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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air and freeze dried powder from aged black ginger were mixed under the ratio conditions of 
sample “A” (8:2), “B” (5:5), “C”(2:8), “D” (10:0) and “E” (0:10), respectively. The physicochemical prop-
erties and antioxidant activities in the 5 kinds of powder were compared. The water absorption index 
was significantly higher in freeze dried powder, and it tended to be significantly increased depend 
on the ratio of freeze dried sample. The browning intensi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hot-air 
dried samples, but the color intensity was not significant. Total and reducing sugar contents were sig-
nificantly higher in freeze dried sample. Total sugar content in mixed sample tended to significantly 
increased as the amount of freeze dried sample. Total phenol conten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sample “A”. The contents of gingerol and shogaol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mixed sample “A”, 
6-gingerol conten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drying method. Cholesterol ab-
sorption activi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reeze dried sample “E”. The DPPH radical scaveng-
ing activity showed a littl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drying method, but the ABTS radical scaveng-
ing activity and reducing power in the hot-air dried sampl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freeze dried. And the activity of mixed powder “A”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ged black ginger was superior in terms of quality and functionality of the hot-air drying 
compared to freeze-drying, and it would be economically effective to the mixed sampl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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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경제발전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게 장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성 및 기능

성이 확보된 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부작

용이 없으며 생리활성이 우수한 천연식물에 대한 요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천연식물체는 가공 조건에 따라 영양소가 파

괴되기도 하나, 적절한 조건을 설정할 경우 저장성 연장 및 

기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 따라서 기능성을 가진 새로운 식물

체의 확보도 중요하나 근래에는 이미 상용되고 있는 식물을 

대상으로 기능성이 향상된 새로운 가공식품을 개발하고자 하

는 노력도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생강의 경우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7], 열처리를 이용한 숙

성과정[33]에서 품질, 유효성분의 함량 및 기능성이 향상되었

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특히 열처리에 의한 숙성과정 중 기능

성 물질의 증강은 원료 자체 내 수분 및 환원당에 의한 갈변화

에 의존적이며, 대표적인 제품으로 흑마늘이 잘 알려져 있다

[42]. 이외에 흑양파[49], 흑도라지[34], 흑마늘종[6], 흑토란

[16]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는데, 이들은 원료에 비해 

매운맛이나 쓴맛이 감소되는 반면에 단맛 및 유효성분이 증가

되어 기능성 가공품의 소재로써 활용도가 높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생강(Zingiber officinale)은 다년생의 열대성 허브식물로써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전북의 

봉동, 남원, 경북의 안동, 충남의 서산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18]. 생강은 독특한 향미로 인해 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식욕증진, 소화촉진을 위한 향신료, 다류, 과자류 뿐 아니라 

감기, 기침, 발한, 복통, 설사 등의 한방 약재로 애용되어 약식

동원(藥食同原)의 측면에서 이용도가 넓은 작물이다[21, 32]. 

하지만 생강의 재배는 18℃ 이상, 토양의 산도가 pH 6 이상에

서 적합하며, 저장 온도에 민감하여 10℃ 이하에서는 저온 장

해가 발생하며, 18℃ 이상에서는 발아, 표면 건조, 연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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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저장과 유통이 어려워 저장 중 영양소의 손실이 큰 

작물에 속한다[47].

식품을 장기간 보존하는 수단으로써 건조는 오랫동안 사용

되어 온 방법이나 식품의 색, 질감, 영양성분 및 생리활성 물질

의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29]. 따라서 식품의 건조에는 

천일건조에 비해 열풍, 진공 및 동결건조 등 식품 성분의 변화

가 적으며, 위생적인 방법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생산 

비용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식품의 영양적, 기능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식품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건조방법의 선택

이 요구되고 있다. 즉, 열풍건조와 동결건조 방법은 최근의 

식품 건조과정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나 건조 설비, 비

용, 건조 시간 및 완제품의 품질 유지 등의 측면에서 각각 장단

점을 가지고 있다[9, 12]. 

생강은 주요 매운맛 성분인 gingerol과 shogaol은 항산화, 

항염증 등에 효능이 있어 기능성 식품소재로 활용도가 높다. 

