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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의 육질색 종류별 고구마 분말의 이화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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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flours prepared from sweet potatoes with different flesh color (white, yellow/
orange and purple) were investigated. Sweet potatoes were soaked in solutions of antibrowning agents such
as sodium metabisulfite and citric acid, and freeze or hot air-dried prior to grinding to produce sweet potato
flours. Sweet potato flours with different flesh colors showed differences in chemical composition. Purple-
fleshed sweet potato flour had higher protein, ash, and dietary fiber contents that white and yellow/orange-
fleshed sweet potato flours. Average particle size of yellow/orange-fleshed sweet potato flour was higher than
those of white/yellow or purple-fleshed sweet potato flour. Both water absorption index (WAI) and oil absorption
capacity of flours prepared from sweet potatoes by hot-air drying were higher than those from sweet potatoes
by freeze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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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구마(Ipomoea batatas L.(Lam))는 전세계적으로 중요

한 식량작물중의 하나로 95% 이상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

역에서 생산되고 있다(1). 고구마는 다른 작물에 비하여 재

배가 용이하고 열악한 환경조건에서도 잘 견디어 단위면적

당 수확량이 많은 경제성이 높은 작물이다(2). 생고구마의

괴근은 수분이 70% 수준, 탄수화물이 25% 수준인데 이중

수분을 제외한 건조 고형물 중에는 탄수화물이 75%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 식량자원으로서 그 효용가치가 높다. 고구마

의 영양성분은 대부분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이섬유,

무기질, β-carotene, 비타민 C 등 건강기능성 성분을 풍부히

함유하고 있다(3). 고구마는 괴근을 그대로 식용으로 하거나

전분, 분말, 주정, 물엿, 음료, 알코올 생산원료, 바이오플라

스틱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4).

고구마는 피색, 육질색, 모양, 분질도, 당도 등이 주요한

형질이며 고구마를 육질색에 의해 구분할 경우 육질색이 흰

색인 일반고구마와 자색 및 주황색을 띠는 유색고구마로 나

눌 수 있다. 고구마 육질의 색이 신선한 오렌지색을 띠는

주황색고구마는 보통고구마에 비해 β-carotene 함량이 대

단히 높으며(5) 이는 색소로서의 기능 외에 항암작용, 항산화

작용, 심혈관계의 질병 및 백내장 예방, 스트레스 예방 등의

생리화학적 기능성이 우수하다(6). 자색고구마는 표피층뿐

만 아니라 육질전체가 진한 자색을 띠고 있는데, 이는 수용성

색소인 anthocyanin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7-9).

고구마는 수분함량이 높아 다른 작물에 비해 저장성이 낮

아 장기저장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제과 및 제빵,

면류 등 다양한 고구마 가공식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고구마

를 건조분말 형태로 제조하여 보관하는 것이 저장성 및 가공

의 편의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다. 고구마 분말은 열풍

건조, 동결건조 또는 드럼건조기술에 의해 만들어지며 건조

공정 중에 전분은 구조적 특징이 변화하여 분말의 기능적

성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육질색이 다른 고구마로부터 분말을 제조하

여 고구마 분말의 이화학적 특성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고구마는 일반고구마(white-fle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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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ximate composition of flours from sweet pota-
toes with different flesh colors1)

Content (%)
2) Flesh color

White Yellow/orange Purple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at
Ash

4.35±0.35a
4.86±0.19b
1.55±0.35a
2.53±0.04b

2.50±0.14b
3.94±0.01c
2.33±1.41a
2.35±0.01c

4.30±0.57a
6.65±0.12a
2.07±0.23a
3.65±0.01a

1)
Values are means of replications±standard deviation. Means
with the same alphabet in each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
ferent at p<0.05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Dry weight basis.

