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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donopsis lanceolata serves as, an appetizing health food for its, characteristic flavor, taste, and texture:however, it re-
quires a long and complicated cooking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pre-processing procedures to improve the 
cooking process and Codonopsis lanceolata more easily. For processing efficiency, freezing and blanching were efficient for 
peeling and the rate of peel disuse. In addition the freezing process, effectively reduced the time spent in beating raw material. 
In the salinity test, freezing and blanching quickly increased salinity over 28 days. As the result of SEM cross-section tests showed 
that frozen Codonopsis lanceolata become porous, it's assumed that seasoning permeates into this cross-section efficiently. As 
the appearance of Deodeok-gui as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pre-processing methods, this study examined 
pre-processing methods(time spent in peeling, rate of peel disuse, time spent in beating out material, salinity, moisture content, 
texture, and the color) of Codonopsis lanceolata. After testing Deodeok-gui, it was found that freezing is effective, not only 
for process efficiency and cooking time reduction, but also for improving its qu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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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더덕(Codonopsis lanceolata)은 초롱꽃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서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대만 및 일본 등지에서
많이 분포되어있는 산채류이다(Kim & Chung 1975). 산삼에
버금가는 뛰어난 약효가 있다고 하여 예로부터 인삼(人蔘), 
현삼(玄蔘), 단삼(丹蔘), 고삼(苦蔘)과 함께 5삼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배기환 2000). 
세종 13년 1431년에간행된「향약채취월령(鄕約採取月令)」4면

에는 더덕을 사삼(沙蔘)이라 하여 맛이 쓰고 성질은 약간 차
며 독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더덕은 흉비증(胸痺症)과 명치
밑이 아픈 것, 열이 몰린 것, 사기(邪氣)로 머리가 아픈 것, 
피부에 사열이 몰린 것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고,「신농본초
경(神農本草經)」에서는 감기, 기침, 천식, 폐결핵에 거담제로
서 유용하고 늑막염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효능은
더덕에 다량 함유된 triterpenoid saponin에 의한 것이다(Lee 
JH 2002). 더덕의 에탄올 추출물은 인삼보다 현저하게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더덕 첨가 식이를 흰쥐에게 공급하였
을 때 혈당 농도가 다소 낮아졌고, 고지방 식이로 인한 혈청
과간의중성지질 및총 콜레스테롤의축적을 억제하는데 효

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은자 2008). 
윤숙자(2000)의「韓國의 時節飮食」에서는 사찰음식인 더

덕냉국, 염 등(1999)의「한국음식」에서는 더덕구이와 더덕
김치, 강 등(1999)의「한국의 상차림」에서는 더덕생채, 윤
숙자(1998)의「한국의 저장 발효음식」에서는 더덕주와 더
덕장아찌가 소개되었고, 사찰에서는 더덕의 어린순으로 나
물을 무쳐 먹고, 뿌리는 튀김, 전, 무침, 장아찌 등으로 만
들어 먹으며, 솔잎차에 넣기도 한다(선재스님 2000). 한용
봉의「상용식물식용2」에서는 더덕으로 할 수 있는 음식으
로 더덕구이, 더덕생채, 더덕물김치, 더덕정과, 더덕자반, 
더덕누름적, 더덕장아찌, 더덕냉국 등과 더덕주와 더덕차를
소개하였다. 
더덕은 향미가 독특할뿐만 아니라 씹는 질감이우수하고, 

식욕을 촉진시키는 건강식품이지만 조리과정이 까다롭고 시

간이 많이 걸린다. 더덕은 표피조직이 횡으로 골이 파여 있
어 물만으로는 세척이 충분치 않으며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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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야 조리가 가능하다(Yoon GS 1995). 더덕은 껍질을 제
거한 후 조직이 깨지지 않게 살살 두드려 펴서 스펀지 같은

다공질로 만든 후에 본조리에이용될 수있으므로편의지향

적인 식생활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식재료로 사용되기 어려

운 점이 있다. 한정식레스토랑에서도 더덕 메뉴를 위하여더
덕의 박피, 두들겨 펴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peeler
를 이용하여 박피를 할 경우 껍질의 폐기량이 많아지며, 두
들겨 펴는 과정에서 정성들여 천천히 두들기지 않으면 더덕

이 쪼개지게 되므로, 더덕의 전처리는 인력 소요가 많고 재
료의 손실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다.
더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더덕의 건조방법에 따른

