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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기간에 따른 고구마(Ipomoea batatas (L.) Lam) 전분의 이화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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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cultivation periods on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arch of five sweetpotato cultivars, cultivated in Muan, Korea. Starch, protein, and ash contents increased with increased
cultivation period, whereas amylose content decreased. Rapid viscosity analysis showed that the pasting temperature, peak
viscosity, breakdown, setback and final viscosity increased with increased cultivation period. However, trough and final
viscosity decreased. Although the onset temperature and peak temperature values increased, the conclusion temperature did not
show any consistent patterns by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X-ray diffraction showed that the starch samples had C-type
crystallinity irrespective of the cultivation period and cultivar. The starch granules were dominantly round and oval, or
polygonal irrespective the cultivation period. The bigger the particle size was, the longer the cultivation period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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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구마(Ipomoea batatas (L.) Lam)는 메꽃과에 속하는 쌍떡잎식

물로 B.C. 3,000년경부터 멕시코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배되기 시

작하였고 우리나라에는 조선 영조 39년(1763년) 10월, 일본에 통

신정사로 갔던 조엄 선생이 대마도에서 부산진으로 들여오면서

재배되기 시작하였다(1,2). 고구마는 일반적으로 일년생 작물로

재배되며 재배조건과 품종에 따라서 생육기간은 12주와 35주 사

이로 다양하다. 하지만 일부 품종들은 23주와 50주의 긴 생육기

간을 필요로 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품종들은 수량의 상한선에 도

달하기 위해 12주에서 22주의 생육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3,4).

온대 북부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고구마 재배 작형은 5

월 중순에 묘를 삽식하여 9-10월에 수확하는 적기 재배와 6월 중

하순에 삽식하여 10월에 수확하는 맥류 후작 재배형태 뿐이었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고 소비자들의 기호가 변화함에 따라 고품

질 햇고구마의 조기 출하가 요구되고 또한 이러한 요구에 부응

하여 조기재배 작형에 대한 농민들의 기술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

열온상 등을 이용한 조기육묘와 조기재배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

구(5)가 진행되었으며, 삽식시기에 따른 전분함량의 변화(6-8), 재

배조건에 따른 X-선 회절도의 변화(9,10) 등 재배조건에 따른 고

구마 품질특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고구마의 주요 성분은 수분이 6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으며, 탄수화물이 26.4%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이의 대부분은 전

분으로 접착력이 높아 당면 제조 시 타전분에 비하여 질적으로

유리하여 면류 생산에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구마 전분

의 소비량이 감소하고 값싼 중국산이 수입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한 국내 고구마 전분산업은 해마다 위축되고 있다. 이에 소비

량이 감소하는 고구마 전분의 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구마

전분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산 고구마 품종을 이용하여 전분의

이화학적 성질 및 소화특성 분석(11-13), 재배지역에 따른 고구마

품종별 전분 특성 분석(14), 고구마 전분을 이용한 호화 특성(15-

19), 고구마 부위 및 생장단계나 재배환경에 따른 전분의 물리화

학적 특성(20-26), 고구마 가공 슬러지로부터 회수한 전분의 물리

화학적 특성(27) 등 고구마 전분의 특성을 활용하여 그 이용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어 새로운 식품

소재로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재배기간에 따른 고구마 전분의 특성을 구

명하여 새로운 식품소재로 이용하고자 일반고구마 3품종과 유색

고구마인 2품종을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의 시험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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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5월 하순에 삽식하고 관행재배기간인 120일을 기준으로 100

일, 140일을 각각 재배한 후 전분을 추출하여 전분의 품질 및 호

화특성을 파악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이용한 고구마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일반고구마 ‘대유미’, ‘신건미’, ‘진홍미’, 자색고구마 ‘신자미’, 주

황색고구마 ‘주황미’ 등 5품종이었다. 실험포장에 고구마를 삽식

(꺾꽂이)하기 위해 2010년 3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바이

오에너지작물센터의 비닐하우스 육묘상에 각 품종별로 씨고구마

를 파종하여 고구마 묘를 재배하였다. 재배지역은 무안으로 요소

12.0 kg/10a, 용성인비 31.5 kg/10a, 황산가리 26.0 kg/10a을 전량 기

비(밑거름)로 시용한 후, 비닐로 멀칭하였다. 고구마 묘의 삽식은

보통기 재배시기인 5월 하순경에 휴간 75 cm, 주간 20 cm, 난괴

법 3반복으로 재배하였다. 재배관리는 농촌진흥청 표준재배법(28)

