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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란분말의 건조, 볶음 및 증자 조건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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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aro Flours with Different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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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valuate the processing adaptability of taro flours,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aro flour with different
drying, roasting and steaming conditions were investigated. The moisture content and total dietary fiber were decreased as
temperature increased with hot-air drying. Freeze-dried taro flours showed the highest vitamin C contents. Taro flours made
by freeze-drying and hot-air drying showed significantly higher total dietary fiber content than those with roasting and
steaming process. Steamed taro flours had the highest water absorption index, while hot-air dried and freeze dried taro
flours had the highest water solubility index. No differences were displayed in the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thermal characteristics among hot-air dried and freeze dried taro flours. Roasted taro displayed decreased onset temperature
and peak temperature as roasting temperature increased. Using a rapid visco-analyzer, the peak viscosity, through viscosity,
and final viscosity of dried and steamed taro flours were higher than roasted taro flours, whereas the set back value, which
is a prediction of retrogradation, decreased with steaming processing. From those results, it could be concluded that hot-
air dried taro flours, which have high gelatinization viscosity, are beneficial in imparting viscosity to dough products and
hot-air drying after steaming taro flours, which retard retrogradation, is good for porridge and flake bas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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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토란은 아열대 지방에서 재배되는 괴경작물로 동남아시아, 중

앙아프리카, 태평양 섬, 필리핀, 인도, 일본 등에서 재배된다(1).

국내에서는 2010년을 기준으로 189 ha의 재배면적에서 2,397톤이

생산되고 있다(2). 토란의 녹말은 입자가 작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소화가 매우 잘되어 하와이나 태평양의 섬에서는 유아식

으로 이용되고 있다(3). 토란을 이용한 음식으로는 토란국, 토란

병, 토란김치 등이 있으며 태평양의 섬에서는 굽거나 삶아서 기

름에 볶아 먹거나 토란을 발효시켜 포이(Poi)라는 발효식품을 만

들어 먹기도 한다(4,5). 최근에는 토란 가루의 호화온도 상승의

효과와 노화지연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복합분 형태로 식품에 첨

가하여 응용하거나(4,6), 토란가루의 수분과 지방흡수력의 물성을

이용하여 빵, 케이크, 비스킷 등의 첨가제로 사용하고 있다(7). 또

한 기름에 튀긴 토란칩과 토란가루를 사출시켜 만든 파스타, 씨

리얼, 팽화 snack 등의 다양한 가공식품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

며(8,9), 상업적 안정제의 훌륭한 대체 물질로도 주목받고 있다

(10,11).

토란은 수확 후 기계적 손상과 증산, 발아, 절단이나 박피 시

조직연화 및 갈변 현상에 의해 품질이 저하된다(12). 그리고 수

분함량이 많아 장기간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확 후 건조

시켜 분말화하는 가공과정을 통해 상품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토란을 분말화하면 수분활성도가 낮아져 저장성이 좋아지며 죽

및 여러 가공제품에 손쉽게 첨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3).

Aboubakar 등(14)은 여섯 가지 종의 토란을 분말 및 전분의 형태

로 제조하여 물리화학적 및 열적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Njintang

등(15)은 다섯 가지 종의 토란분말의 기능적 특성을 비교하고 죽

형태로 제조 시 관능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에 더불어 Njintang

등(16)은 토란죽의 재료로 이용되는 토란분말 제조 시 삶는 시간

및 건조온도가 이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과 소화성에 대해 연

구하였고, Iwuoha 등(17)은 참마로 찜 과정을 거친 분말을 제조

하여 이화학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토란 분말의 가공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재배되는 대표 품종인 알토란으로 열풍건조, 동결

건조, 건조 후 로스팅처리 및 증자 후 건조처리의 방법을 이용하

여 토란분말을 제조하였고 이들의 영양성분과 이화학적 특성의

변화를 관찰하여 토란분말의 가공적성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구례군에서 생산된 알토란을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구입한 시료는 실험에 사용할 때까지 2-5o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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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였다.