Table 2. Starch and dietary fiber contents of flours from
sweet potatoes with different flesh colors

1)

Content (%)
2) Flesh color

White Yellow/orange Purple

Starch
Dietary fiber
Soluble
Insoluble
Total

43.72±0.24a

1.02±0.05a
5.68±2.26ab
6.70±2.31ab

46.37±4.04a

0.99±0.02a
2.58±0.01b
3.57±0.02b

42.85±1.05a

1.30±0.04a
7.97±0.28a
9.27±0.33a

1)
Values are means of replications±standard deviation. Means
with the same alphabet in each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
ferent at p<0.05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Dry weight basis.

sweet potato)와 유색고구마인 주황색고구마(yellow/orange-

fleshed sweet potato) 및 자색고구마(purple-fleshed sweet

potato)를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고구마 분말의 제조

고구마를 세척하여 껍질을 벗기고 1 cm cube 모양으로

세절하였으며 고구마의 변색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NaHSO3와 citric acid 용액에 침지처리를 하였다. 세절된 고

구마는 70oC 건조기(JEIO-TECH Co., Daejeon, Korea)에서

열풍건조하거나 동결건조기(Ilshin Lab Co., Yangju, Ko-

rea)를 사용하여 48시간 동안 동결건조 하였다. 건조한 고구

마는 0.5 mm 스크린을 장착한 Cyclotec 1093 Sample mill

(Tecator Co., Hognanas, Sweden)을 사용하여 분쇄하여 분

말로 제조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고구마 분말의 수분, 회분, 단백질 및 지방 함량은 AOAC

방법(11)에 따라 측정하였다.

전분 및 식이섬유 함량

고구마 분말의 전분 함량은 starch-glucosamylase 방법

(12)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고구마 분말의 수용성 식이섬유

(SDF), 불용성 식이섬유(IDF) 및 총 식이섬유(TDF) 함량은

Prosky 등(13)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입도분석 및 미세구조

고구마 분말의 입도분석은 입도분석기(CILAS 1064,

Orleans, Franc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고구마 분말의 미

세구조는 백금으로 도금한 후 주사전자현미경(JSM-5400,

JEOL Ltd., Tokyo, Japa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색도

고구마 분말을 원통형용기(지름×높이, 4 cm×1 cm)에
담아 색차계(CR-300, Minolta, Osaka, Japan)를 사용하여

L(lightness), a(redness) 및 b(yellowness)값을 측정하였다.

수분흡수지수(WAI), 수분용해도지수(WSI) 및 oil 흡수율

고구마 분말의 수분흡수지수와 수분용해도지수는 An-

derson의 방법(14)에 의해 측정하였다. 고구마 분말 2.5 g과

30 mL 증류수를 50 mL 원심분리 튜브에 넣고 분산시킨 후

가끔 흔들어주면서 30oC에서 30분간 방치한 다음 3,000 rpm

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등액 전부를 미리 항량을

구한 수분정량 수기에 담아 105
o
C에서 하룻밤 건조하여 남

은 고형분량을 측정하여 2.5 g 시료에 대한 백분율로서 수분

용해도지수를 산출하였다. 수분흡수지수는 원심분리 하여

침전된 침전물의 무게를 측정하여 건조시료 1 g에 함유된

수분함량 g으로 계산하였다.

고구마 분말의 oil 흡수율은 시료 0.5 g과 corn oil(백설유,

CJ) 5 mL를 원심분리 튜브에 넣고 실온에서 10분 간격으로

30초씩 저어주면서 30분간 유지한 후 10,000 rpm에서 25분

간 원심분리 하여 oil을 제거한 다음 무게를 측정하여 oil 흡

수율(%)을 산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육질색 종류별 고구마 분말의 일반성분

육질색 종류별 고구마를 동결건조한 후 분쇄하여 제조한

고구마 분말의 일반성분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고구마 분말의 조단백질 함량은 자색고구마가 6.65%로 가

장 높았으며 일반고구마와 주황색고구마 순으로 각각 4.86

%, 3.94%로 나타났다. 조지방 함량은 일반고구마에 비해 유

색고구마에서 다소 높았으며 주황색고구마가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용성 색소인 carotenoid 색소가 함께