에 준하여 관행재배기간인 120일을 기준으로 100일, 140일을 재

배하고 수확한 후 전분을 추출하여 전분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고구마 전분의 분리 및 함량

고구마 전분의 분리 및 함량은 알칼리 침지법으로 Shin과

Ahn(29)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고구마를 씻어 껍질을 벗기

고 자른 후 100 g을 취하여 3배의 0.1% NaOH 용액 300 mL을

가하여 3분간 마쇄하고 100 mesh와 270 mesh에 차례로 통과시켰

다. 실온에 정치하여 상층액은 버리고 얻어진 침전물에 0.1%

NaOH 용액을 가하는 과정을 4회 반복한 후 증류수로 2회 세척

하였다. 세척된 침전물에 0.1 N HCl을 사용하여 pH 6.5-7로 중

화한 후 40oC에서 20시간 건조시켜 무게를 측정하였다. 고구마

전분 함량은 고구마 생체 100 g당 건조 전분 무게를 측정하여 건

물율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고구마 전분의 일반성분

일반성분은 AOAC(30) 방법에 의하여, 수분함량은 105oC로 상

압가열 건조하여 측정하였고, 조단백질은 Kjeldahl법으로 측정하

여 질소계수 6.25를 사용하여 환산하였고 조회분은 건식회화법으

로 측정하였다.

고구마 전분의 아밀로스 함량

고구마 전분의 아밀로스 함량은 Williams 등(31)의 방법에 따

라 측정하였다. 즉 고구마 전분 20 mg을 담은 100 mL 플라스크

에 0.5 N KOH 10 mL를 가하여 시료를 잘 분산시킨 다음 증류

수를 가하여 100 mL로 희석하였다. 이 용액에서 10 mL를 취하여

0.1 N HCl로 중화시키고 0.2% 요오드액으로 반응시켜 68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아밀로스 함량은 측정된 흡광도 값으로

부터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from potato starch,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으로 얻은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고구마 전분의 호화 특성

전분의 호화 특성은 신속점도측정기(RVA tecmaster, Newportd

Scienific, Warriewood, Australia)로 sweetpotato 분석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즉, 알루미늄 용기에 고구마

전분(14% 수분함량기준) 2.5 g과 증류수 25 mL를 가한 다음 플

라스틱 회전축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교반시켜 시료액을 제조하

였다. 50oC에서 1분간 빠른 속도로 교반한 다음, 분당 7.3oC씩 올

리면서 95oC까지 가열하고 이 상태에서 6분간 유지시킨 후, 다

시 분당 5oC씩 내리면서 50oC로 냉각시켜 10분간 유지하면서 호

화개시온도(pasting temp.), 최고점도(peak viscosity), 최저점도

(trough viscosity), 최종점도(final viscosity), 강하점도(breakdown)

및 치반점도(setback)을 구하였다. 모든 결과는 RVA 단위(RVU)로

표시하였다.

고구마 전분의 열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밀봉된 빈 알루

미늄 pan을 reference로 하여 주사시차열량계(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DSC), TA Q1000, TA Instrument, New Castle, USA)

를 이용하였다. 약 20 mg의 건조된 시료를 알루미늄 팬에 담고

40 µL (1:2)의 증류수를 넣어 밀봉한 후 30oC에서 150oC까지

10oC/min의 속도로 가열하였다. 이때 DSC thermogram상에 나타

나는 흡열곡선의 호화개시온도(To: onset temperature), 피크온도

(Tp: peak temperature), 종결온도(Tc: conclusion temperature)와 호

화엔탈피(∆H: gelatinization enthalpy)를 각각 구하였다.

고구마 전분의 미세구조

고구마 전분의 미세구조는 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

scope JP/TM-1000, Hitachi,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측정배율

2000배에서 관찰하였다.