기능성 성분 함량 변화와 더덕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가

Kim CA(2008)에 의해 이루어졌다. 더덕의 기능성 성분인페
놀성 화합물과 조사포닌 함량은 열풍 건조보다 동결 건조를

실시한 시험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관능검사의 결과에서
도 동결건조를 실시한 더덕이 색, 맛, 향, 전체적 기호도 등
에서도 열풍건조를 실시한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였다. 이와 같이 더덕을 냉동할 경우에도 기능성 성분의 손
실은 없으며, 특히 급속 냉동하면 식품의 최대빙결정생성대
인 1∼5℃에서조직내의수분이 80% 이상작은얼음결정
으로 형성되므로 해동되었을 때 얼음이 녹으면서 스펀지같

이 작고 균일한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조직 손상 없이

단 시간에 더덕을 두들겨 펼 수 있다(심 등 2000). 또한 더덕
은 흙이 묻은 상태로 수확, 저장하므로 저장고 내 상대 습도
가 높아곰팡이나미생물의 번식에의해변패되고 품질이저

하되어 장기저장이 어렵고, 수분 손실로 인한 건조 및 위축
으로 상품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더덕은 저장성이 떨
어지는 식품으로, 구매 후 빠른 시간 내에 조리되어야 하나
더덕을 냉동보관하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편리한 시간에 손

질할 수 있으므로 레스토랑의 경우 peak time을 피하여 인력
이 남는 시간에 손질할 수 있어 효율적 인력 관리가 가능해

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더덕의 전처리 방법에 따른 작업 효

율성을 측정하고자 생더덕과 냉동, 소금 절임, 데침 과정을
거친 더덕의 박피 시간, 폐기율, 두들겨 펴는데 걸리는 시간
을 측정하였으며, 양념의 침투 용이성을 검토하고자 더덕조
직 내의 염도를 측정하였고, SEM(Scanning Electron Micro-
scopy)을 통하여 더덕의 내부 조직을 관찰하였다. 또한 더덕
전처리 방법에 따른 더덕제품의 품질 특성을 검토하고자, 더
덕 조리의 대표적 음식인 더덕구이에 대하여 물성과 색, 수
분함량을 측정하였고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더
덕의 전처리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찾

고, 현대인과 한식 레스토랑에서 더덕을 쉽게 이용할 수 있
는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더덕구이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더덕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서 재배되었으며, 3년 근 더덕이다. 2011년 11월 채
취한 지름 2.5±0.3 cm, 길이 17∼19 cm의 더덕을 경동시장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더덕이 밑으로 가면서 두께가 가늘
어지고 고르지 않아 위에서 12 cm까지의 부위를 자른 후 가
능한 일정한 두께의 더덕을 사용하였다.

2. 실험 방법

1) 더덕의 전처리 및 시료 제조 방법
더덕을 흐르는 물에 3회 세척하고, 체에 받쳐 1시간 동안

자연 탈수시킨 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더덕의 전
처리 방법은 생것, 냉동, 소금절임, 데침의 4가지로 하였다. 
냉동은 18℃ 이하에서 24시간을 냉동한 후, 30분 23℃실온
에서 해동하여 사용하였고, 절임은 10%의 소금물에 담가 1
시간 절인 후 1회 헹궈 30분간 자연 탈수 후 사용하였다. 데
침은 1 L의 끓는 물에 더덕을 하나씩 넣고 30초간 데친 후
흐르는 찬물에 냉각하여 30분간 자연 탈수 후 사용하였다. 
더덕 전처리 방법은 최경숙(2008)의 데침 방법을 참고하여
절임과 냉동의 방법을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더덕구이의 제조 방법은 황혜성(2001)은「조선왕조 궁중

음식」을 참고하여 처리 방법별 각 시료 200 g씩을 5 cm 폭
으로 두들겨 간장(청정원) 15 g과 참기름(오뚜기) 30 g을 섞
어 두들긴 다음 더덕을 밑간하여 석쇠에서 1분간 센 불에서
구워낸 후, 고추장(청정원) 30 g과설탕(백설) 10 g, 대파 5 g, 
마늘 3 g, 참깨(오뚜기) 3 g을 섞은 양념을 발라 다시 한 번
석쇠에서 1분간 구워사용하였다. 양념류는 2012년 1월 서울
회기동 J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더덕의 전처리 방법에 따른 작업 효율 측정 및 특성
측정

(1) 더덕의 박피 시간 및 폐기율
더덕의 박피 시간 측정은 전처리 과정을 시행 후, 각각의

시료를 350 g씩 각 5번씩 반복하여 박피하는데 걸리는 시간
을 측정하였고, 이때 벗겨진 껍질의 중량을 측정하여 더덕중
량에 대한 폐기율(%)로 산출하였으며 5회 실시하였다. 