추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한 Kim 등(15)의 결과와 유

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분 함량은 일반고구마와 주황색고

구마가 각각 2.53, 2.35%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자색고구

마가 3.65%로 가장 높은 회분을 함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구마 육질색 종류별 고구마 분말의 전분 및 식이섬유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고구마 분말의 전분

함량은 주황색고구마 분말이 4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일반고구마 43.72%, 자색고구마 42.85% 순으로 크게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구마의 전분함량은 품종, 산지, 수확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하여 40.3∼76.8%(건물 기준)의 폭 넓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16) 바 있다. 보통 고구마는

수확 후 저장중이나 가열조리 시에 당 성분은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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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1.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SEM) of sweet potato
flours prepared by different drying methods (×2,000). A,
white-fleshed (freeze dried); B, white-fleshed (hot-air ried); C,
yellow/orange-fleshed (freeze dried); D, yellow/orange-fleshed
(hot-air dried); E, purple-fleshed (freeze dried); F, purple-fleshed
(hot-air dried).

Table 3. Particle size of sweet potato flours prepared by different drying methods
1)

Flesh color Drying method
Particle size (μm)

Diameter at 10% Diameter at 50% Diameter at 90% Mean diameter

White
Freeze dried
Hot-air dried

9.30
6.18

29.65
22.57

96.08
74.05

42.73
32.49

Yellow/orange
Freeze dried
Hot-air dried

10.15
8.56

34.27
42.34

104.01
284.93

46.84
90.77

Purple
Freeze dried
Hot-air dried

8.36
5.34

29.83
24.77

97.18
84.22

42.91
36.58

1)
Values are means of two replications.

인데, 이는 고구마에 포함되어 있는 α 또는 β-amylase의

작용에 의해 전분이 가수분해 되어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며

(3,17,18), 이는 고구마 가공제품의 조직과 색깔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구마 분말의 식이섬유 함량을 측정한 결과 수용성 식이

섬유 함량은 1.0∼1.3%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불용성 식이

섬유는 자색고구마 7.97%, 일반고구마 5.68%, 주황색고구마

2.58%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수용성 및 불용성 식이섬유

의 합계인 총 식이섬유 함량은 자색고구마(9.27%)> 일반고

구마(6.70%)> 주황색고구마(3.57%)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Yadav 등(10)의 건조 방법에 따른 고구마 분말의

총 식이섬유 분석 결과인 17.2∼17.6%보다 낮은 수치였으

며, 일반고구마, 주황색고구마, 자색고구마의 총 식이섬유

함량을 각각 2.3∼3.3%, 2.0∼3.1%, 2.3∼3.9%(생체 기준)로

보고한 Huang 등의 결과(19)와 그 순서가 일치하였다.

미세구조 및 입자크기

고구마 육질색 종류별 동결건조 또는 열풍건조 하여 제조

한 고구마 분말을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확대 관찰한

미세구조는 Fig. 1과 같다. 각각의 고구마 분말에서 전분입

자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동결건조 하여 제조한 고구마 분말

뿐만 아니라 70oC에서 열풍건조 하여 제조한 분말에서도 고

구마 전분이 그 입자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생고구마의

전분입자는 둥글고, 6각형, 또는 구형의 모양으로 2∼>60

μm의 다양한 입자크기 분포를 하고 있으며(20-22), 평균 입

자크기는 10∼80 μm로 보고한(20) 바 있다.

고구마 종류별 고구마 분말의 입자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고구마 분말의 평균 입자크기는 동결건조

하여 제조한 일반고구마와 자색고구마 분말이 각각 42.73,

42.91 μm로 유사한 크기로 나타났고, 주황색고구마가 이보

다 약간 큰 46.84 μm로 측정되었다. 열풍건조 하여 제조한

고구마 분말의 경우 주황색고구마 분말의 입자크기가 90.77

μm로 나타났으며, 일반고구마 32.49 μm, 자색고구마 36.58

μm로 측정되어 두 가지 건조 방법에서 모두 주황색고구마

분말의 입자크기가 가장 큰 결과를 보여주었다. 고구마 분말

의 입자크기는 고구마 분말 paste의 밀도와 점도에 큰 영향

을 주어 고구마 분말을 함유한 식품 system의 텍스쳐 품질

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23)한 바 있다.