고구마 전분의 입도

고구마 전분의 입자크기는 Particle Size Analyzer (LS 13320,

Beckman Coulter GmbH, Krefeld, Germ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용 시료의 수분흡수로 인한 입자크기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산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하였다. 시료 약 0.2 g을 넣고

잘 혼합한 다음 10초 동안 ultra-sonication하였다. 분산 상태를 유

지한 상태에서 입자직경이 0.375-2,000 µm 범위에서 분포비율, 평

균입자 직경을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8.01) package

를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으로 시료

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고 데이터는 3반복의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고구마의 전분 및 아밀로스 함량

식용 및 가공용에 상관없이 고구마 이용의 모든 형태에 있어

서 전분은 식미나 물성, 가공적성에 영향을 미친다. 고구마는 전

분을 주성분으로 한다는 점에서 쌀이나 보리 등의 곡류와 비슷

하지만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들과 차이가 있

다. 생고구마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전분의 중량비를 전분 함량이

라고 하는데(28) 이를 건물중으로 환산하여, 재배기간에 따른 전

분 및 아밀로스 함량의 변화 양상을 조사한 결과(Table 1), 일반

고구마인 ‘대유미’, ‘신건미’, ‘진홍미’의 전분 함량은 재배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20일과 140일 시험구에

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신자미’의 전분 함량은 100일

시험구에서는 49.3%, 120일 59.2%, 140일 50.5%로 120일까지는

증가하다가 140일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주황미’는 100일

43.5%, 120일 42.2%, 140일 37.6%로 재배기간이 길어질수록 오

히려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삽식시기에 따른 전분 함량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일찍 삽식할 때 보다 늦게 삽식할수록 전분함량이

크게 감소한다고 하였고(6-8), 수확기에 관련해서는 일찍 수확할

수록 전분함량의 감소가 크다고 보고(8)하였다. 아밀로스 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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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품종에서 100일 시험구보다 120일 시험구에서 증가하였으

나 140일 시험구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감

자의 경우, 괴경이 비대하는 시기에 아밀로스 함량은 상당히 증

가하지만 카사바와 고구마는 덩이뿌리가 성장하는 동안 아밀로

스 함량에는 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보고(32)와 일치하였다.

일반적으로 아밀로스 함량은 생육 초기에 극히 높고 8월 중순의

생육 왕성기에 급감하지만 그 후에는 안정적인 함량을 보이고 무

기성분 중 칼슘과 칼륨은 생육 시기에 따른 변화가 없지만 인 함

량은 생육이 진전됨에 따라 증가한다고 하였다(33). 일본의 고구

마 품종인 ‘아야무라사키’는 수확시기가 빠르고 삽식시기가 늦을

수록 전분함량이 감소하지만 아밀로스 함량은 삽식시기나 재배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23).

고구마 전분의 일반 성분

재배기간에 따른 고구마 품종별 전분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

과(Table 2), 고구마 전분의 수분함량은 13.6-16.8%의 범위로 재

배기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단백질 함량은 0.094-

0.460%의 범위로 ‘대유미’는 재배기간에 따른 유의성이 보이지

않았으나 ‘신건미’와 ‘진홍미’는 100일에 0.010, 0.038%에서 140

일에는 0.096, 0.090%로 각각 72.0, 32.4% 증가하여 유의성이 있

었으며 유색고구마인 ‘신자미’와 ‘주황미’에서도 증가한 경향이었

으나 다소 적었다. 고구마 전분의 단백질 함량이 0.05-0.06%의 범

위였고 재배시기별 확실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보고(33)와

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회분 함량은 0.25-0.61%의 범위로 100일,

120일 시험구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140일 시험구에

서는 증가하였다. 회분은 재배시기에 따른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

지만 품종에 따른 차이는 있다는 보고(33)와도 차이를 보였다.