건조방법에 따른 토란분말의 제조

알토란의 껍질을 제거한 후 얇게 슬라이스하여 40oC의 열풍건

조기에서 16시간, 60oC의 열풍건조기에서 6시간, 80oC의 열풍건

조기에서 3시간 동안 각각 열풍건조를 하거나 또는 동결건조기

를 이용하여 건조한 후 mixer를 이용하여 분쇄하였다. 분쇄한 토

란분말을 60 mesh의 체를 통과시켜 균일한 입자를 가지는 토란

분말을 제조하였으며 이를 밀봉시켜 4oC에서 보관하면서 시료로

사용하였다.

로스팅 및 증자 처리에 따른 토란분말의 제조

로스팅 처리 토란분말을 제조하기 위하여 알토란의 껍질을 제

거한 후 얇게 슬라이스하여 60oC에서 열풍건조하여 말린 후 롤

밀로 조분쇄하고 150, 180 및 210oC의 열풍건조기에서 10분 동

안 로스팅하였다. 이를 mixer로 분쇄하여 60 mesh의 체를 통과

시켜 균일한 입자를 가지는 분말을 제조하였다. 증자처리 토란분

말을 제조하기 위하여 알토란을 박피한 후 steam 발생기를 이용

하여 95oC의 온도로 30분 동안 상압증자하거나, autoclave에서

121oC의 온도로 15분 또는 30분 동안 가압증자한 후 이를 60oC

열풍건조기에서 말린 후 mixer로 분쇄하여 60 mesh의 체를 통과

시켜 균일한 입자크기를 가지게 하였다. 각 토란분말은 밀봉시켜

4oC에 보관하면서 시료로 사용하였다.

색도

색도는 색도계(Color QUEST II, Hunter Associates Laboratory

Inc. Reston, VA, USA)를 이용하여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greenness), 황색도(b, yellowness/blueness)로 나타내었다.

수분함량 측정

수분함량은 AOAC법(18)에 따라 105oC에서 상압 가열 건조법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비타민 C 함량 측정

토란분말의 비타민 C의 함량은 DNP 법(19)에 의해 측정하였다.

식이섬유 함량 측정

식이섬유 함량은 Prosky 등(20)의 방법에 따라 total dietary

fiber assay kit(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수분흡수지수(WAI) 및 수분용해지수(WSI)

WAI(Water Absorption Index)값과 WSI(Water Solubility Index)

값은 Anderson(21)과 Phillips(22)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토란 분

말 1 g에 증류수 30 mL를 잘 혼합하여 25oC에서 1분간 혼합한

후 10,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등액은 미리 무게

를 구한 수분정량 수기에서 건조하여 고형분량을 WSI로 측정하

였으며, 침전물의 무게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수분흡수지수(WAI)=침전물의 양/시료량(건물)

수분용해지수(WSI, %)=상등액 고형분량/시료량×100

DSC(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에 의한 호화특성

토란분말과 증류수를 1:2의 비율로 하여 DSC(DSC7, Perkin-

Elmer Co.,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열적특성을 조사하

였다(23). 이때 온도는 30oC에서 130oC까지 10oC/min의 속도로 가

열하였으며, reference는 빈 시료팬을 사용하였다. 얻어진 흡열피

크로부터 엔탈피(∆H)를 구하였고, 호화개시온도(To: onset temper-

ature)와 최대호화온도(Tp: peak temperature)를 분석하였다.

RVA(rapid visco-analyzer)에 의한 호화특성

RVA(RVA-3D, Newport Scientific, Warriewood, Australia)를 사

용하여 토란분말의 호화양상을 조사하였다(24). 토란분말을 12%

(w/w) 농도가 되도록 칭량하고 이에 가수하여 30 mL로 정용하고

현탁시킨 후 RVA-3D로 점도변화를 측정하였다. 온도 프로그램은

작동 후 1분 동안은 50oC를 유지, 4분 안에 95oC로 가열, 3분 동

안 95oC로 유지, 4분 안에 50oC로 냉각 후 1분 동안 50oC로 유

지하였다. 페달의 회전속도는 160 rpm으로 고정하여 페이스트 점

도를 측정하였다. 곡선으로부터 pasting temperature, peak viscosity,

through viscosity, final viscosity, breakdown, setback을 각각 산출

하였다.