육질색 종류별 고구마 분말의 색도

고구마 육질색 종류별 고구마 분말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고구마의 분말화를 위한 가공처리에 있

어 주된 문제점 중의 하나는 polyphenol oxidase에 의한 효

소적 갈변으로 이러한 효소적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 데치기,

NaHSO3 또는 유기산 용액에 침지처리 하는 방법이 사용되

었다(24). 고구마의 갈변방지제로 NaHSO3와 citric acid를

사용하였으며, 갈변방지제 용액의 농도와 침지시간 등의 처

리를 달리한 예비실험을 바탕으로 일반고구마와 주황색고

구마는 0.3% NaHSO3 용액에서 1분간 침지하였고 자색고구

마는 0.3% NaHSO3＋1.0% citric acid 복합처리 한 용액에서

1분간 침지처리 하였다. 일반고구마는 갈변방지제 처리 없

이 열풍건조 하여 제조한 분말이 동결건조 하여 제조한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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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lor values of sweet potato flours prepared by dif-
ferent drying methods

Flesh
color

Drying method
Color

1)

L a b

White

Freeze dried
Hot-air dried
Hot-air dried

(antibrowning treatment2))

86.52
85.80
88.22

-12.86
-12.07
-14.48

51.71
52.63
51.99

Yellow/
orange

Freeze dried
Hot-air dried
Hot-air dried

(antibrowning treatment
2)
)

88.08
85.63
86.72

-8.82
-9.74
-8.34

55.45
56.40
57.94

Purple

Freeze dried
Hot-air dried
Hot-air dried

(antibrowning treatment
3)
)

54.86
54.61
55.34

9.81
7.85
14.05

19.90
22.66
21.40

1)
L=lightness value, 100=white, 0=black; +a=red; -a=green; +b=
yellow; -b=blue.
2)
NaHSO3 (0.3%, w/v), 1 min soaking.
3)NaHSO3 (0.1%, w/v)＋citric acid (1.0%, w/v), 1 min soaking.

Table 5. WAI, WSI and oil absorption of sweet potato flours prepared by different drying methods
1)

Flesh color Drying method WAI (g/g) WSI (%)
Oil absorption
capacity (%)

White
Freeze dried
Hot-air dried
Hot-air dried (antibrowning treatment2))

1.53±0.01b
1.70±0.01a
1.64±0.07ab

16.86±0.08a
16.52±0.00b
16.88±0.01a

74.39±5.38b
113.00±3.58a
105.38±9.93a

Yellow/orange
Freeze dried
Hot-air dried
Hot-air dried (antibrowning treatment

2)
)

1.50±0.03b
1.43±0.03b
1.66±0.03a

20.64±0.40c
28.65±0.11b
30.65±0.27a

91.92±8.07b
107.00±6.59a
109.46±9.07a

Purple
Freeze dried
Hot-air dried
Hot-air dried (antibrowning treatment

3)
)

1.25±0.03b
1.59±0.11a
1.55±0.07a

25.60±0.16a
24.28±0.06b
24.28±0.63b

84.19±4.93b
105.13±13.02a
110.38±11.79a

1)
Values are means of replications±standard deviation. Means with the same alphabet in each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NaHSO3 (0.3%, w/v), 1 min soaking.
3)
NaHSO3 (0.1%, w/v)＋citric acid (1.0%, w/v), 1 min soaking.

의 밝기인 L값에 비해 낮았으나 NaHSO3(0.3%) 처리 후 열

풍건조한 분말의 L값이 88.22로 증가하여 NaHSO3 처리에

의한 일반고구마의 갈변방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주황색고구마 분말은 고구마 분말 중 b값(황색도)이 가장

높았으며 b값은 NaHSO3 처리한 후 열풍건조 하여 제조한

처리구가 무처리구에 비해 그 수치가 약간 높게 측정되었다.