고구마 전분의 호화 특성

전분의 호화 특성은 가공 식품과 산업 소재로의 이용 시 품질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RVA를 이용하여 고구마 품

종별 재배시기에 따른 전분의 호화 특성은(Table 3), ‘대유미’의

호화개시온도는 100일 시험구에서 80.0oC, 110일 80.3oC, 140일

80.3oC로 100일 시험구보다 120일 시험구에서 더 높은 온도를 보

였으나 120일과 140일 시험구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신건미’와 ‘진홍미’에서도 같은 경향이었다. ‘신자미’의 호

화개시온도는 재배기간이 길어질수록 77.7, 78.0, 78.6oC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주황미’는 120일 80.5oC에 비하여 140일 78.6oC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는 일본산 자색고구마인 ‘아야무라사키’ 품

종이 관행재배보다 늦게 수확하였을 때 호화온도가 감소하였다

는 결과(23)와 재배시기가 경과할수록 낮아진다는 보고(34)와는

차이가 있었다. 고구마 전분의 최고점도는 모든 품종에서 재배기

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였는데 이는 Noda 등(23)의 보고와 일치

하였다. 최저점도는 일반고구마에서는 재배기간이 길어질수록 감

소하였고 ‘신자미’는 재배기간 간 차이가 없었으며 ‘주황미’는 일

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일반고구마 전분의 최종점도는 재배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이 보였으나 유색고구

마에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Breakdown은 모든 품종

에 재배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구마를 빨리 수

확할수록 breakdown이 낮았다는 보고(23)와 일치하였다. Setback

은 ‘대유미’를 제외하고는 재배기간 경과할수록 증가하였는데 이

는 Shigeo 등(3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생육초기의 전분은 호화

및 팽윤이 늦은 경향이 있고 생육이 진전됨에 따라 점도는 상승

하는데 이는 소립자가 많은 생육 초기의 전분은 점도가 낮고 점

점 대립자가 증가하면서 점도가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33).

주사시차열량계(DSC)에 의한 재배기간에 따른 고구마 품종별

전분의 호화특성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To는 모든 품종에서

재배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Tp는 ‘대유미’는 재

배기간 간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품종에서는 재배기

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향이었는데 이는 Noda 등(23)의 보고

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Noda 등의 연구에서는 재배기간이 한

달 이상의 차이를 두고 분석한 결과이고 본 연구는 재배기간이

20일의 차이에 의한 분석결과로 사료된다. Tc는 신건미를 제외하

고는 품종 간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T 및 ∆H는 재배기간

간에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전분의 호화특성은 전분

입자의 크기, 아밀로스와 지방 함량 및 아밀로펙틴의 구조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35) 품종 및 재배지역에 따라

Table 1. Starch and amylose contents of fresh sweetpotato

cultivars

Cultivar
Cultivation 

period 
(days)

Starch content
(% dry basis)

Amylose content
(%)

Daeyumi
100
120
140

50.6±1.3b1)

55.5±2.5a

58.0±2.7a

20.0±0.9a

21.9±2.5a

18.3±0.3b

Shingeonmi
100
120
140

49.9±4.9b

59.0±5.1a

60.3±3.1a

17.9±0.8b

19.6±1.4a

17.3±0.7b

Jinhongmi
100
120
140

49.3±2.8c

54.1±2.1b

66.1±4.3a

19.4±0.5b

23.4±2.1a

20.4±0.2b

Sinjami
100
120
140

44.5±2.3c

59.2±2.9a

50.5±3.4b

16.6±0.3a

17.5±0.8a

16.0±0.2b

Juhwangmi
100
120
140

43.5±0.8a

42.2±0.2b

37.6±1.8c

17.1±0.4b

18.6±0.8a

17.5±0.1b

1)Values with different letter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2. Proximate composition of sweetpotato starch

Cultivar
Cultivation 

period
(days)

Components (%)

Moisture Protein Ash

Daeyumi
100
120
140

15.4±0.7a*

15.8±0.2a

13.6±1.8a

0.046±0.005a

0.059±0.006a

0.046±0.004a

0.33±0.02b

0.33±0.03b

0.58±0.01a

Shingeonmi
100
120
140

13.5±0.4b

14.3±0.3a

13.6±0.3b

0.050±0.004b

0.070±0.009a

0.086±0.001a

0.25±0.09b

0.31±0.01b

0.58±0.02a

Jinhongmi
100
120
140

15.9±0.5a

16.6±0.1a

15.8±0.7a

0.068±0.005b

0.080±0.003ab

0.090±0.002a

0.34±0.01b

0.31±0.01c

0.61±0.04a

Sinjami
100
120
140

15.6±0.4a

15.6±0.6a

15.1±0.7a

0.070±0.001b

0.077±0.004a

0.079±0.004a

0.35±0.04b

0.37±0.04b

0.50±0.03a

Juhwangmi
100
120
140

15.3±0.4b

16.8±0.2a

16.1±0.5ab

0.078±0.002b

0.072±0.009b

0.094±0.001a

0.34±0.07b

0.39±0.02b

0.45±0.01a

1)Values with different letter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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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전분의 호화특성을 보이는 이유도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들 때문으로 사료된다.