 
(2) 더덕의 두들김 시간
전처리한 더덕을 시료 별로 지름 5cm, 길이 30cm의 나무

방망이를 이용해 두들겨 펴서 더덕의 폭이 평균 5 cm까지
될 때까지의 시간을 5회 반복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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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덕의 염도 측정
전처리 과정을 달리한 더덕의 조직 내 양념 침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추장을 통해 조직 내에 침투되어 있는

염도를 측정하고자 염도계(PAL-ES, Nippon-optical Works 
Co., Japan)를 이용하여 더덕의 염도를 측정하였다. 더덕의
염도 측정은 더덕 300 g에 고추장 600 g을 섞어 제조 후 7
일 간격으로 4주간 측정하였으며, 더덕 표면의 고추장은 더
덕 내부에 침투된 염분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흐르는 물에 5
초간 살짝 세척한 후 즉시 면포에서 수분을 제거하고 측정
하였다. 

 
(4) 더덕 조직의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
관찰

더덕을 각각 전 처리 과정을 한 후, 박피 과정을 거친 후
더덕의 두께가 0.5 cm 될때까지 두들겨펴서시료의 크기를
0.3×0.3×0.5 cm³ 직육면체 형태로 잘라 탈수 과정을거쳐 iso-
amyl acetate로 치환한 후 임계점(臨界點) 건조기로 건조시켜
aluminum 고정대에고정시켰다. Gold sputter(SC 502, VG Mi-
crotech, England)로 전도성을 갖게 금이온을 코팅하여 가전
압주사현미경관찰용시편을제작하였으며, SEM(Stereoscan, 
Leica Cambridge, England)을 이용하여 시료의 절단면을 40
배로 관찰하였다.

3) 더덕구이의 품질 측정

(1) 더덕구이의 수분함량 측정
양념 발라 구운 더덕의 수분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구운

더덕을약 1 g씩을 0.2×0.2×0.2 cm3 크기로잘라서할로겐방

식 수분분석기(MB-45, Ohaus, Switzerland)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각각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2) 더덕구이의 텍스처 측정
더덕구이의 텍스처 측정은 구운 더덕을 1×1×0.5 cm3으로

잘라두겹의더덕을 Texture Profile Analyser(TA-XA Express, 
Stable Micro System, UK)를사용하여측정하였다. 측정조건
은 force unite : grams, distance format : strain, pre-test speed : 
1.0 mm/s, test speed : 5.0 mm/s, post-test speed : 5.0 mm/s, 
distance : 4.0 mm/s, time 5(s), trigger force : 50.0 g으로하여
경도(hardness), 씹힘성(chewiness), 검성(gumminess), 탄력성
(Springiness)을 5회씩 반복 측정하였다. 

(3) 더덕구이의 색도 측정
더덕구이의 색도는 color meter(JC-801, Color Techno Cor-

poration, Japan)를 사용하여 5회 반복하여 측정하여, L(명도, 

Lightness)값, a(적색도, redness)값, b(황색도, yellowness)값의
평균값을 나타냈다. 이때 사용된 표준 백판 값은 L값 93.94, 
a값이 1.42, b값이 1.62이다.

(4) 더덕구이의 관능검사
더덕구이의 관능검사는 외관(appearance), 향(flavor), 맛

(taste), 텍스처(textur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quality)의
항목에 대하여 기호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제품의 기호 정도
를매우좋지않을 때 1점, 매우좋을때 7점으로표시하도록
7점 척도법으로 하였다. 식별검사는 붉은색의 정도(red color 
intensity), 향(incense), 짠맛(salt taste), 쓴맛(bitter taste), 아삭
함(crunch)에 대하여 7점 척도법으로 특성이 약할수록 1점으
로, 특성이 강할수록 7점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시
료는 시료번호를 난수표 5자리 숫자로 적어 5×2×0.5 cm3 크

기로 자른 시료를 플라스틱 접시에 담아 제공하였다. 