통계처리

실험 데이터는 SAS 통계 프로그램(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행하였으며 ANOVA 분석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모든 항목은

3회 반복 실험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토란분말의 색도변화

토란의 건조방법에 따른 색도의 변화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열풍건조 온도가 40oC에서 80oC로 건조온도가 높아질수록 L값

(명도)은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황색도는 약간 증가하였

다. 또한 동결건조한 토란분말의 L값이 92.76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Kim 등(3)이 토란의 건조방법으로 동결건조, 열풍건조,

천일건조법을 시행한 결과 동결건조 방법으로 건조시킨 토란 가

루의 명도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보고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b값

(황색도)은 열풍건조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8.10에서 10.55까지 점

차 증가하였고, 이는 토란 분말이 열에 의해 갈변현상이 일어나

L값은 감소하고 a값과 b값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Lee

등(25)의 천마의 건조방법에 따른 색도변화의 경향과 유사하였다.

건조 후 로스팅 처리와 증자 후 건조 처리한 토란분말의 색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건조 후 로스팅 처

리한 토란분말의 L값은 처리온도가 150oC에서 210oC로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고 a값(적색도)과 b값(황색도)도 건조처리만 한 토

란분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Chung 등(26)이 로스팅 온도에

따른 율무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 로스팅 온도가 190oC 이상에서

는 L값이 크게 감소하고 적색도는 상승하였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증자조건에 따른 색도의 영향으로 95oC에서 30분 동안 상압

증자 후 건조 처리한 토란분말의 L값은 84.03으로 나타났다. 또

한 121oC에서 15분간 가압 증자 후 건조 처리한 토란분말의 L값

은 81.38로 121oC에서 30분간 가압 증자 후 건조한 토란분말의

L값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압 증자 한 토란분말이 상압

증자 후 건조한 토란분말보다 낮은 L값을 보였다. 황색도의 경

우 열풍건조 하거나 동결건조 처리만 한 토란분말과도 큰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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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함량 및 비타민 C 함량

토란에 함유된 비타민은 주로 ascorbic acid이며(86%), 나머지

는 niacin, thiamin, riboflavin이다. 토란의 비타민 C는 토란의 숙

성, 재배환경, 저장조건에 큰 영향을 받으며 특히 토란의 가공과

정 중에 손실되기 쉬운 영양소이다. 따라서 토란의 건조방법에

따른 수분함량과 비타민 C의 함량을 측정하였다(Table 2). 토란

분말의 수분함량은 5.61-7.46%로 건조온도가 높아질수록 수분함

량이 점차 감소하였고 동결건조한 토란분말은 열풍건조된 토란

분말에 비하여 5.74%로 비교적 낮은 수분함량을 나타내었다. 비

타민 C의 함량은 동결건조한 토란분말이 30.55 mg%로 가장 높

았으며, 40-60oC에서 열풍건조시에는 5.04-6.46 mg%로 열에 의하

여 동결건조 분말에 비해 비타민 C 함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식이섬유 함량

토란분말의 건조방법에 따른 식이섬유 함량의 변화는 Table 3

과 같았다. 40oC에서 열풍 건조한 토란분말의 식이섬유함량은

26.13 g/100 g dry basis로 가장 높았고 열풍 건조 시 온도가 높아

질수록 식이섬유의 함량이 점차 감소하였다. 동결 건조한 토란분

말은 17.60 g/100 g dry basis로 60oC 및 80oC에서 열풍 건조한 시

료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건조후 로스팅 또는 증자 후 건조 처리한 토란분말의 식이섬

유 함량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Table 3), 180oC에서 건조 후 로