고구마 전분의 X-선 회절도

재배기간에 따른 품종별 고구마 전분의 결정형을 X-선 회절도

로 분석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X-ray 패턴은 모든 품종에서 유

사한 회절각도인 15.0-15.24o, 17.08-17.34o, 22.88-23.28o 부분에서

강한 피크를 보였는데 이는 재배지역에 따른 결과와 동일하게 C

type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14), 재배기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는데 이는 Noda 등(32)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Noda 등

(23)은 일본 고구마 품종인 ‘아야무라사키’는 C type의 패턴을 보

였고 ‘규슈 No. 120’ 품종은 재배시기와 상관없이 Ca의 패턴을

보였는데 재배시기가 늦어질수록 다수의 전분이 B type으로 옮

겨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Ziro 등(9)과 Fugimoto 등(10)은 대

두와 고구마의 재배 온도에 따른 전분을 추출하여 그 X-선 회절

도를 측정하였을 때 재배조건이 고온일 때는 A type에 가깝고 저

온의 조건일 때 B type에 가깝다고 하였다.

고구마 전분의 입자 형태

재배시기에 따른 고구마 품종별 전분의 형태를 주사전자현미

경으로 관찰한 결과(Fig. 2), 재배지역에 따른 관찰의 결과와 동

일하게 hilum이 중앙에 있는 둥글거나 다각형의 형태였고 입자

의 표면은 평활하였다(14). 고구마 전분의 형태는 재배기간에 따

라 품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고구마 전분의 형

태는 덩이뿌리의 성장 시기에 상관없이 구형이고 다각형의 모양

으로 전분 입자의 형태는 고구마의 생장단계에 영향을 받지 않

는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31). 또한 고구마 부위별 전분의 입자

형태를 관찰한 결과에서도 고구마 부위에 따라 전분의 형태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36).

Table 3. Pasting properties of sweetpotato starches by rapid visco analysis (Unit: RVU)

Cultivar
Cultivation period

(days)
Pasting temp.

