 60(bc) 1.87 50 Original mulberry

P2 20 60(bc) 〃 〃 〃

P3 6 60(4h) → 45 〃 〃 Original mulberry(honey coating)

P4 〃 60(4h) → 50 〃 〃 Original mulberry

P5 〃 55(8h) → 60 〃 〃 〃

P6 〃 60(bc) 〃 〃 Frozen mulberry

P7 〃 60(4h) → 50 〃 〃 〃

P8 〃 55(4h) → 60 〃 〃 〃

P9 〃 60(bs) 〃 〃 〃

P10 〃 60(bc) 〃 〃 Frozen mulberry(honey coating)

※ bc : box continues bs : box separated 

Fig. 3. Test equipment.

Table 3. Drying conditions of Semi-dried

Type Drying Condition

S1
Temp. 60oC-Fuel-2 h → Temp. 60oC-Heater-2h 

→ Room Temp.-53h

S2
Temp. 60oC-Fuel- 3h → Temp. 60oC-Heater-1 h

→ Room Temp.-51 h

S3
Temp. 60oC-Fuel-2 h → Temp. 60oC-Heater-3 h

→ Room Temp.-45 h

S4
Temp. 60oC-Fuel-2 h → Temp. 60oC-Heater-4 h

→ Room Temp.-39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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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개방하였고, 송풍량은 최대로 하였다. 주요측정항목

은 함수율, 건조소요시간, 건조소요에너지, 건조 후 외관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오디는 일반적으로 과피가 연약하고 수분함량이 매우

높아 수확 즉시 냉동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생과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냉동보관 중인 오

디를 활용하여 새로운 판로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가 일

부 보고되고 있다. 

‘태양 건조’법(Doymaz 2004b)은 오디의 품질을 연장시

키기 위한 건조기술로서, 태양을 이용하여 수분함량을 줄

여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품질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일정치 않아 성

분 등 품질특성 등이 건조 전에 비해 건조 후에 손상되

는 문제점이 있다. 

Hong and Lee(2012)는 오디를 건조하는 방법을 특허로

제시 했는데 간식용 반건조 오디를 제조하려면 1차로 건

조온도 10oC로 3시간 상온 통풍건조하고 2차로 건조온도

55oC에서 54시간 건조한다고 하였고 관능평가도 보통 수

준을 나타냈다. 

Kim et al. (2015)는 진공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반 건

조 제조 연구를 하였는데 건조온도 30 ~ 35oC로 놓고 23 ~

24시간 건조하면 시료끼리 뭉치지 않고 건조된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진동동결건조기나 열풍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시

키는 방법들이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 건조된 오디는 완

전건조 형태로 자체 식용보다는 주로 분말로 제조하여 환

또는 식품에 사용됨으로써 이용분야의 다양화에 대한 한

계가 있으며 특히 열풍건조에 의한 오디는 고온처리를 함

으로써 식감이나 영양성분 파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상기에 제시한 이러한 연구들

은 건조시간이 오래 걸리고 건조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로 열풍건조를 적게 하고

상온통풍 건조를 많게 하여 반 건조 오디를 생산할 수 있

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특성을 제시하였다. 

Table 4. Results of pretest dry

Type 
Drying 

time (hr)

Mulberry surface shape

(appearance)

Mulberry between adhesion 

prevention net separated 

yes or no

Photograph after drying

D1 6 bad ×

D2 8 good ×

D3 10 bad ×

D4 9 good ○

D5 10 b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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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도 및 풍량에 따른 오디의 건조상태

시험조건 D4(온도 60oC 항온, 풍량 1.87 m3/s)에서 건조

상태가 가장 양호하였고 건조시간도 9시간 소요되어 비

교적 안정적이었으며 건조상자에 설치한 방지망에 달라붙

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오디를 건조하는 데 가장 적정

조건으로 판단되었다. 이 때 최종함수율은 22%이었다. 시

험조건 D1은 건조소요시간이 6시간으로 짧았지만 건조

후 시료가 찌그러지는 등 형태가 좋지 않았으며 부착 방

지망에 달라붙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시험조건 D2는 건조

형태는 양호했지만 망에 달라붙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풍

량을 낮춘 시험조건 D3에선 건조형태도 좋지 않았고 건

조소요시간이 10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역시 망에 달라

붙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D3에선 건조 후 4일이 경

과되면서 다른 조건과는 달리 상온에서 부패가 진행되었

다(표 4). 

Teng and Lee(2014)은 오디를 열풍건조(60 ~ 100oC)했을

때 건조온도 80oC, 2시간에서 80.74%로 가장 높은 최종

함수율을 나타냈으며 건조온도 80 ~ 100oC, 6시간에서 가

장 낮은 최종함수율 21%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오디를 반 건조 하려면　TPC(총 폴리페놀 함량) 및 호기성

산 등 영양성분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종함수율, 온도

및 건조시간은 45%, 60.7oC, 5.4시간이라고 보고하였다. 따

라서 이런 이전 연구결과와 본 연구를 통하여 오디를 열풍

건조시 가열온도 및 시간은 60 ~ 80oC, 6시간으로 본 연구의

시험조건과 같은 경향인 것을 입증하였으며, 반 건조를 위

Fig. 4. Temperature & humidity in drying room.