더욱이 열처리과정에서 갈변화된 흑생강은 이러한 유효성분

의 함량이 증가되어 기능성의 향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33], 흑생강을 이용한 음료 제조에 관한 연구 보고[2]가 

있으나, 아직까지 흑생강의 제조 후 장기적인 안정한 저장을 

위한 건조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흑생강은 숙성과정에서 조직 변화를 초래하므로 그 자체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여 가공 효율 및 저장성 증대를 위해 

건조 과정을 통한 분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숙성 흑생강의 저장성 증대와 식품소재로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열처리에 의한 숙성 흑생강을 열풍 

및 동결건조시켜 분말화하고, 이들의 혼합비를 달리하였을 때 

유효성분 및 항산화 활성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흑생강의 

기능성 최적화 및 산업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였다. 

재료  방법

실험 재료  추출물의 제조

시료는 경북 안동에서 재배된 생강을 구입하여 껍질을 벗긴 

후 1 cm 두께로 슬라이스하여 100 g씩 알루미늄 호일(30×30 

cm)로 포장하여 유리용기에 담아 항온 건조기(JSON-050, JSR, 

Gongju, Korea)에서 온도 85℃로 60시간 동안 숙성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숙성 직후 흑생강의 수분함량은 82.48±1.16%였으

며, pH는 6.2±0.08, 당도는 7.78±0.10 brix였다.

숙성 흑생강의 열풍건조는 회분식 열풍건조기(HDS-22, 

Hyundai, Hwaseong, Korea)로 내부온도 65~70℃에서 24시

간 동안 건조시켰으며, 동결건조는 동결건조기(LYOPH-PRIDE 

50R, Ilshinbiobase, Dongducheon, Korea)로 -70℃에서 진공

도 20 mtorr의 조건에서 건조시켰다. 이때 숙성 흑생강의 건조

에 따른 수율은 열풍 및 동결건조 시 각각 19.2±0.7% 및 18.6± 

0.6%였다. 열풍 및 동결건조된 흑생강은 80~100 mesh로 분쇄

하여 -40℃에서 밀봉하여 보관하였으며, 열풍 및 동결건조 분

말시료를 중량비(w/w)로써 혼합하여 “A” (8:2), “B” (5:5), “C”  

(2:8), “D” (10:0) 및 “E” (0:10)의 혼합시료 5종을 제조하였다. 

흑생강 추출물은 각 분말시료 10 g에 80% 메탄올 100 ml를 

가하여 22℃에서 6시간씩 2회 추출하여 진공증발농축기로 완

전건조시켰다. 추출 수율은 추출 전후 시료 중량에 대한 추출

물의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수분흡수지수  수분용해지수 측정 

열풍 및 동결건조 분말의 혼합비를 달리하여 제조된 5종의 

흑생강 분말에서 수분흡수지수(water absorption index, WAI) 

및 수분용해지수(water solubility index, WSI)는 Moon 등[36]

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시료 1 g을 정평하여 증류수 20 

ml를 가한 후 초음파 추출기(U105, Lab Korea, Gongju, Korea)

에서 10분간 2회 추출한 다음 17,888× g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이때 잔사에 함유된 수분의 함량을 수분흡수지수로 

산출하였으며, 상등액을 105℃의 항온건조기에서 완전건조시

켜 얻은 고형분 함량을 수분용해지수로 계산하였다.  

갈색물질 함량  색도 측정  

건조방법과 혼합비를 달리한 5종의 흑생강 분말의 갈색물

질 함량은 80% 메탄올로 추출하여 얻은 여과액을 UV-visible 

spectrophotometer (U-2900, HITACHI, Tokyo, Japan)로 280 

nm 및 420 nm에서 80% 메탄올을 대조로 하여 측정한 흡광도

값으로 나타내었다. 흑생강의 색도는 상기 여과액 30 ml에 대

해 색차계(CR 301, Minolta Co., Osaka, Japan)로 측정하였다. 

이때 표준색판의 L값은 96.94, a값은 0.66, b값은 0.51이었다.

총당, 환원당, 총 페놀  라보노이드 정량

건조방법과 혼합비를 달리한 5종의 흑생강 분말로부터 얻

은 80% 메탄올 추출액에서 총당의 정량은 추출액 1 ml에 5% 

페놀 시약 1 ml와 진한 황산 5 ml를 차례로 혼합하여 30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4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8]. 