(oC)
Peak viscosity

Trough
viscosity

Final
viscosity

Break
down

Set
back

Daeyumi
100
120
140

80.0±0.1b1) 
80.3±0.1a

80.3±0.0a 

223.8±6.2b 
253.5±4.3a 
256.5±5.5a

132.2±5.6a 
127.4±4.7b 
111.2±3.5c 

189.7±4.5a 
189.2±3.1a 
163.9±9.5b 

91.6±8.4c 
126.1±9.1b 
145.3±5.6a 

57.5±0.9ab 
61.8±3.7a

52.8±5.4b 

Shingeonmi
100
120
140

76.0±0.4b 
78.2±0.7a 
78.5±0.5a 

246.2±5.5a

240.6±7.5a 
246.6±6.9a 

135.5±2.7a 
120.7±5.4b 
108.9±1.2c 

188.7±2.3a 
170.0±5.4b 
168.4±9.9b 

110.7±6.5b 
119.9±9.3ab 
137.7±9.9a 

53.1±0.5b

49.3±4.3b 
59.5±3.1a

Jinhongmi
100
120
140

78.2±0.1b 
78.7±0.1a 
78.7±0.2a 

260.1±3.4a 
240.8±6.3b 
258.3±5.9a 

132.3±2.5a 
116.0±1.3b 
111.3±2.7c 

186.6±0.2a 
175.5±3.5b 
171.3±5.8b 

127.8±5.5b 
124.8±9.6b

147.1±3.7a 

54.4±1.9b 
59.5±2.3a 
60.0±1.2a

Sinjami
100
120
140

77.7±0.1b 
78.0±0.4ab 
78.6±0.2a 

193.0±8.5b 
223.9±5.4ab 
245.7±6.2a 

115.0±5.4a 
111.8±8.2a 
107.2±5.6a 

146.2±7.8a 
161.9±8.6a 
159.9±9.4a 

78.0±8.4b 
112.1±7.5ab 
138.5±7.4a 

31.2±1.2b 
50.0±3.5a 
52.7±4.4a 

Juhwangmi
100
120
140

78.2±0.4b 
80.5±0.1a 
78.6±0.3b 

237.5±7.8a 
227.1±10.2a 
247.4±7.5a 

120.6±9.5a 
105.6±2.7b 
133.5±1.3a 

178.5±8.5b 
165.3±9.6b 
202.8±8.5a 

116.8±8.5a 
121.5±7.5a 
133.9±4.9a 

57.8±1.5b 
59.7±2.9b 
69.3±3.9a 

1)Values with different letter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4. Heat of gelatinization and endotherm characteristics of sweetpotato starches

Cultivar
Cultivation period

(days)
To1)

(oC)
Tp

(oC)
Tc

(oC)
∆T2)

(oC)
∆H
(J/g)

Daeyumi
100
120
140

080.3±2.5a3)

80.1±1.8a

79.3±3.2a

85.6±1.2a

86.4±0.3a

84.8±1.9a

100.9±1.2a 
102.2±0.8a 
099.2±2.7a 

20.6±1.1b

22.1±1.4a

20.0±1.2b

9.1±0.9a

9.9±0.3a

9.0±0.5a

Shingeonmi
100
120
140

75.0±2.7b

76.6±2.2b

79.1±0.8a

80.9±1.1b

83.5±1.3a

84.7±0.7a

096.9±1.5b 
100.7±0.3a 
099.8±2.1a 

21.9±2.2a

24.1±1.5a

20.7±2.7a

9.3±1.0a

10.6±0.5a0
9.8±1.6a

Jinhongmi
100
120
140

77.2±2.1a

76.6±2.6b

77.4±0.9a

83.1±0.3c

83.9±0.1b

84.4±0.1a

098.9±2.1a 
100.6±0.6a 
098.8±2.6a 

21.6±2.1a

23.9±1.8a

21.3±1.6a

9.9±0.2b

10.6±0.3a0
8.9±0.4c

Sinjami
100
120
140

76.2±0.1b

076.4±0.1ab

76.9±0.7a

82.0±0.7c

83.2±0.1b

83.8±0.1a

096.3±2.3a 
099.1±0.8a 
096.6±2.5a 

20.1±2.3a

22.8±1.5a

19.7±1.6a

8.5±0.9b

9.9±1.2a

8.6±0.3b

Juhwangmi
100
120
140

75.6±0.9b

76.2±0.1b

77.2±0.3a

82.8±0.3b

82.2±0.1c

83.7±0.1a

098.6±0.9a 
097.9±2.7a 
098.2±1.9a 

23.0±1.4a

21.8±1.6a

21.1±1.8a

9.6±0.8a

9.8±0.4a

9.6±0.6a

1)To, Tp, and Tc indicate the onset, peak, and conclusion temperatures of gelatinization, respectively.
2)
∆T indicates the temperature range from Tc to To. ∆H indicates the gelatinization enthalpy.

3)Values with different letter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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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전분의 입도

재배시기에 따른 품종별 고구마 전분의 입도는 재배기간이 길

어질수록 모든 품종에서 평균 입도가 증가하였다. 고구마 전분의

평균 입도 크기를 살펴보면(Table 5), ‘대유미’는 100일 시험구에

서 14.86 µm로 가장 작았고 140일 시험구에서 18.99 µm로 가장

큰 입자크기를 보였다. ‘신자미’는 100일 시험구에서 17.38 µm로

작았으나 120일 시험구에서 18.54 µm로 증가하다가 140일 시험

구에서는 오히려 18.93 µm로 감소하였다. 또한 ‘주황미’도 100일

시험구에서 17.25 µm, 120일 18.99 µm, 140일 20.77 µm로 점차

증가하였다. 고구마 품종별로 전분의 크기는 차이를 보였으며 재

배기간이 길어질수록 입도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Junko

등(37)이 미숙 고구마의 입경은 10 µm 이하로 작으나 성숙하게

되면 평균입경이 12.2 µm로 커진다고 한 보고와 일치하였다. 또

한 고구마가 비대하는 동안 일본의 고구마 품종 ‘고가네센간’은

8.58 µm에서 11.0 µm까지 평균입도가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생육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구마 전분의 입도가 증가한다는 Noda