스팅한 토란 분말의 식이섬유 함량은 14.86 g/100 g dry basis로

150oC와 210oC에서 건조한 후 로스팅한 토란분말 보다 약간 높

게 나타났으나 큰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증자 후 건조

처리 구에서도 상압 증자의 경우 15.21 g/100 g dry basis로, 가압

증자한 토란은 각각 15.42, 15.96 g/100 g dry basis의 식이섬유 함

량을 나타내었고 가압조건과 시간에 따라서는 토란분말의 식이

섬유 함량이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건조 후 로스팅 처리한

토란분말의 식이섬유 함량은 증자 후 건조 처리한 토란의 식이

섬유 함량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어 로스팅에 의

한 식이섬유의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Maga 등(9)은 생토란

에 비하여 끓이거나 증자 및 구운 토란의 식이섬유 함량은 향상

되었으며 조리방법에 따른 식이섬유 함량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고 보고한바 있다. 일반적으로 열처리에 의하여 불용성 식물

세포벽으로부터 식이섬유가 용해되거나 제한된 수분조건에서 건

열처리시 전분이 소입자화 되어 서로 결합하게 되면 새로운 식

이섬유를 만들게 되어 식이섬유 함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

게 된다(27). 본 실험의 결과에서 열처리를 하지 않은 동결건조

토란분말에 비해 열풍 건조한 토란분말의 경우 식이섬유 함량이

높았지만 건조 후 로스팅 및 증자 후 건조 처리한 토란분말의 경

우에는 식이섬유 함량이 낮아 다소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수분흡수지수(WAI) 및 수분용해지수(WSI)

건조방법을 달리하여 제조한 토란분말의 수분흡수지수(WAI)

및 수분용해지수(WSI)를 측정하였다(Table 4). 열풍 건조한 토란

분말의 수분흡수지수는 건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분흡수지수

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달리 수분용해지수는 건조온도

가 높아질수록 26.84%에서 21.24%로 감소하였고 동결 건조한 토

란분말은 31.0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Njintang 등

(16)은 토란분말을 50-80oC의 열풍건조기에서 건조시켰을 때 건

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분용해지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Shih 등(28)은 열풍건조나 extrusion된 고구마 분말이 동

Table 1. The Hunter’s color value of taro flours prepared with

different drying, roasting and steaming conditions

Samples1) L a b

HADTF 40 90.95 -0.43 08.10

HADTF 60 90.93 -0.49 08.50

HADTF 80 89.37 -0.17 10.55

FDTF 92.76 -1.07 09.09

HADRTF 150 84.78 -1.72 12.54

HADRTF 180 77.97 -3.04 15.28

HADRTF 210 70.36 -4.07 15.75

STHADTF 95-30 84.03 -0.73 05.97

STHADTF 121-15 81.38 -0.17 08.38

STHADTF 121-30 81.38 -0.12 09.52

1)Taro flour samples were prepared by hot-air dried at 40oC (HADTF
40oC), hot-air dried at 60oC (HADTF 60oC), hot-air dried at 80oC
(HADTF 80oC), freeze dried (FDTF), hot-air dried at 60oC and
roasted at 150oC (HADRTF 150v), hot-air dried at 60oC and roasted
at 180oC (HADRTF 180oC), hot-air dried at 60oC and roasted at 210oC
(HADRTF 210oC), steamed 30 min at 95oC and hot-air dried at 60oC
(STHADTF 95-30oC), steamed 15 min at 121oC and hot-air dried at
60oC (STHADTF 121-15oC), and steamed 30 min at 121oC and hot-
air dried at 60oC (STHADTF 121-30oC).