일반고구마와 주황색고구마 분말은 a값이 (-)값으로 녹색도

를 띠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색고구마 분말은 적색도인

(+)a값을 보여주었다. 갈변방지제 처리 없이 동결 또는 열풍

건조한 자색고구마 분말의 a값은 각각 9.81, 7.85로 열풍건조

에 의해 a값이 낮아진 반면에 NaHSO3와 citric acid의 복합

처리에 의해 a값이 14.05로 증가하여 갈변방지제 처리에 따

라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구마는 종류별로 그

육질색이 다르기 때문에 고구마 분말 제조 시 고유의 색을

유지할 수 있는 갈변방지제의 선택 및 처리방법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수분흡수지수(WAI), 수분용해도지수(WSI) 및 oil 흡수율

고구마 육질색 종류별 고구마 분말의 수분흡수지수(WAI),

수분용해도지수(WSI) 및 oil 흡수율은 Table 5와 같다. 수분

흡수능(water absorption capacity)은 고구마 분말이 수분을

흡수하고 팽윤하여 식품에서 점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능

력이다. 일반고구마 분말의 수분흡수지수가 유색고구마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이는 일반고구마 분말의 지질함량이

주황색고구마나 자색고구마 분말의 지질함량에 비해 낮은

것이 수분흡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열풍건조 하여 제조한 고구마 분말의

수분흡수지수가 동결건조한 분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

는 동결건조 한 고구마 분말에서 전분 입자의 결합력이 더

크기 때문으로(10) 판단되었다. 또한 고구마가루의 팽윤력

과 용해성의 증가는 구조적 붕괴정도와 열처리 과정 중에

전분의 분해정도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설명(10)한바

있다.

수분용해도지수는 열풍건조 하여 제조한 주황색고구마

분말이 29∼3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준 반면 동결건조

한 주황색고구마 분말에서는 약 21%로 낮게 나타났다. 일반

고구마와 자색고구마 분말의 수분용해도지수는 평균적으로

각각 16.75, 24.72%로 나타나 일반고구마 분말의 수분용해

도지수가 가장 낮았으며 두 가지 건조방법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본 실험의 결과는 일반고구마의 수분용해도지

수 18.2∼21.5%, 주황색고구마는 22.8∼26.5%로 분석한 Shih

등의 결과(25)와 같이 주황색고구마에서 높았으며 유사한

육질색 고구마에서도 사용된 고구마의 품종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고구마 분말의 oil 흡수율은 동결건조 하여 제조한 분말

중 주황색고구마 분말이 91.92%로 가장 높고, 일반고구마

분말이 74.39%로 가장 낮은 수치를 주었다. 고구마 분말의

oil 흡수율은 고구마의 건조방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 모든

육질색 종류의 고구마에서 동결건조 한 분말보다 열풍건조

한 분말의 oil 흡수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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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의 oil 흡수율의 차이는 유탕제품과 같은 고구마 가공제

품의 특성에 차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요 약

육질색에 따른 일반고구마, 주황색고구마 및 자색고구마

로부터 갈변방지제 처리와 건조방법을 달리하여 분말을 제

조한 후 고구마 분말의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고구마

분말의 조단백질, 회분 및 식이섬유 함량은 자색고구마에서

가장 높았고 조지방과 전분 함량은 주황색고구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구마 분말의 평균 입자크기는 주황색고구

마 분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각각의 고구마 분말에서

둥근형 또는 다각형의 전분입자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

고구마 분말의 수분흡수지수 및 oil 흡수율은 열풍건조방법

으로 제조한 분말이 동결건조에 의한 분말보다 높은 경향을

주었다. 고구마 분말의 수분용해도지수는 일반고구마와 자

색고구마의 경우 건조조건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주황색고구마의 경우 열풍건조 한 분말에서 수분용해도지

수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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