환원당은 DNS법[35]에 따라 상기의 여과액 1 ml에 DNS 시약 

3 ml를 가한 후 100℃의 수욕상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냉각

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당 및 환원당 함량

은 glucose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표준

물질로 하여 각각 작성한 검량선에 의해 산출하였다.

총 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10]에 따라 상기의 추출액 

1 ml에 Folin-ciocalteu 시약 0.5 ml, 10% Na2CO3 용액 1 ml를 

차례로 넣고 5초간 혼합한 후 실온의 암실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켜 시료 무첨가구를 대조로 하여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Moreno 등[37]의 방법에 따

라 추출액 1 ml에 10% aluminum nitrate 0.1 ml, 1 M potas-

sium acetate 0.1 ml 및 80% ethanol 4.3 ml를 차례로 가한 

후 실온의 암실에서 40분간 반응시켜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표준물질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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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Yields, water absorption index and water solubility in-

dex according to mixing ratio of hot-air and freeze 

dried the aged black ginger 

Sample

code

Yields of 

extraction (%)

Water absorption 

index (WAI)

Water solubility 

index (WSI, %)

A

B

C

D

E

23.08±0.43
B

23.30±0.16C

23.41±0.29C

22.09±0.01A

24.11±0.02D

3.88±0.04B

4.18±0.03C

4.55±0.12D

3.60±0.09A

5.05±1.00E

37.60±0.82B

39.50±1.09C

34.20±1.07A

38.60±0.59BC

41.40±1.28D

All values are mean ± SD (n=5).
A-E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Sample “A” (8:2, w/w), “B” (5:5, w/w), “C” (2:8, w/w), “D” 

(10:0, w/w) and “E” (0:10, w/w) by mixing ratio with hot-air 

and freeze dried powder of the aged black ginger. 

각각 gallic acid 및 quercetin (Sigma-Aldrich Co.)을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얻은 검량선으로부터 계산하였다. 

Gingerol  shogaol 정량 

열풍 및 동결건조 분말의 혼합비를 달리한 5종의 흑생강 

분말에서 gingerol 및 shogaol 정량은 Lee 등[33]의 방법을 개

량하여 5종의 분말시료 2 g에 80% 메탄올 50 ml를 가하여 

30분 동안 균질화한 후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시켜 

HPLC (1100 series LC system, Agilent Technologies, Palo 

Alto, CA, USA)로 분석하였다. 이때 칼럼은 ProntoSIL C18 SH 

(4.6×250 mm, 5 μm), 이동상 용매는 acetonitrile과 3차 증류수

를 사용하여 gradient mode로 60:40(v/v)에서 97:3(v/v)으로 

1 ml/min의 속도로 40분간 용출시켰다. 이때 오븐 온도는 3

0℃, 시료액은 20 μl를 주입하였으며, diode array detection 

검출기로 282 nm에서 측정하였다. 분석 표준물질로써 6-gin-

gerol, 8-gingerol, 10-gingerol 및 6-shogaol (Sigma-Aldrich 

Co.)을 시료와 동일조건에서 분석한 검량선에 따라 정량하였다. 

  

콜 스테롤 흡착활성 측정

열풍 및 동결건조 분말의 혼합비를 달리한 5종의 흑생강 

분말에서 콜레스테롤 흡착활성은 80% 메탄올 추출액과 콜레

스테롤과의 반응력을 in vitro에서 효소법에 따라 측정하여[43] 

시료 무첨가구에 대한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비(%)로 나타내

었다. 