Table 2. The moisture and vitamin C content of taro flours
prepared with different drying conditions

Samples1) Moisture (%) Vit.C (mg%, dry basis)

HADTF 40 007.46±0.632)a3) 6.46±0.10b

HADTF 60 6.13±0.56b 6.26±1.51b

HADTF 80 5.61±0.09b 5.04±1.39b

FDTF 5.74±0.04b 30.55±0.07a0

1)Taro flour samples were prepared by hot-air dried at 40oC (HADTF
40oC), hot-air dried at 60oC (HADTF 60oC), hot-air dried at 80oC
(HADTF 80oC), freeze dried (FDTF).
2)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3)Values with the same letter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The total dietary fiber content of taro flours prepared

with different drying, roasting and steaming conditions

Samples1) Total dietary fiber (%, dry basis)

HADTF 40 0026.13±0.492)a3)

HADTF 60 18.35±0.56b

HADTF 80 17.25±0.31b

FDTF 17.60±0.06b

HADRTF 150 13.61±0.03d

HADRTF 180 14.86±0.13c

HADRTF 210 13.57±0.04d

STHADTF 95-30 15.21±0.02b

STHADTF 121-15 15.42±0.06b

STHADTF 121-30 15.96±0.02a

1)Taro flour samples were prepared by hot-air dried at 40oC (HADTF
40oC), hot-air dried at 60oC (HADTF 60oC), hot-air dried at 80oC
(HADTF 80oC), freeze dried (FDTF), hot-air dried at 60oC and
roasted at 150oC (HADRTF 150oC), hot-air dried at 60oC and roasted
at 180oC (HADRTF 180oC), hot-air dried at 60oC and roasted at 210oC
(HADRTF 210oC), steamed 30 min at 95oC and hot-air dried at 60oC
(STHADTF 95-30oC), steamed 15 min at 121oC and hot-air dried at
60oC (STHADTF 121-15oC), and steamed 30 min at 121oC and hot-
air dried at 60oC (STHADTF 121-30oC).
2)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3)Values with the same letter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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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건조된 고구마분말에 비해 수분용해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가공처리 과정으로 인하여 전분분해가 더 많이 이루어져

soluble matrix가 증가됨에 따라 수분용해지수가 증가된 것으로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열풍건조보다 동결 건조된 토란분말이

수분용해지수가 더 높아 다소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건조 후 로스팅 또는 증자 후 건조 처리한 토란분말의 수분흡

수지수와 수분용해지수는 Table 4와 같았다. 토란분말을 150-210oC

에서 로스팅하였을 때 수분흡수지수는 3.04-3.78로 큰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으며 증자 후 건조 처리를 한 토란분말의 수분흡수

지수는 4.40-4.99로 건조후 로스팅을 한 토란분말보다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증자 과정을 거치면서 분말의 내부치밀도가 낮아져

수분흡수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29). 또한 식이섬유의 함

량이 높을수록 수분보유능력이 커지므로(30) 건조 후 로스팅 처

리군보다 증자 후 건조 처리군의 수분흡수지수가 더 높게 나타

난 것으로 사료된다. 수분용해지수는 건조후 로스팅 처리한 토란

분말과 증자후 건조 처리한 토란분말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으나, 열풍건조 및 동결건조 처리한 토란분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DSC에 의한 호화특성

토란분말의 호화 중 열역학적 특성을 DSC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Table 5), 열풍건조 및 동결건조한 토란분말의 호화개시온도

(To)는 87.76-89.04oC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대호화

온도(Tp)는 40-80oC의 온도에서 열풍건조시 93.38-95.58oC로 나타

났으며, 동결건조시 93.75oC로 건조방법에 따른 시료간의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다. Aboubakar 등(14)은 여섯가지 토란분말을 50

로 열풍건조하여 DSC를 측정한 결과 호화개시온도가 56.14-

65.49oC, 최대호화온도는 58.99-69.75oC로 본 연구결과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호화엔탈피(∆H)는 40oC와 80oC에서 열풍건조

한 토란분말이 각각 13.44 J/g과 11.38 J/g로 나타났으며 동결건조

한 토란분말은 7.59 J/g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건조방

법에 의한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Kwon 등(31)은 마의 경우 동

결건조에 비해 열풍건조의 열처리를 통해 호화개시온도가 상승

되어 이 같은 호화특성 변화를 통하여 제빵적성과 같은 가공제

품 개발의 검토를 제시한 바 있다.