4) 통계 처리
더덕의 박피시간, 폐기율, 두들김 시간 및 더덕구이의 텍

스처, 수분함량, 색도, 관능검사에 대한 결과는 SPSS 18.0을
이용하여, one-way ANOVA로 편차를 분석하고, 사후검정을
위하여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
하여 각 시료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더덕의 전처리 방법에 따른 작업효율 및 특성

1) 전처리 방법에 따른 더덕의 박피, 두들김 시간 및
폐기율

더덕 전처리 방법에 따른 박피시간, 두들김 시간 및 폐기
율 결과는 Table 1과 같았다. 더덕의 껍질 벗기는데 걸리는
시간은 생 더덕이 18분 11초, 냉동 더덕이 12분 33초, 절임
더덕이 13분 64초, 데침 더덕이 12분 13초로 냉동과 데침 더
덕이유의적으로가장짧은시간소요되었으며, 생더덕이소
요되는 시간이 유의적(p<0.001)으로 가장 길었다. 전처리 방
법중 데침이나냉동은 생더덕의 껍질을 손질하는 것보다 시

간이 훨씬 단축되어더덕의 껍질 벗기는 작업에있어서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더덕을 두들겨 펼 때 걸리는 시간은 생더덕이 29.60초, 냉

동더덕이 14.16초, 절임 더덕이 22.21초, 데침 더덕이 22.15
초로 냉동 더덕이 유의적(p<0.001)으로 가장 시간이 짧게 소
요되었으며, 생더덕이유의적으로가장길었다. 더덕을이용한
음식 중 가장 많이 먹게 되는 더덕구이는 조리 과정 중 반드

시 더덕을 두들기는 시간이 필요하며, 두들기는 과정에서 조
직이 쪼개져 손상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쉬운데, 냉동 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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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 The results of efficiency test according to the pre-processing methods of Codonopsis lanceolata

Sample

Raw Freezing Salting Blanching F-value

Peeling time (m.s) 18.11±1.35a 12.23±1.07c 13.64±0.49b 12.13±0.75c 93.75*

Punching time (s) 29.60±2.07a 14.16±0.89c 22.21±0.37b 22.15±1.25b 41.45*

Refuse rate (%) 27.82±1.09a 23.60±0.54b 28.42±0.89a 23.80±0.56b 52.38*

Values are mean±S.D.
* p<0.05.
a～c Means in a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과정은더덕을 해동했을때 조직을고르게 스펀지 상이 되고

두들김에 의한 더덕 형태의 손상 없이 단시간에 펴는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더덕 껍질을 벗긴 후 더덕 중량 대비 폐기될 껍질의 비율

은 생더덕과 절임더덕이 27.82%, 28.42%였으며, 냉동과 데
친더덕의 껍질 비율은 23.60%, 23.80%로 나타나 생더덕과
절임더덕의 폐기율이 냉동과 데침 과정보다 유의적(p<0.001)
으로 많았다. 더덕과 유사한 뿌리식품인 우엉은 폐기율이

22% (김 등 2000)로 더덕보다 낮으나, 더덕의 경우 껍질을
벗기는 과정 중 내부조직이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고 껍질에

붙어 손실되므로 폐기량이 많은 식품이다. 따라서 더덕은 전
처리 과정에서 냉동이나 데침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생더덕보

다 가식 부위의 손실을 약 5% 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2) 더덕 전처리 방법에 따른 염분 침투량
전처리 방법에 따른 양념의 침투 용이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더덕을 고추장에 숙성시켜 28일 경과에 따른 고추
장 침투 정도를 염도 측정에 의해 알아내고자 하였으며, 염
도 측정 결과는 Fig. 1과 같았다. 생더덕의 경우 시간의 경과
에 따른 염도의 변화가 적었으며, 냉동, 절임, 데침더덕의 경
우 시간 경과에 따라 염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됨을 확인할

수있었다. 그중냉동처리는염분농도가 4주경과후 3.60%
로 가장 높았으며, 3주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염분 침투량
이 포화되어 4주 경과 후에는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절인 더덕은 소금에 절였음에도 불구하고 냉동 처리한 더덕

보다염분 농도가 24주경과후 3.46%로 낮았으며, 냉동더덕
과 마찬가지로 3주까지 염분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포화
상태를나타냈다. 데침더덕은 1주까지의염분농도가 2.68%로
가장 낮았으나 4주까지 염분 농도가 계속 증가하여 3.54% 
냉동 다음으로 염분 농도가 높았다. 이는 Lee et al(2011)의
연구와 Lee et al(2012)의 연구에서 동결한 채소는 세포간의
응집력과 결합력이 약해진다고 한 바와 같이 냉동, 데침, 절

Fig. 1. Changes of saltiness on deodeok according to the 
pre-processing methods of Codonopsis lanceolata.
a～c Means in a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p<0.05).
A～E Means in a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

ficantly different (p<0.05).