항산화 활성 측정 

건조방법과 혼합비를 달리한 흑생강 분말의 80% 메탄올 

추출액에 대한 항산화 활성은 100~2,000 μg/ml의 농도범위에

서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2,2-azinobis-(3- 

ethyl-benzo-thiazoline-6-sulfate) (ABTS) 라디칼 소거활성과 

ferric-reducing antioxidant potential (FRAP)법에 의한 환원

력으로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96 well plate에

서 5 mg%의 DPPH 용액 100 μl와 동량의 추출액을 혼합한 후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분광광도계(UVM–340, ASYS 

Histech Gmbh, Tokyo, Japan)로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5].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7 mM의 ABTS 수용액에 

potassium persulfate를 2.6 mM가 되도록 용해시킨 후 4℃의 

암실에서 12~16시간 반응시킨 다음 415 nm에서 흡광도를 

1.5±0.03으로 조정한 ABTS 기질용액을 사용하였다. 이 기질용

액 100 μl에 추출액 50 μ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분광광도계로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40]. 라디

칼 소거활성은 시료 무첨가구에 대한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비(%)로 계산하였다. FRAP법에 의한 환원력은 300 mM의 

acetate 완충용액(pH 3.6), 40 mM HCl에 용해한 10 mM 2,4,6- 

tripyridyl-s-triazine (TPTZ, Sigma-Aldrich Co.)용액 및 20 

mM의 FeCl3·6H2O (Sigma-Aldrich Co.) 용액을 각각 10:1:1 

(v/v/v)로 혼합하여 실험 직전에 37℃로 조정한 것을 기질용

액으로 사용하였다. 96 well plate에서 추출액 40 μl, FRAP 

기질용액 100 μl 및 증류수 40 μl를 차례로 가하여 37℃의 항온

기에서 4분간 반응시킨 후 59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

며, 시료의 환원력은 FeSO4·7H2O (Sigma-Aldrich Co.)를 표준

물질로 하여 얻은 검량선으로부터 계산하였다[3].

통계분석 

실험결과는 SPSS 12.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평균±표준편차로 산출하였으며, 처리구별 유

의성 검정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

iance)을 하여 p<0.05의 유의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s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결과  고찰 

추출 수율, 수분흡수지수  수분용해지수 

건조방법과 혼합비를 달리한 5종의 흑생강 분말에 대한 추

출 수율, 수분흡수지수 및 수분용해지수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흑생강 분말의 80% 메탄올 추출에 의한 수율

은 22.09~24.11%의 범위로 동결건조 시료 “E”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열풍건조 시료 “D”에서 유의적으로 낮았다. 혼합시

료의 추출 수율은 열풍 및 동결건조 시료가 동량으로 혼합된 

시료 “B”와 2:8의 비율로 혼합된 시료 “C”간에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다. 수분흡수지수는 동결건조 시료 “E”에서 유의적으

로 높았으며, 열풍건조 시료 “D”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혼합시료에서는 동결건조 시료의 비율이 클수록 유의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이었다. 수분용해지수도 시료 “E”가 시료 “D”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시료 “D”는 혼합시료 “B”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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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rowning and color intensity according to mixing ratio of hot-air and freeze dried the aged black ginger 

Sample

code
1)

Browning intensity Color intensity 

280 nm 420 nm L a b ΔE

A

B

C

D

E

0.729±0.002A

0.875±0.003D

0.789±0.002C

0.954±0.002E

0.762±0.004B

0.443±0.006C

0.458±0.002D

0.376±0.001B

0.484±0.002E

0.367±0A

28.48±0.26A

29.81±0.40B

30.59±0.48B

29.94±1.19B

29.82±1.20B

-0.80±0.06C

-1.37±0.10B

-1.60±0.05A

-1.47±0.11B

-0.80±0.19C

19.50±0.74B

18.09±1.84B

15.61±1.70A

18.30±2.28B

19.10±2.84B

 34.53±0.60NS

34.93±0.86

33.87±1.55

35.15±2.15

35.49±1.93

1)Refer to the Table 1.

All values are mean ± SD (n=5).
A-E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 

Park 등[38]은 보리잎의 80% 에탄올 추출물의 수율은 시료

의 건조방법에 따른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열풍 

및 동결건조된 수창포 잎의 수분흡수지수는 열풍건조에 비해 

동결건조 시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뿌리는 오히려 30℃에서 열

풍건조된 시료가 유의적으로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4]. 수분용

해지수는 열풍건조보다 동결건조 시 더 높았다는 보고가 있으

며[4, 23, 27], 동결건조된 마 분말은 시료의 다공질 구조에 의

해 수분의 흡수 및 성분의 용해가 빠르게 진행되어 수분용해

지수가 높았으나, 열풍건조 시료는 열처리 과정에 의한 조직 

수축으로 다공질 구조 형성이 원활하지 못하여 수분 용해성이 

낮은 것으로 고찰되어 있다[23]. 본 실험에서 동결건조된 흑생

강은 추출 수율, 수분흡수지수 및 수분용해지수가 우수하였으

나, 혼합시료에서는 동결건조 시료의 혼합 비율이 낮아도 수분

용해지수가 크게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갈색물질 함량  색도 

건조방법과 혼합비를 달리한 흑생강 분말의 80% 메탄올 

추출액에서 갈색물질 함량 및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갈색물질 함량은 280 및 420 nm에서 갈색도로 나타낸 

