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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전분-sucrose 복합물의 레올로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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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ological Properties of Sweet Potato Starch-sucrose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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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sucrose at different concentrations (0, 10, 20, and 30%, w/w) on steady and dynamic shear
rheological properties of sweet potato starch (SPS) paste (5%, w/w) were investigated. The steady shear rheological
properties of SPS-sucrose composites were determined from rheological parameters based on power law and Casson flow
models. At 25oC all the samples showed pseudoplastic and thixoropic behavior with high yield stress. Consistence index
(K), apparent viscosity (ηa,100), and yield stress (σoc) values of SPS-sucrose composites decreased with increasing sucrose
concentration from 10% to 30%. The decrease of swelling power was observed at higher sucrose concentration (>20%)
and the low swelling power yielded a lower K, ηa,100, and σoc values. In temperature range of 25-70oC, Arrhenius equation
adequately assessed variation with temperature. Oscillatory test data showed weak gel-like behavior. Magnitudes of storage
(G') and loss (G") moduli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sucrose concentration and frequency. The SPS-sucrose composite
at 30% concentration closely followed the Cox-Merz superposition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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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구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생산되어 여러 가
지 식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마
를 주로 삶거나 구어서 직접 섭취한다. 또한 고구마로부터 전분
을 제조하여 시럽을 생산하거나 당면 및 과자류 제조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2006년 현재 국내 산업에서의 고구마전분 사용량
은 옥수수전분과 감자전분 다음으로 가장 높다(1). 고구마 및 고
구마전분의 이화학적 특성은 품종, 토양 등 재배조건에 따라 차
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고구마 주요 생산지는 기후가 온난한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전분입자의 크기
는 5-25 mm이고 amylose 함량은 대략 8.5-37.7% 범위에 있어 품
종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2). 일반적으로 고구마전분은 옥
수수전분에 비해 페이스트의 점도가 높고 투명하며 젤의 냉·해
동 안정성이 우수하여 다양한 식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3). 

Amylose와 amylopectin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분은 무정형 영역
과 결정형 영역이 공존하는 부분적 결정성 중합체로 분류되고 있
으며, 또한 높은 밀도로 인하여 물에서 침전하게 되며, 찬 물에
서는 비용해성을 나타낸다(4). 이러한 전분 현탁액을 호화온도 이
상으로 가열하면 전분입자가 팽윤되어 결정형 영역에서 무정형
영역으로 상전이가 일어나면서 점성을 가진 호화전분 페이스트

가 된다(5). 이들 전분 페이스트를 일정 기간 저장하게 되면 팽
윤된 입자에서 물이 빠져 나오면서 전분 상호간 재결합을 통해
노화가 진행된다(6). 따라서 전분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천
연전분을 변성시키거나 혹은 당, gum 등의 첨가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첨가제의 종류와 농도에 의해 전분의 레올로지 특
성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7). 특히 당류는 전분 페이스트의 호화
와 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왔다. 
일반적으로 전분-당 복합물에서 당의 -OH기와 물의 -OH기가
수소 결합을 통해 전분 페이스트의 점성과 탄성을 증가시키며,
전분의 이동성을 감소시켜 노화를 방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
다(8). 따라서 전분-당 복합물의 구성성분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한
다는 것은 당이 혼합된 전분 식품들의 레올로지 특성을 개선하
는데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국내산 고구마전분에 대한 연구는
주로 품종간의 이화학적 특성에 대해 많이 보고되어 왔으나(2,3,
9), 고구마전분-당 복합물의 레올로지 특성, 특히 sucrose가 첨가
된 고구마전분 페이스트의 레올로지 특성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상유동 특성 및 동적 점탄특성
측정을 통하여 sucrose 농도가 고구마전분 페이스트의 레올로지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데 있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전분 페이스트 제조 
고구마전분(amylose 함량: 25.6%) 페이스트(5%, w/w)는 서룡산
업(제주도)으로부터 구입한 고구마전분과 증류수를 혼합하여 준
비하였고, sucrose(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전분용액에 대해 0%, 10%, 20%, 30% 농도로 첨가하여 제조하
였다. 고구마전분-sucrose 복합물은 실온에서 자석 교반기로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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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교반하였고, water bath에서 교반하면서 95oC로 30분 동안 가
열하였다. 가열이 끝난 시료는 즉시 rheometer로 옮겨서 고구마
전분-sucrose 복합물의 레올로지 특성을 측정하였다.