건조후 로스팅 처리에 따른 토란분말의 열역학적 특성으로,

150-210oC로 로스팅한 토란분말은 77.43-85.40oC로 나타났으며 로

스팅 온도가 높아질수록 호화개시온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최대호화온도(Tp)도 로스팅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였다. 호화엔탈피(∆H)의 변화는 150-210oC에서 로스팅 처리한 토

란분말에서 9.29-12.00 J/g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Sodhi 등(32)은 높은 호화개시온도, 최대호화온도 및 호화종결온

도는 작은 전분입자들의 치밀한 성질과 입자 내 전분분자의 규

칙성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로스팅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분분자의 질서가 낮아져 호화개

시온도 및 호화최대온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조 후

로스팅 과정을 거친 토란분말은 모두 일정한 엔탈피를 갖는 흡

열반응 곡선을 나타내는 반면 증자 후 건조시킨 토란분말은 호

화개시온도와 최대호화온도 및 엔탈피를 갖지 않는 곡선으로 나

타났다.

RVA에 의한 호화특성

건조방법에 따른 토란분말의 RVA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았다. 열풍건조 및 동결 건조한 토란 분말의 pasting tem-

perature는 46.65-52.30oC로 나타났으며, 열풍건조 온도가 높아질

수록 점차 낮아졌고 동결 건조한 토란분말과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최고점도(peak viscosity)는 열풍건조 온도가 높아질

수록 1279 cP에서 1896 cP로 상승하였으며 60oC와 80oC에서 열

풍 건조한 토란분말이 동결 건조한 토란분말보다 더 높게 나타

Table 5. The DSC (Difference scanning calorimetry) characteristics

of taro flours prepared with different drying, roasting and
steaming conditions

Samples1) To
2) (oC) Tp

3) (oC) ∆H4) (J/g)

HADTF 40 88.90±0.935)a6) 95.58±1.44a 13.44±4.93a

HADTF 60 87.76±0.89a 93.38±0.73a 09.46±0.47a

HADTF 80 88.66±0.18a 94.31±0.12a 11.38±0.05a

FDTF 89.04±0.95a 93.75±0.76a 07.59±0.88a

HADRTF 150 85.40±0.43a 92.70±0.01a 11.78±0.55a

HADRTF 180 83.57±0.05b 89.92±0.60b 09.29±1.03a

HADRTF 210 77.43±0.54c 85.70±0.13c 12.00±2.76a

STHADTF 95-30 0n.d.7) n.d. n.d.

STHADTF 121-15 n.d. n.d. n.d.

STHADTF 121-30 n.d. n.d. n.d.

1)Taro flour samples were prepared by hot-air dried at 40oC (HADTF
40oC), hot-air dried at 60oC (HADTF 60oC), hot-air dried at 80oC
(HADTF 80oC), freeze dried (FDTF), hot-air dried at 60oC and
roasted at 150oC (HADRTF 150oC), hot-air dried at 60oC and roasted
at 180oC (HADRTF 180oC), hot-air dried at 60oC and roasted at 210oC
(HADRTF 210oC), steamed 30 min at 95oC and hot-air dried at 60oC
(STHADTF 95-30oC), steamed 15 min at 121oC and hot-air dried at
60 (STHADTF 121-15oC), and steamed 30 min at 121oC and hot-air
dried at 60oC (STHADTF 121-30oC).
2)To: onset temperature
3)Tp: peak temperature
4)
∆H: enthalpy

5)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6)Values with the same letter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7)n.d.: not detected

Table 4. The water absorption index (WAI) and water solubility

index (WSI) of taro flours prepared with different drying,
roasting and steaming conditions

Samples1) WAI WSI (%)