결과, 열풍건조 시료 “D”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혼합시료에

서는 “C”가 “A”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420 nm에서 갈색

도도 열풍건조 시료 “D”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혼합시료에

서는 280 nm에서 흡광도 결과와 다소 상이한 경향이었다. 색

도에서 명도(L)는 시료 “A”가 여타의 시료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대차는 없었으며, 그 외 시료는 유의차가 없었다. 

적색도(a)는 열풍건조 시료 “D”가 동결건조 시료 “E”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혼합시료에서는 열풍건조 시료의 혼합

비가 많을수록 유의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이었다. 황색도(b)는 

건조방법에 따른 유의차가 없었으나, 열풍건조 시료의 혼합비

가 많을수록 다소 증가되는 경향이었다. 반면에 전체적인 색

차는 모든 시료간에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흑마늘, 흑생강 등과 같이 고온의 열처리에 의해 갈변된 식

물체는 maillard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melanoidin이 유리

라디칼의 소거에 관여되며, 반응생성물 중 고분자성 물질이 

저분자 화합물보다 라디칼 소거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건조방법을 달리한 오미자의 색도는 L, a 및 b 값이 

모두 동결건조한 시료에서 가장 높았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26], 블루베리는 열풍건조 시 동결 및 진공건조에 비해 L, a 

및 b값이 낮아진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시료가 열에 노출됨으

로써 초래된 변화로 보고되어 있다[48]. 열풍 및 동결건조된 

생강의 색도는 L 및 b값이 열풍건조 시료에서 유의적으로 높

았으나 a값은 유의차가 없었으며, 열풍건조 시료에서 전체적

인 색차가 유의적으로 높아 열에 의한 시료의 품질열화가 초

래되었으나, 생강을 maltodextrin으로 처리 후 건조시켰을 경

우에는 시료간에 차이가 적었다는 보고도 있다[24]. 

본 연구 결과 흑생강의 갈색물질 함량이 동결건조에 비해 

열풍건조 시료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것은 건조과정 중 갈변에 

기인된 결과라 생각된다. 그러나, 두 시료간의 색도에 대차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오히려 이들 분말을 혼합사용하여

도 시각적인 품질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총당, 환원당, 총 페놀  라보노이드 함량 

건조방법과 혼합비를 달리한 5종의 흑생강 분말에서 총당, 

환원당,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총당은 동결건조 시료 “E”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

며, 열풍건조 시료 “D”에서 가장 낮은 함량이었다. 혼합시료

에서는 동결건조 시료의 함량이 많아짐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이었다. 환원당은 시료 “E”에서 유의적으로 많

았으며, 다음으로 시료 “D”였는데, 혼합시료는 오히려 각각의 

건조 시료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함량이었다. 총 페놀 함량

은 열풍건조 시료가 동결건조 시료에 비해 함량이 유의적으로 

많았으나 대차는 없었다. 반면에 시료 “A”는 열풍 및 동결건

조 시료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이었다.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열풍건조 시료가 동결건조 시료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혼합시료 “A”는 오히려 열풍건조 시료와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열풍건조된 시료에서 동결건조 시료에 비해 총당 및 환원당 

함량이 적은 것은 열처리 과정에서 시료 중의 당이 maill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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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otal sugar, reducing sugar, total phenol and flavonoids contents according to mixing ratio of hot-air and freeze dried 

the aged black ginger                                                                             (mg/g, extract)

Sample code
1) Total sugar Reducing sugar Total phenol Flavonoids

A

B

C

D

E

477.39±7.55
B

474.83±6.27B

545.28±6.93C

425.63±5.05A

591.56±2.68D

  85.93±3.35AB

 80.59±2.28A

 91.05±3.47B

102.85±4.28C

146.22±3.73D

41.75±1.01D

35.94±0.63BC

34.43±0.60A

36.97±0.70C

35.49±1.03AB

11.20±0.10B

 8.27±0.95A

 7.87±0.50A

11.81±0.41B

 7.70±0.13A

1)Refer to the Table 1.