일반성분의 분석 
고구마전분의 일반성분은 AOAC방법(10)에 따라 수분, 조단백
질, 조지방 질, 조회분 함량을 분석하였으며, 탄수화물은 100에서
이들 함량을 뺀 값으로 하였다. 

 

정상유동 특성 측정
정상유동 특성은 25oC로 설정된 rheometer(Carri-Med CSL 100,

TA Instruments, New Castle, DE, USA)의 plate-plate system(직
경: 4 cm, 간격: 500 µ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를
rheometer의 plate에 놓고 1.0-1000 sec-1의 광범위한 전단속도( )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시료의 정상유동 특성은 power law 모델식
(식 1)과 Casson 모델식(식 2)을 적용하였다. 

Power law model: σ = K· n (식 1)
Casson model: σ0.5 = Koc + Kc

0.5 (식 2) 

 여기서 σ는 전단응력(Pa), 는 전단속도(sec-1), K는 점조도 지
수(consistency index, Pa·sn), 그리고 (Kc)

2는 Casson plastic
viscosity(ηc)이다. Casson 모델식에 따른 항복응력(σoc)은 전단속도
-전단응력의 선형회귀 곡선으로부터 얻었다. Power law 모델식에
의하여 얻어진 유동성 지수(n)와 점조도 지수(K)로부터 전단속도
100 sec-1에서의 겉보기 점도(apparent viscosity, ηa,100)를 계산하였
다.

동적 점탄특성 측정
동적 점탄특성은 25oC로 설정된 rheometer(AR1000, TA

Instruments, New Castle, DE, USA)의 plate-plate system(직경: 4
cm, 간격: 500 µm)을 이용하여 3% strain에서 진동수(frequency,
ω) 0.63-62.8 rad/sec범위에서 저장 탄성률(storage modulus, G'),
손실 탄성률(loss modulus, G"), 그리고 복소 점도(complex
viscosity, η*) 및 tan δ를 측정하였다.

팽윤력 측정
고구마전분 페이스트(0.5%, w/w)를 제조하여, 여러 종류의 당
을 첨가한 고구마전분-sucrose 복합물의 팽윤력을 측정하였다. 고
구마전분-sucrose 복합물은 실온에서 자석 교반기로 1시간 교반
하였고, water bath에서 교반하면서 95oC로 30분 동안 가열하였
다. 가열된 고구마전분-sucrose 복합물을 얼음물을 이용하여, 빠
르게 상온으로 냉각시킨 후 3,000 rpm에서 20분 동안 원심분리
하였다. 팽윤력(g/g)은 건조전분의 무게와 침전물의 무게비율로
계산하였다(11).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분석 
고구마전분의 수분함량, 조단백질, 조지방, 탄수화물, 회분 함
량은 각각 13.2%, 0.58%, 0.10%, 85.92%, 0.20%이며, amylose
함량은 25.6%로 나타났다.

정상유동 특성 
Sucrose를 첨가하지 않은 control과 sucrose 농도 (10%, 20%,
그리고 30%)를 달리하여 첨가된 고구마전분 페이스트의 정상 유
동 특성은 power law 모델 및 Casson 모델을 적용하여 여러 가
지 레올로지 계수를 결정하였다. Table 1은 25oC에서의 정상유동
특성의 모든 계수(ηa,100, K, n, σoc)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유동성
지수(n)값은 1보다 낮은 범위(n=0.31-0.44)에 있어 전단담화(shear-
thinning) 거동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n값은 sucrose 농도 증
가와 함께 증가하여,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약한 전담담화 거동
을 나타내었다. 