임 등의 전처리를 한 더덕은 이 처리 과정으로 인하여 조직

간의 사이가 벌어져 고추장의 침투가 빠르게 진행되어 염도

가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3) SEM에 의한 더덕의 조직구조 관찰
전처리 작업을 달리하여 일정한 두께로 두들긴 더덕 조직

을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으
로 관찰한 단면은 Fig. 2와 같았다. 생더덕은 구멍이 없는 부
위가 많았으며, 조직 내 큰 crack을 나타냈고, 냉동더덕은 생
더덕, 절임더덕, 데침더덕과 비교하여 스펀지상 같이 전체적
으로 작은 구멍이 고르게 존재하였으며, 절임더덕과 데침더
덕은 작은 구멍이 나타났으나 냉동처리한 더덕만큼 전 조직

에 고르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냉동더덕,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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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graph the observation for tissue structure of 
Codonopsis lanceolata according to the pre-processing methods 
using SEM ×40.

임더덕, 데침더덕에서 나타난 고른 스펀지 성상은 양념의 흡
수를 높여 더덕의염도측정에서 확인한결과와 같이냉동더

덕, 절임더덕, 데침더덕은 생더덕보다 빠른 시간 내에 고추
장의 염분이 침투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더덕구이의 품질 특성

1) 더덕구이의 수분
전처리 방법을 달리한 굽기 전 더덕의 수분함량은 생더덕

84.56%, 냉동더덕과 데침더덕이 81.24%, 절임더덕 81.34% 
처리과정을 거친 더덕은 생더덕보다 수분함량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더덕구이의수분함량은굽기전에비교하여생더덕은 84.56%

에서 59.52%로 가장 크게 감소되었고, 냉동더덕과 데침더덕
이 81.24%에서 61.84%로 수분의 감소량이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으며, 절임더덕은 81.34%에서 60.30%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생더덕에 비해 냉동더덕, 데침더덕, 절임더덕의 순으로
수분 손실량이 적었던것은 더덕 조직 관찰에서 나타난 것처

럼 조직내의 작은 다공질이 양념장의 흡수를 용이하게 하며, 
양념에 포함된 수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생더덕보다 수분

감소량이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식품 내 수분함량은 식품
의 유연성과 조직감을 부여하고 동시에 화학반응의 촉매제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Park SM 2005) 음식의 맛과 텍스처
를 좋게 하므로, 구운 후에도 수분함량이 높은 전처리한 더

Fig. 3 The moisture contents of deodeok-gui.
A,B Means in a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p<0.05).
a～c Means in a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

ficantly different (p<0.05).

덕은 생더덕보다 더덕구이의 품질을더 잘유지하고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2) 더덕구이의 텍스처
더덕구이의 텍스처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전처리

방법을 달리한 더덕구이의 hardness는 생더덕 6.17 kg/cm2, 
냉동더덕 5.83 kg/cm2, 절임더덕 6.02 kg/cm2, 데침더덕 6.02 
kg/cm2으로, 데침더덕과 생더덕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냉동
더덕과 절임더덕이 그와 비하여 다소 낮게 나타났다. 더덕구
이의 chewiness의 경우에서는 절임더덕과 생더덕의 결과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데침더덕이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다. 
더덕구이의 gunniness와 springness는 처리방법에 따라유의적
인차이를나타내지않았다. Lee et al(2011)의연구에서는냉
동도라지의 hardness가 26.34%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냉동처리한 더덕과 생더덕을 구운 후에 hard-
ness를 측정하였으므로 가열 조리 과정으로 인하여 hardness
의 차이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더덕구이의 색도
전처리 과정을 달리한 생더덕, 냉동더덕, 절임더덕, 데침