HADTF 40 002.50±0.092)c3) 26.84±0.66b

HADTF 60 3.66±0.08a 23.56±0.27c

HADTF 80 3.41±0.11b 21.24±0.01d

FDTF 2.72±0.01c 31.05±0.47a

HADRTF 150 3.04±0.10f 8.60±0.24a

HADRTF 180 3.78±0.04d 6.96±0.02c

HADRTF 210 3.61±0.01e 6.05±0.01d

STHADTF 95-30 4.99±0.07a 07.89±0.42ab

STHADTF 121-15 4.40±0.03c 07.34±0.15bc

STHADTF 121-30 4.69±0.08b 8.24±0.58a

1)Taro flour samples were prepared by hot-air dried at 40oC (HADTF
40oC), hot-air dried at 60oC (HADTF 60oC), hot-air dried at 80oC
(HADTF 80oC), freeze dried (FDTF), hot-air dried at 60oC and
roasted at 150oC (HADRTF 150oC), hot-air dried at 60oC and roasted
at 180oC (HADRTF 180oC), hot-air dried at 60oC and roasted at 210oC
(HADRTF 210oC), steamed 30 min at 95oC and hot-air dried at 60oC
(STHADTF 95-30oC), steamed 15 min at 121oC and hot-air dried at
60 (STHADTF 121-15oC), and steamed 30 min at 121oC and hot-air
dried at 60oC (STHADTF 121-30oC).
2)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3)Values with the same letter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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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러한 결과는 Kwon 등(28)의 건조방법에 따른 마 분말의

호화특성 변화 연구에서 최고점도 및 최고점도 도달온도가 동결

건조 시료보다 65oC에서 열풍 건조한 시료에서 값이 더 높았다

는 보고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pasta에서 분리한 전분을 건

조온도를 달리하여 점도변화를 측정하였을 때 저온건조 pasta가

고온건조 pasta보다 점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저온건조에 의해 전

분입자의 손상이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pasting viscosity도

감소한다는 보고한 바 있어 본 실험 결과도 이러한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33). 냉각 중 전분입자가 붕괴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breakdown과 냉각 후 노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setback

은 동결 건조한 토란분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조 후 로스팅 또는 증자 후 건조 처리한 토란분말의 RVA

특성을 조사한 결과(Table 6), pasting temperature는 토란을 열풍

건조 후 150oC에서 210oC로 로스팅 처리시 46.05-48.60oC로 로스

팅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하였다. 또한 최고점도(peak

viscosity)와 최저점도(through viscosity) 및 최종점도(final vis-

cosity)는 로스팅 온도가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였다. 특히 로

스팅 처리온도가 150oC에서보다 180oC와 210oC에서 로스팅 처

리를 하는 경우에는 점도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열풍건조 및 동

결건조 시료에 비해 점도가 크게 저하되었다. 냉각 중 전분입

자가 붕괴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breakdown과 냉각 후 노

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setback도 로스팅 온도가 높아질수록 크

게 감소하였다. Lee 등(34)은 멥쌀가루의 볶음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타락죽의 점도가 저하되는 경향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로스팅과 같은 가공과정중 amylase 용출

에 의한 전분손상 및 손실로 전분입자의 팽윤력과 수화를 감

소시켜 pasting viscosity를 감소시키는 것에 기인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증자하여 건조한 토란분말은 증자과정으로 인하여 이

미 호화된 이후에 분말화 한 것이므로 호화개시온도가 나타나

지 않았으며, 최고점도, 최저점도 및 최종점도는 높게 나타났

다. 상압증자시 가압증자에 비해 점도, breakdown 및 setback의

수치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요 약

토란분말의 가공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풍건조, 동결건조,

건조 후 로스팅 및 증자 후 건조 처리하는 가공공정을 이용하여

토란분말을 제조하였으며, 이들의 영양성분 및 이화학적 특성의

변화를 관찰하여 가공적성을 검토하였다. 토란분말의 수분함량과

식이섬유 함량은 열풍건조 온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였고 비타민

C 함량은 동결 건조한 토란분말에서 가장 높았다. 건조 후 로스

팅하거나 증자 후 건조 처리한 토란분말의 식이섬유 함량은 열풍

건조나 동결 건조한 분말에 비해 감소하였다. 수분흡수지수는 상

대적으로 증자 후 건조 처리한 분말에서 높게 나타났고 수분용해

지수는 열풍건조 및 동결 건조한 토란분말에서 높게 나타났다.