Fig. 5. Compression of constant temperature.

Fig. 6. Compression of chang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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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60oC의 건조온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Kim et al.(2015)은 영하 40oC에서 냉동보관한 오

디를 진공동결건조기를 통해 건조온도 30 ~ 35oC로 하여

23 ~ 24시간 건조하였을 때 오디 열매가 뭉치지 않고 한

알씩 분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오디를 반 건조하

려면 위의 열풍건조와 저온건조를 병행하여 처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2. 완전건조 건조특성

건조실 내 온, 습도는 설정온도를 유지하였고 습도도 일

정수치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건조 전,

후의 경도(압축력)은 건조 후가 건조 전에 비해 높았으며

항온보다는 변온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5, 6). 완전건조시

험 및 완전건조 +꿀코팅시험의 건조특성곡선을 그림 7, 8

에 나타내었다. 시험조건 P3을 제외하곤 모두 12시간 이

내에 건조되었으며 이 중 항온 60oC에서 건조소요시간이

가장 짧았다. 꿀코팅 건조시험에선 비율별로 건조시간이

공히 8시간 소요되었으며 이 때 최종함수율은 22%로 나

타났고 식감도 좋았으나 완전건조의 시료상태가 본 연구

의 목적인 반 건조상태를 유지시키지 못하므로 완벽한 반

건조 오디를 확보하기 위한 시험이 필요했다. 연료소모량

및 전력소모량은 P3에서 가장 높았으며 꿀코팅에서는 연

료소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오디 및 냉동오디

모두 60oC 항온인 시험조건에서 건조소요시간, 연료소모

량, 전력소모량 측면에서 가장 양호하였으며, 이때 부피

감모율은 50%로 나타났다(표 5). 

3. 반 건조 건조특성

반 건조특성곡선은 열풍 및 전기건조를 제외한 구간에

서 완만한 곡선을 나타내었고, 건조조건 S1와 S2가, S3와

S4가 서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그림 9). 건조소요시간

은 S4 에서 가장 빨랐으나 소요에너지 측면에서 가장 높

았으며 S3 에선 연료소모량은 낮았지만 전기사용량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S1은 전기사용량은 낮았지만 연료소

모량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시험조건 S2에서 건조시간 대

비 연료소모 및 전기사용량 면에서 가장 양호하였으며 외

관상 품질에 있어서도 다른 시험조건에 비해 반 건조 특

Fig. 7. Drying characteristics curve of perfect dry.

Fig. 8. Drying characteristics curve of perfect dry (P10, honey coating).

Fig. 9. Drying characteristics curve of semi dry.

Table 5. Results of perfect dry

Type P1 P2 P3 P4 P5 P6 P7 P8 P9 P10

Drying time(h) 9 10 25 12 12 8 10 11 9 8

Fuel consumption(L) 009.13 09.92  27.25 009.30  14.97 10.9 09.58  11.00  10.20 26.00

Power consumption(㎾) 10.4 12.5 29.5 14.6 14.2 10.5 11.8 13.0 11.2 09.93

Bulk diminish rate(%) 50.9 46.7 53.6 55.0 46.7 47.7 41.5 50.0 50.0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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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끈기가 있음)이 가장 좋았다(표 6). 건조상태도 상품성

이 뚜렷한 암갈색을 띠었다(그림 10). 따라서 본 연구에

서 개발한 반 건조 기술은 기존 고가의 건조기에 의한 건

조보다 경제적이며 상용화된 다목적농산물건조기를 활용

할 수 있어 농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반 건조 오디 생산으로 기존에 어려움을 겪었

던 판로 및 유통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고 새로운 부가가

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반 건조 오디를 저온 저장함으로

써 기존 냉동저장 방법보다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적 요

본 연구는 장기 냉동저장 오디에 대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보관 및 유통비용 등이 커 농가에 부담이 되

므로, 이에 고가 건조기를 대체할 수 있는 값이 저렴한

상용화된 다목적농산물건조기를 통한 건조기 개량 및 반

건조기술을 개발하였다. 연료와 히터의 건조온도를 60℃

로 설정하고, 상온통풍은 상온보다 온도를 낮추어 건조시

험 한 결과 연료 3시간, 히터 1시간, 상온통풍 51시간인

조건에서 다른 조건과 비교해서 연료소모 및 전기사용량

면에서 가장 양호하였고, 품질에 있어서도 다른 조건에

비해 현저히 끈기가 있는 반 건조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완료된 건조시료의 상태도 상품성이 뚜렷한 암갈색을 나

타냈다. 경도(압축력)은 건조 전보다 건조 후에, 항온보다

는 변온에서 높게 나타났다. 

Table 6. Results of semi dry

Type

Drying 

time

(h)

Drying needed energy

Initial moisture content

(%)

Final moisture content

(%)Fuel consumption

(L)

Power 

consumption

(kW)

S1 57 6.8 45.7(0.80/h) 87.00 21.6

S2 55 3.2 53.8(0.98/h) 88.80 21.7

S3 50 2.8 64.7(1.29/h) 87.00 21.7

S4 45 7.0 54.6(1.21/h) 83.55 21.8

Fig. 10. Shape after semi-d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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