등(23,32,38)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요 약

재배기간에 따른 고구마 전분의 특성을 구명하여 고구마의 새

로운 식품산업 소재로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Fig. 1.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sweetpotato starches depending on the cultivation periods. A, Daeyumi; B, Shingeonmi; C, Jihongmi;
D, Sinjami; E, Juhwa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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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자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배기간이 길어질수록

전분 함량은 증가하였으나 아밀로스 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이었

고, 일반고구마와 유색고구마의 전분함량 변화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재배기간이 길어질수록 전분의 수분함량 변화 양상은 일

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단백질과 회분 함량은 증가하는 경

향이었다. 신속점도측정기로 측정한 점도는 재배기간이 길어질수

록 전분의 호화개시온도와 최고점도, breakdown, setback은 증가

하였고 최소 및 최종점도는 감소하였다. 주사시차열량계를 이용

한 호화특성은 재배기간이 길어질수록 To, Tp는 증가하였으나

Tc, ∆T, ∆H는 일정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X-선 굴절률

은 일반고구마의 회절각도는 15.08-15.32o, 16.92-17.72o, 22.90-

23.62o, ‘신자미’ 15.26-15.34o, 17.08-17.32o, 22.74-23.40o, ‘주황미’

Fig. 2.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images of sweetpotato starches depending on the cultivation periods. A, 100 day; B, 120 day; C,
140 day. DYM, Daeyumi; SJM, Sinjami; JUHM; Juhwangmi

Table 5. Varietal difference in the particle size of sweetpotato starches depending on the cultivation periods

Cultivar
Cultivation period

(days)
Diameter at 10%

(µm)
Diameter at 50%

(µm)
Diameter at 90%

(µm)
Mean diameter 

(µm)

Daeyumi
100
120
140

1.72±0.01
2.33±0.11
3.62±0.04

04.47±0.04
16.74±0.12
19.08±0.13

26.17±0.12
29.67±0.09
31.52±0.08

14.86±0.06
17.29±0.05
18.99±0.09

Shingeonmi
100
120
140

2.02±0.08
1.91±0.04
6.93±1.21

15.92±0.04
15.77±0.08
22.86±0.10

32.18±0.10
30.65±0.12
36.91±0.10

17.32±0.02
16.90±0.09
38.88±0.21

Jinhongmi
100
120
140

2.22±0.08
2.30±0.04
3.73±0.06

16.23±0.05
16.92±0.09
18.70±0.03

28.44±0.03
32.87±0.08
34.59±0.09

16.50±0.09
18.69±0.03
20.37±0.09

Sinjami
100
120
140

1.78±0.09
2.21±0.04
1.93±0.03

14.88±0.09
16.54±0.05
15.45±0.08

33.97±0.01
33.94±0.03
32.82±0.08

17.38±0.07
18.54±0.05
18.93±0.06

Juhwangmi
100
120
140

1.78±0.10
1.95±0.01
2.38±0.06

14.33±0.07
15.37±0.09
16.64±0.02

33.40±0.03
36.99±0.06
40.24±0.04

17.25±0.07
18.99±0.09
20.7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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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15.32o, 17.00-17.38o, 22.82-23.40o에서 강한 피크를 보여 전

분의 결정화도 형태 중 C형에 속하였으며 재배기간에 상관없이

고구마 전분의 결정화도는 일정하였다. 고구마 전분의 입자 형태

는 재배기간에 상관없이 대부분 둥글고 타원형 모양을 하고 있

었으며 일부 다각형의 입자 형태를 포함하고 있었다. 평균입도는

주황색고구마의 평균입도가 식용 및 자색고구마보다 컸으며 재

배기간이 길어질수록 고구마 전분의 평균입도는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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