더덕을 이용한 더덕구이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더덕구이의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생더덕이 37.32, 
냉동더덕이 39.61, 절임더덕이 38.97, 데침더덕이 37.09로측정
되었으며, 냉동더덕과 절임 더덕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Lee et al(2011)의 연구에서 도라지의 냉동 후 L값이 증
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적색도
를나타내는 a값에서는데침더덕이 유의적으로가장높게나
타났는데, 이는 데침 더덕이 명도가 가장 낮아 고추장의 붉
은색이 희석되지 않고 더 잘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
고 다들 더덕들의 a값은 생더덕과 냉동더덕, 그리고 절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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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xtural characteristics of deodeok-gui according to the pre-processing methods of Codonopsis lanceolata 

Sample

Raw Freezing Salting Blanching F-value

Hardness (kg/cm2) 6.17±0.16ab 5.83±0.12b 6.02±0.18b 6.40±0.23a 5.26**

Chewiness (kg/cm2) 1.89±0.04a 1.76±0.16ab 1.96±0.28a 1.46±0.11b 4.79**

Gumminess (kg/cm2) 2.15±0.22 1.89±0.14 2.03±0.26 1.97±0.10 0.93

Springiness (%) 0.66±0.04 0.64±0.20 0.71±0.57 0.68±0.35 0.16

Values are mean±S.D.
* p<0.05,   ** p<0.01.
a～c Means in a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Hunter’s color value of deodeok-gui according to the pre-processing methods of Codonopsis lanceolata 

Sample

Raw Freezing Salting Blanching F-value

L 37.32±0.66b 39.61±0.75a 38.97±0.55a 37.09±0.98b 13.38*

a 20.33±0.46b 20.72±0.53b 17.95±0.36c 22.19±0.31a 84.01*

b 31.59±0.45a 31.34±0.83a 27.23±0.32b 31.57±0.85a 52.54*

Values are mean±S.D.
* p<0.05.
a～c Means in a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

덕 순으로 낮아졌다. b값은 생더덕과데침더덕, 냉동더덕, 절
임 더덕 순으로 낮아졌다.

4) 더덕구이 관능검사
전처리 방법을달리한생더덕, 냉동더덕, 절임더덕, 데침더

덕을 이용한 더덕구의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4 및
Table 5와같았다. 더덕구이의전반적인기호도는시료간의유

Table 4. The preference test of deodeok-gui according to the pre-processing methods of Codonopsis lanceolata 

Sensory
Sample

Raw Freezing Salting Blanching F-value

Appearance 5.03±0.77b 5.62±0.67a 5.24±0.73ab 5.44±0.73a 3.47**

Flavor 5.82±0.65a 5.75±0.57ab 5.51±0.73ab 5.41±0.62b 2.61**

Taste 6.00±0.75 6.06±0.65 5.96±0.49 5.86±0.58 0.54

Texture 5.20±0.72b 5.79±0.61a 5.58±0.50a 5.00±0.53b 8.04*

Overall quality 5.65±0.61 5.82±0.71 5.65±0.66 5.48±0.73 1.22

Values are mean±S.D.
* p<0.05,   ** p<0.01.
a,b Means in a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냉동처리한 것이 가장 높았

고, 더덕구이의 외관, 향, 맛, 텍스처 대한 기호검사 결과 외
관은 냉동과 데침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냄새는 생
더덕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다. 맛은 시료간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생더덕과 냉동더덕이 약간 높았으며, 텍
스처는 냉동과 절인더덕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동결한 더
덕은 전반적인 기호도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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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sensory evaluation for difference test deodeok-gui according to the pre-processing methods of Codonopsis 
lanceolata 

Sensory
Sample

Raw Freezing Salting Blanching F-value

Red color 4.89±0.61b 5.51±0.57a 4.96±0.56b 5.37±0.62a 7.61**

Odor 5.27±0.84a 5.06±0.59ab 4.79±0.67b 4.41±0.50c 9.13**

Bitter taste 4.72±0.45 4.65±0.48 4.48±0.50 4.51±0.50 1.57

Salty taste 4.44±0.50 4.48±0.50 4.48±0.50 4.68±0.69 1.42

Crunch 4.79±0.72 5.03±0.73 4.89±0.67 4.75±0.73 0.86

Values are mean±S.D.
** p<0.01.
a,b Means in a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외관과 텍스처의 결과가 유의적으로 높아 다른 처리 방법보

다 더덕구이의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더덕구이의 식별검사에서는 붉은 색의 정도, 향, 더덕 특