Morris(12)에 의하면 이와 같은 전단담화 거동은 전단하는 동
안 엉켜있는 다당류 분자의 그물구조가 파괴되기 때문에 나타나
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엉킨 그물 구조 시스템에서 전
단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분자 간 엉킴의 파괴 속도는 이들 분
자의 재형성 속도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동이라 할 수 있
다. 고구마전분 페이스트는 31.8-50.8 Pa 범위를 가진 항복 응력
(σoc)값을 나타내었으며, 점조도 지수(K)와 σoc은 sucrose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대체적으로
ηa,100을 제외한 다른 레올로지 측정치들은 control(0% sucrose)과
10% sucrose 농도 사이에서는 적은 변화를 보인 반면에 20% 이
상의 농도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30% 농도에서의 레
올로지 측정값은 control에 비해 큰 격차를 보였다. Ahmad와
Williams(13)에 의한 당 첨가에 따른 sago전분의 레올로지 특성연
구에서는 당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분의 팽윤과 amylose
leaching이 감소하여 전분호액의 점탄성이 낮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고구마전분의 정상유동 특성은 sucrose의 농도에 의
존함을 알 수 있다. 
전분의 팽윤력은 전분의 종류에 따라 그 정도가 크게 다르며,
전분분자가 충분한 물 존재 하에 가열될 때 결정구조는 파괴되
고 물 분자가 amylose와 amylopectin에 노출되어 있는 hydroxyl기
와 수소결합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전분입자의 팽윤력이 증가
된다. 여기서 전분입자의 팽윤력은 무정형 결정 영역 내에 있는
전분 사슬간의 결합 정도를 나타낸다(14). Table 1에서 보여준 바
와 같이 본 실험의 sucrose 농도 범위(10-30%)에서 sucrose 농도
가 K와 σoc값이 감소하면서 팽윤력도 감소하였다. 특히 30% 농
도에서 상당히 낮은 팽윤력을 나타냈다. Hoover와 Senanayake(15)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분의 팽윤력은 당 농도에 의존하며 높
은 당 농도에서 팽윤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
분의 팽윤력은 sucrose의 농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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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sucrose concentration on steady shear rheological properties and swelling power of SPS-sucrose composites at 25oC

Sucrose concentration 
(%)

Apparent viscosity
ηa,100 (Pa·s)

 Consistency index K 
(Pa·sn)

Flow behavior
index, n (-)

Yield stress 
σoc (Pa)

Swelling power 
(g/g)

0 1.29±0.02 31.2±0.25 0.31±0.00 49.8±0.14 21.9
10 1.46±0.01 33.3±0.69 0.32±0.00 50.8±0.10 24.4
20 1.45±0.01 25.6±0.27 0.38±0.00 44.6±0.03 21.1
30 1.29±0.02 17.4±0.11 0.44±0.01 31.8±0.04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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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시간 의존성 
일반적으로 시간 의존성 전단담화 거동을 나타내는 식품들은

thixotropic 유동 거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식품
들은 식품내 분자 혹은 입자들이 약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전단
응력이 충분히 높으면 입자간의 결합이 파괴되어 구조의 단위 크
기가 감소되고 따라서 전단하는 동안 유동에 대한 저항이 감소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고구마전분-sucrose 복합물의 thixotropic
거동은 전단속도 0.4-1000 sec-1범위에서 처음에는 전단속도가 증
가하다가 그 후 감소할 때 나타나는 전단속도-전단응력 곡선으로
부터 설명될 수 있다(Fig. 1). 여기서 두 유동곡선이 일치하지 않
는 것을 hysteresis loop라 하며, 그 면적은 전단으로 인한 구조파
괴 정도를 나타낸다(16). 이들 곡선은 10% 농도까지는 큰 차이
가 없었으나 20% 농도부터 loop 면적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Sucrose 농도가 높은 시료에서의 loop 면적의 감소는 전단하는 동
안 시료의 구조 파괴 정도가 적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sucrose 농
도 10-30% 범위 내에서 sucrose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구마전
분의 구조가 보다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옥
수수-sucrose 복합물(14)의 thixotropic 거동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 의존성 
일반적으로 유체 식품은 광범위한 온도범위에서 가공 및 저장
과정을 거치며, 따라서 온도에 의한 레올로지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는 식품의 조직감 품질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여러
유체식품에 대해서 온도가 겉보기 점도에 미치는 영향은 Arrhenius
관계식에 의해 잘 묘사되어 왔다(17). 본 연구에서는 고구마전분
-sucrose 복합물 시스템에서 온도가 겉보기 점도(ηa,100)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서 ηa,100를 25-70oC 범위에서 결정하였으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2). 따라서
ηa,100에 대한 고구마전분-sucrose 복합물의 온도의존성은 Arrhenius