All values are mean ± SD (n=5).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Gingerol and shogaol contents according to mixing ratio of hot-air and freeze dried the aged black ginger 

(μg/g, dried power) 

Sample code1) 6-Gingerol 8-Gingerol 10-Gingerol 6-Shogaol 

A

B

C

D

E

41.08±0.48
B

32.41±4.98A

31.26±0.31A

35.13±0.79A 

33.45±0.31
A 

2,062.46±3.34
E

1,887.94±5.64B 

1,859.90±0.55A 

1,968.30±4.41D 

1,930.21±3.39
C

680.32±1.38E

627.32±1.25
B 

617.19±0.19A 

649.03±1.75D 

639.00±1.16
C

258.01±1.03E

229.68±1.72C

219.72±0.45A 

244.82±1.11D

223.62±0.88B 

1)Refer to the Table 1.

All values are mean ± SD (n=5).
A-E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갈변반응에 관여되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15]. 인삼 추출액

의 총당 함량은 동결건조 시 가장 높았고 열풍건조 시 가장 

낮았는데, 건조과정 중 열처리에 의해 시료의 색깔 변화와 카

라멜화가 동반되어 총당의 함유율이 감소되었다는 보고[15]와

도 본 연구결과는 비슷한 경향이었다. 일반적으로 천연식물류 

중 총 페놀 화합물을 비롯한 유효성분은 동결건조 시 열풍건

조에 비해 잔존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반면에 대추

를 열수에 30초간 담금 처리한 후 건조시켰을 때 천일 및 냉풍

건조에 비해 열풍건조 시료에서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

량이 다소 높았다는 보고[22]도 있다. 

이와 같이 천연식물류에서 열처리로 페놀 화합물의 함량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식품을 고온에서 열처리 할 경우 세포벽

이 파괴됨으로써 유효성분의 분리가 용이하여 추출액의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용출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39], 혼합물

의 입자의 형태, 입자의 크기, 비중, 입자 표면의 특성, 혼합 

비율 및 방법 등에 따라 균일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19], 혼합

된 분말시료의 환원당 함량이 각 분말시료에 비해 더 낮은 

값을 보인 것은 혼합에 의한 시료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추출 

효율 및 용해도 등의 차이 때문이라 추정된다.

Gingerol  shogaol 함량

건조방법과 혼합비를 달리한 5종의 흑생강 분말에서 gin-

gerol 및 shogaol 함량을 HPLC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8-Gingerol의 함량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gin-

gerol, 6-shogaol 및 6-gingerol의 순이었다. 6-Gingerol의 함량

은 건조방법에 따른 유의차가 없었으나, 그 외 성분은 열풍건

조 시료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경향이었다. 혼합시료에서는 열

풍건조 시료의 함유율이 많을수록 gingerol과 shogaol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는데, 특히 열풍과 동결건조 시료를 8:2로 혼

합한 “A”는 열풍건조 시료 “D”에 비해서도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이었다. 

생강의 주요 지표성분인 gingerol 함량에서 열풍 및 동결건

조에 따른 유의차는 없었으나, 생시료에 비해서는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는 보고가 있다[24]. 반면에 항온항습기(80℃, 85% 

습도)를 이용한 숙성 생강의 제조 시 10일째에 6-gingerol의 

함량이 생시료에 비해 증가되어 가장 많은 함량이었으며, 다

음으로 6-shogaol, 8-gingerol, 10-gingerol의 순이었으며, 숙성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6-gingerol은 감소되며, 6-shogaol은 숙

성 30일경에 생시료에 비해 약 4.1배 증가되었다는 보고도 있

다[33]. 