DSC를 이용한 토란분말의 호화 중 열역학적 특성은 열풍건조와

동결 건조한 토란분말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건조 후 로스팅 처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호화개시온도와 최대호

화온도는 감소하였다. RVA 특성에서는 열풍 건조 시 온도가 높아

질수록 호화개시온도가 점차 낮아지고 최고점도는 증가하였으며

전분입자가 붕괴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breakdown과 냉각 후

노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setback의 수치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증

자후 건조 처리한 토란분말은 최고점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break-

down 및 setback의 수치는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

여 볼 때, 열풍 건조한 토란분말의 경우 식이섬유 함량이 높으

며, 호화 시 점도가 높아 반죽제품의 점도부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자 후 건조 처리한 토란분말의 경우 수분흡수지수가

다른 처리분말에 비해 높고 호화 시 점도가 높으면서 노화를 지

연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죽이나 후레이크 같은 분말제품이

나 dough의 첨가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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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VA (Rapid visco-analyzer) pasting properties of taro flours prepared with different drying roasting and steaming

conditions

Samples1) Pasting temp.
(oC)

Peak viscosity
(cP)

Through viscosity
(cP)

Final viscosity
(cP)

Breakdown Setback

HADTF 40 0052.30±0.282) a3) 1279.00±4.24b 0752.00±18.38b 2398.00±8.49c 527.00±14.14a 1646.00±26.87c

HADTF 60 51.15±0.07ab 1640.50±105.36ab 0886.00±155.56b 2946.50±40.31b 754.50±50.20a 2060.50±115.26b

HADTF 80 46.65±0.35c 1896.00±32.53a 1271.50±51.62a 3315.50±37.48a 624.50±19.09a 2044.00±89.10b

FDTF 49.30±1.41b 1574.00±304.06ab 0735.00±8.49b 3466.00±206.48a 839.00±295.57a 2731.00±197.99a

HADRTF 150 46.05±0.07b 0698.50±72.83c 0572.50±58.69c 1304.50±118.09b 126.00±14.14c 0732.00±59.40a

HADRTF 180 47.80±0.42b 0107.00±0.01d 0099.00±0.01d 0220.00±2.83c 008.00±0.01c 0121.00±2.83d

HADRTF 210 48.60±0.57a 0042.50±0.71d 0040.00±1.41d 0061.50±0.71c 002.50±0.71c 0021.50±0.71e

STHADTF 95-30 0n.d.4) 1978.00±255.97a 1488.00±137.18a 1857.00±173.95a 490.00±118.79a 0369.00±36.77b

STHADTF 121-15 n.d. 1740.50±55.86a 1431.00±65.05a 1799.50±70.00a 309.50±9.19b 0368.50±4.95b

STHADTF 121-30 n.d. 1456.00±46.67b 1036.50±38.89b 1329.50±45.96b 419.50±7.78ab 0293.00±7.07c

1)Taro flour samples were prepared by hot-air dried at 40oC (HADTF 40oC), hot-air dried at 60oC (HADTF 60oC), hot-air dried at 80oC (HADTF
80oC), freeze dried (FDTF), hot-air dried at 60oC and roasted at 150oC (HADRTF 150oC), hot-air dried at 60oC and roasted at 180oC (HADRTF
180oC), hot-air dried at 60oC and roasted at 210oC (HADRTF 210oC), steamed 30 min at 95oC and hot-air dried at 60oC (STHADTF 95-30oC),
steamed 15 min at 121oC and hot-air dried at 60oC (STHADTF 121-15oC), and steamed 30 min at 121oC and hot-air dried at 60oC (STHADTF
121-30oC).
2)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3)Values with the same letter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4)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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