유의 쓴맛, 짠맛, 아삭함을 측정하였으며, 붉은 색의 정도와
향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외관의 선호도가 높았던 것
으로 생각되며, 붉은 색의 정도에서는 냉동과 데침이 유의적
으로 가장 높았다. Han et al(2001)의 저장 기간에 따른 냉동
비빔밥 나물의 관능적 특성 논문에서 나물 제조 후 바로 먹

는 즉석도라지나물과나물 제조 후냉동한 도라지나물은관

능검사에서 냉동 25일 경과 후부터 평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본 실험의 경우, 하루 냉동 후 조리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관능평가에서 붉은 색의 정도에큰 영향을 주지 않았

다고 생각되나 위와 같은 차이는 냉동 처리에서 수분이 미세

하게 얼어 구멍을 만들어 해동 시 수분이 빠져나간 자리에

고추장양념이 흡수되어붉은색의정도에서좋은 평가를받

은 것이라 추측된다. 향의 강도는 생더덕 구이에서 유의적으
로 가장 강하게 나타나 냄새의 기호도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같다. 쓴맛과 짠맛, 아삭함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전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 이외에

양념을 발라 굽는 더덕구이의 조리 방법에 따른 열에 의한

조직 연화 및 양념 흡수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시료간 차

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Kim HS(1997)의 냉동
야채의관능적 품질 특성에 미치는영향에 관한 논문에서살

펴보면 비름을 데쳐 냉동한 경우, 냉동하지 않고 데친 비름
과 관능평가에서 색, 외관, 냄새, 질감들이 비슷한 평가를 받
았다. 또한 Koh et al(1993)의 절임 배추 및 김치의 동결 저
장에 따른 품질 변화의연구에서도동결저장시 품질에서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고, Han et al(2001)의
비빔밥 나물에서 즉석나물과 냉동나물의 관능적 특성상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요약 및 결론

더덕 전처리 방법을 달리하여 더덕 조리작업의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관능적, 기계적 검사를 통한 더덕구이의 품질
을평가하여 실제 소비자가 원하는 최적의상품을 가장 효율

적으로생산할수 있는 방법을알아내고자실시한 연구 결과

는 다음과 같았다.
1. 더덕의 전처리 방법을 달리하여 더덕의 박피, 두들김 시

간 및 폐기율을 측정한 결과 데침더덕이 12분 13초로 가장
짧았고, 생더덕이 18분 11초순으로가장높았고, 두들겨펴는
시간은 냉동더덕이 14.16초, 데침더덕이 22.15초, 절임더덕
이 22.21초, 생더덕이 29.60초로냉동이가장짧았다. 중량대
비 껍질의 폐기율은 냉동더덕이 23.60%, 데침더덕이 23.80%, 
생더덕이 27.82%, 절임더덕이 28.42%순으로 폐기율이 증가
되었다. 

2. 양념의 침투 용이성을확인한염도 측정결과 생더덕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염도의 변화가 적었으며, 냉동, 절
임, 데침더덕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염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되었다.

3.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이용하여 더덕
조직을 관찰한 결과 냉동더덕과 데침, 절임더덕이 생더덕에
비하여 스펀지상 같은 작은 구멍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존재

하였다. 
4. 더덕구이의수분측정결과냉동더덕과데침더덕이 61.84%

로 가장 많았고, 절임더덕이 60.30%, 생더덕이 59.52%로 측
정되었다. Hardness는냉동더덕이 5.83 kg/cm2, 절임더덕과데
침더덕이 6.02 kg/cm2, 생더덕이 6.17 kg/cm2 순으로 나타났

으며, 명도는 데침더덕이 37.09, 생더덕이 37.32, 절임더덕이
38.97, 냉동더덕이 39.61로 측정되었고, a값에서는 데침더덕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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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더덕구이의 관능평가 결과 전반적인 기호도는 시료간
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냉동더덕이 가장 높았

다. 외관의 기호도는 냉동이 높았고, 냄새에서는 생더덕이
높았으며, 식별검사에서 붉은색의 정도는 냉동과 데침더덕
이 높았고, 향의 강도에서는 생더덕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으로, 더덕전처리과정에따른조리작업효율성은냉

동 전처리한 더덕이 박피, 더덕 두들김 시간을 단축하고, 껍
질 폐기율이 낮아 조리 작업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고, 더
덕구이를 하였을 때에도 향은 생더덕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

었으나고추장의붉은빛이 잘나타나고텍스처 상의아삭한

특성이더 높게 나타나서 품질이 뒤떨어지지않는 더덕 손질

법으로 평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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