Gingerol과 shogaol은 생강의 주요 매운맛 성분으로 특히, 

6-gingerol은 인지질 산화억제에 관여하는 항산화 활성을 지

니며[1], 6-shogaol은 신선한 생강 중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가

공 시 pH가 산성이며 온도가 높아질수록 gingerol로부터 빠르

게 전환되어 생강 특유의 자극성 완화 및 항산화 활성에 변화

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17, 33]. 본 연구에 사용

된 흑생강은 열처리에 의한 숙성 생강으로 장시간 숙성하는 

과정 중 6-shogaol 함량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열풍건조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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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olesterol absorption ability according to mixing ratio 

of hot-air and freeze dried the aged black ginger. 
      1)Refer to the Table 1. All values are mean ± SD (n=4).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different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

B

C

Fig. 2. Antioxidant activities according to mixing ratio of hot-air 

and freeze dried the aged black ginger. (A); DPPH radi-

cal scavenging activity, (B); ABTS radical scavenging ac-

tivity, (C); Reducing power by FRAP assay. All values 

are mean ± SD (n=4).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sample (a-e) and the same concentration 

(A-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우 gingerol 및 shogaol 함량이 더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흑생강의 2차 가공품 제조 시 열풍건조는 기능성 및 산업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  

콜 스테롤 흡착활성   

건조방법 및 혼합비에 따른 흑생강 분말의 콜레스테롤 흡착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흑생강 분말의 0.5% 추출

액에 대한 콜레스테롤 흡착활성은 34.12~42.47%의 범위였는

데, 동결건조 시료 “E”에서 42.47%로 타 시료에 비해 유의적으

로 높았다. 혼합시료 “A” 및 “C”는 혼합비에 따른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시료 “B”보다는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이었다. 

고추씨 에탄올 추출물은 10% 농도에서 콜레스테롤 흡착활

성이 60%로 높았는데[46], 이는 시료 중 40~65%를 차지하고 

있는 식이섬유소[28]와 flavonoids, phenolics, quercetin, lu-

teolin 및 capsaicinoids 등의 물질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11]. 생강에서 추출한 gingerol을 고지방식이성 비만 유

발 흰쥐에 30일간 급이시킨 결과 고지방식이 급이군에 비해 

혈액 및 간 조직 중 콜레스테롤 수준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는

데, 이는 gingerol이 식이지방의 장내 흡수지연에 관여하였기 

때문이라고 고찰되어 있다[41]. 또한 3T3-L1 지방세포에서 

TNF-α의 유의적인 억제에는 6-gingerol보다 6-shogaol의 영향

이 더 뚜렷하였다는 보고도 있다[14]. 따라서 본 연구결과 흑생

강 분말의 콜레스테롤 흡착활성은 조섬유 함량(건물량 기준, 

7.3%)[32] 뿐만 아니라 페놀성 화합물, gingerol 및 shogaol 등

의 성분도 관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항산화 활성 

건조방법 및 혼합비를 달리한 5종의 흑생강 분말로부터 

80% 메탄올 추출액(100~2,000 μg/ml)의 DPPH 및 ABTS 라디

칼 소거활성과 환원력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50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시

료 “A”의 활성이 유의적으로 높았는데, 1,000 μg/ml 농도에서 

60% 이상의 활성을 보인 반면 그 외 시료에서는 50% 미만에 

불과하였다. 시료 “D”와 “E”는 100~200 μg/ml 농도에서 열풍

건조 시료 “D”의 활성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500~1,000 μg/ 

ml의 농도범위에서는 시료간에 유의차가 없었다(Fig. 2A).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500 μg/ml의 농도에서 모든 시료가 

60% 이상의 활성을 보였으며, 특히 시료 “A”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또한 1,00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모든 시료에서 

90% 이상의 활성으로 통계적인 유의차는 있으나, 시료간에 

대차는 없었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도 동결건조 시료에 비

해 열풍건조 시료의 활성이 유의적으로 높았다(Fig. 2B). 환원

력도 열풍건조 시료 “D”가 동결건조 시료 “E”에 비해 유의적

으로 높은 활성이었으며, 혼합시료에서도 열풍건조 시료의 함

유량이 많아질수록 활성이 증가하였다(Fig. 2C). 