Fig. 1. Thixotropic flow curves for sweet potato starch pastes with different sucrose concentrations at 25oC. (A) control, (B) 10%, (C)
20%, (D) 30%.

Fig. 2. Plots of log  versus log (ηa) for sweet potato starch-
sucrose (10% concentration) pastes at different temperatures.

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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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식(식 3)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었다.

ηa,100 = A·exp(Ea/RT) (식 3)

여기서 ηa,100 는 전단속도 100 sec-1에서의 겉보기 점도(Pa.s)이
고, Ea는 활성화 에너지(kJ/mol)로서 ln ηa,100과 1/T로부터 직선 방

정식의 기울기로부터 결정되었다. A는 상수, R은 기체 상수(8.3114
J/mol), T는 절대 온도(K)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Ea는 온도 변화
에 따른 점도의 상대적 민감도를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되어 왔으
며, Ea가 크면 클수록 온도가 시료의 점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을 의미한다. Table 2에서 Ea는 sucrose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하였으며, 그 결정계수(R2)는 0.96-0.99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
다. 따라서 온도에 따른 점도의 변화는 sucrose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sucrose 첨가는 고구마전분 페이스트의 온
도 변화에 따른 구조 안정성을 향상시켜 줌을 알 수 있었다. 

동적 점탄특성 
동적 점탄특성 측정은 소진폭 진동전단(small amplitude oscillatory

shear, SAOS)에 의해 저장탄성율(G')과 손실탄성율(G")로부터 점
성과 탄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이들 측정방법은 시료
의 구조를 파괴하지 않고 측정하기 때문에 생고분자(biopolymer)
의 구조분석을 위한 물리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Fig. 3은
25oC에서 고구마-sucrose 복합물에 대해 진동수(frequency, ω)에 따
른 G'과 G"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ω가 증가함에 따라 G'과
G"은 증가하였으며, 다른 전분-당 복합물들(14,18,19)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고구마전분-sucrose 복합물에서 log(G', G") 및 log ω의 동적 레
올로지 수치는 선형회귀에 적용하여 얻어졌으며, G', G''값은
sucros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sucrose 첨가가 물과 결합하여 전분과 물의 결합을 방해함으로써
전분분자간의 재화합 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
구마전분-sucrose 복합물의 점탄성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G'의 기울기(0.19-0.23 Pa), G"의 기울기(0.30-0.31 Pa)로 나
타났고, G'과 G"은 ω에 강한 의존도를 나타냈으며, 6.28 rad/sec
에서의 G'값(32.4-54.1 Pa)은 G"값(10.3-19.0 Pa)보다 높은 값을 나
타냈다. 따라서 고구마전분-sucrose 복합물은 약한 젤과 같은 거
동을 보여주고 있다. 시료의 점탄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측정치로
는 G''과 G'의 비율로 표현되는 손실요인 즉 tan δ(G"/G')가 있다
. tan δ가 1보다 작으면 점탄성 물질에 대해 탄성적 거동이 보다
크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1보다 크면 점성적 거동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시료에 대해 6.28 rad/sec에서의 tan δ(G"/G'=0.32-
0.35) 값은 1보다 낮은 값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점성적 성질보다
탄성적 성질이 보다 우세함을 의미한다(Fig. 3). 이들 결과로부터
고구마전분-sucrose 복합물의 동적 점탄특성은 당 첨가에 의해 전
분 분자내의 결합이 강해지며, 또한 당 농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Cox-Merz 중첩원리
Cox와 Merz(20)는 고분자의 구조적 분석에 대한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해 전단속도( )에 따른 고분자의 겉보기점도(ηa)
와 진동수(ω)에 따른 복소 점도(η*)와의 상관관계를 제안했다.
Cox-Merz 중첩원리(식 4)에 의하면 η*와 ηa 값은 같은 ω와 에
서 중첩되어야한다. 이는 구조파괴없이 얻어진 동적 점탄특성으
로부터 시료의 정상유동 특성을 예측할 때 적용된다.