생강의 순차 용매 추출액 중 헥산 추출액에서 gingerol 및 

shogaol 함량이 가장 많았으며[31],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헥산 및 ethylacetate 분획물이 유사하였으며, 환원력은 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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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획물에서 가장 높은 활성이었는데, 이는 추출액 중의 gin-

gerol 및 shogaol 뿐만 아니라 페놀 화합물의 함량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고찰되어 있다[32]. 열수에 30초간 담금처리 후 열

풍건조시킨 대추는 천일 및 냉풍건조 시료에 비해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이 높았는데, 시료 중의 페놀 및 플라보

노이드 함량과 건조과정 중에 생성된 maillard 반응물질에 기

인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2]. 항온항습기를 이용한 열처리 

시 숙성 대추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25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비숙성 대추에 비해 높았으며, 시료 중의 페놀 화합

물의 함량에 의존적이라는 보고도 있다[13]. 이와 같이 항온항

습 상태에서 장시간의 열처리에 의해 숙성된 마늘[42], 양파

[49]는 비숙성 시료에 비해 항산화 활성이 현저하게 높았는데, 

주로 고분자의 melanoidin 화합물에 기인되며, 또한 식품의 

건조 과정에서 생성된 maillard 갈변물질도 항산화 기작에 관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6-Gingerol은 생강에 0.1~0.3% 정도 함유된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다[1]. 생강으로부터 분획된 6-gingerol의 DPPH 라

디칼 소거활성은 아스코르브산의 95%에 해당되며, 6-gingerol

이 제거된 생강 추출물에서 발휘되는 항산화 활성은 gingerol 

이외의 항산화성 물질의 존재를 의미한다는 보고도 있다[3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숙성 흑생강의 열풍건조 시료에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인 것은 gingerol, shogaol 뿐만 아니라 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의 물질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발효된 대두, 미강 및 홍삼을 다양한 비율로 배합된 혼합물에

서 라디칼 소거활성이 각 원료에 비해 높아 혼합물의 사용이 

단일 원료보다 기능성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보고[44]는 본 

실험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상기의 연구결과에서 열풍 및 동결건조 시료를 8:2(w/w)로 

혼합한 시료는 총페놀, 플라보노이드, gingerol 및 shogaol 등

의 성분이 많았으며, 일반적으로 열풍건조는 동결건조에 비해 

건조비용이 저렴하므로[12] 기능성 및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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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열풍  동결건조에 따른 숙성 흑생강의 이화학  특성  항산화 활성

김훈환1†․이수정2†․정윤호3․김성희1,2․성낙주1,4*

(1경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3남해군흑마늘주식회사, 4경상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흑생강의 기능성 극대화와 산업화를 위하여 건조방법과 혼합비를 달리한 흑생강 분말의 이화학적 특성과 항산

화 활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시료의 조제는 열풍 및 동결건조시킨 흑생강 분말과 이들의 혼합비에 따라 각각 

시료 “A” (8:2), “B” (5:5), “C” (2:8), “D” (10:0) 및 “E” (0:10)로 구분하였다. 시료의 수분흡수지수와 수분용해지수

는 동결건조 시료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동결건조 시료의 비율이 클수록 수분흡수지수가 유의적으로 증가되

는 경향이었다. 갈색물질의 함량은 동결건조에 비해 열풍건조한 시료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시료의 색차는 

모든 시료에서 유의차가 없었다. 총당 및 환원당 함량은 열풍건조에 비해 동결건조 시료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는

데, 혼합시료 중 총당은 동결건조 시료의 함량이 많아짐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동결건조보다 열풍건조 시료에서 많았으며, 혼합시료에서도 열풍건조 시료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유의적

으로 증가되었다. Gingerol과 shogaol 함량은 혼합시료 “A”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6-gingerol은 건조방법에 

따른 유의차가 없었다. 콜레스테롤 흡착활성은 동결건조 시료 “E”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DPPH 라디칼 소거활

성은 건조방법에 따른 유의차가 적었으나, ABTS 라디칼 소거활성 및 환원력은 열풍건조 시료가 동결건조 시료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혼합시료에서는 “A”의 활성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열풍건조된 흑생강은 동결

건조에 비해 품질이나 기능성 측면에서 우수하였으며, 특히 열풍 및 동결건조 시료를 8:2(w/w)로 혼합한 경우 

기능성이나 산업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