η* (ω) = ηa ( ) (식 4)

Cox-Merz 중첩원리는 몇몇 생체고분자 분산용액들에는 잘 적
용되어 왔으나, 엉김 및 응집현상이 있거나 점착성 및 퍼짐성이
있는 유체 및 반고체 시료들에는 잘 적용되지 않았다(21). 본 연
구에서도 log ηa - log ω 와 log η* - log 의 관계에서 ηa가 η*
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30%를 제외한 모든 시료들은 Cox-
Merz 중첩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다(Fig. 4). Da Silva 등(22)은
cross-linked waxy maize 전분 페이스트가 Cox-Merz 중첩 원리에
벗어난 이와 유사한 거동(η*<ηa)을 발견했는데 이는 전분 페이스
트의 이성질적 특성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η*와 ηa의 값 차이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sucrose
를 30% 첨가한 시료인 경우는 다른 시료들과는 달리 ηa와 η*가
거의 중첩되면서 Cox-Merz 중첩 원리에 잘 적용이 되었다. 따라
서 Cox-Merz 중첩원리의 편차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작아지기
때문에 Cox-Merz 원리는 높은 sucrose 농도를 가진 고구마전분-

γ·

γ·

γ·  
ω γ·=

γ·

Table 2. Activation energy of sweet potato starch with different
sucrose concentrations

Sucrose concentration 
(%)

A(×10-3 Pa.s)  Activation energy 
(kJ/mol)

 R2

0  0.39 20.0 0.99 
10  0.48 19.7 0.98
20  1.12 17.6 0.98
30  3.50 14.5 0.96

Fig. 3. Plots of log (G', G'') versus log ω for sweet potato starch
pastes with different sucrose concentrations at 25oC. (○) control,
(□ ) 10%, (△) 20%, (◇) 30%. (a) G', (b)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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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rose 복합물에 잘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요 약

농도(0, 10, 20, 30%, w/w)를 달리한 sucrose가 혼합된 고구마
전분 페이스트(5% w/w)의 정상유동 특성과 동적 점탄특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고구마전분-sucrose 복합물의 정
상유동 특성은 power law 모델 및 Casson 모델로부터 레올로지
계수를 결정하였다. 일정한 온도(25oC)에서 모든 시료들은 높은
항복응력과 함께 pseudoplastic과 thixotropic 거동을 나타내었다.
고구마전분-sucrose 복합물의 점조도 지수(K), 겉보기 점도(ηa), 그
리고 항복응력(σoc) 값들은 control(0% sucrose)에 비해 10%
sucrose가 더 높았으며, 또한 sucrose 농도(10-30%)가 증가함에 따
라 이들 값들은 감소하였다. 팽윤력은 30% 농도에서 급격한 감
소를 나타내었고, 레올로지 계수(K, ηa, σoc)값이 낮게 나타난 시
료는 낮은 팽윤력을 보여주었다. 온도 의존성은 25-70oC 온도 범
위에서 Arrhenius 관계식에 의하여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동적 점탄특성 측정 결과에 의하면 고구마전분-sucrose 복
합물은 약한 젤과 같은 거동을 보여주었으며, G'과 G" 값들은
sucrose 농도와 진동수(ω)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Cox-Merz 중첩원리는 30% sucrose 농도를 가진 고구마전
분-sucrose 복합물에서 잘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ucrose 첨가에 의해 고구마전분 페이스트의 레올로지 특성이 변
화하게 되며, 이들 특성은 sucrose의 농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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