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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구 온도와 CO2 주입이 ･토마토 압출성형물의 물리  특성 
 항산화 활성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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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Die Temperature and CO2 Injection on Physical Propertie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Extruded Rice with Tomato Fl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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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e temperature and CO2 injection on the physical 
and antioxidant properties of extruded rice with tomato flour. Moisture content and screw speed were fixed at 25% 
and 150 rpm, respectively. Die temperatures and CO2 injection were adjusted to 80, 110, and 140°C and 0, and 300 
mL/min, respectively. Specific mechanical energy input decreased as die temperature increased from 80 to 140°C. 
The expansion index increased, while bulk density decreased with CO2 injection. All extrudates showed increased 
water soluble index (WSI) and water absorption index through the extrusion process. WSI increased as die temperature 
increased.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and total phenolic compounds increased 
as die temperature increased from 80 to 140°C. Total carotenoid and lycopene contents decreased through the extrusion 
process. Total carotenoid and lycopene contents upon 0 mL/min CO2 injection and 140°C die temperature were highest 
at 6.65 μg/g and 2.69 mg/kg, respectively. In conclusion, CO2 injection affects expansion properties while an increased 
die temperature leads to increase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total phen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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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식품 산업의 발전과 식생활의 변화로 식품의 기능성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물성 식품소재를 활용하기 위

한 개발과 천연물이 가지는 기능성을 식품에 접목시키는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1). 

토마토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소비되고 있는 가지과 식물

로 주성분은 수분이며 섬유질, 칼슘,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그 밖에 토마토에는 비타민 A, B 및 C와 같은 

영양성분뿐만 아니라 필수아미노산도 존재하여 맛과 영양 

및 기능성을 가진 채소이다(2,3). 토마토가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 중 라이코펜은 카로티노이드와 함께 중요한 천연 항

산화성 물질로 토마토의 라이코펜 함량은 수박, 구아바, 붉

은 고추 등에 비해 풍부하다(2). 또한 토마토 과피에 다량 함

유되어 있는 페놀 물질은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토마

토의 생리활성물질들은 항암작용, 고혈압, 비만과 다이어트 

등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4,5).

쌀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식량 자원 중 하나로 특히 우리나

라에서는 중요한 주곡작물이다. 쌀에 함유되어 있는 페놀 

물질, 총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등의 기능성 성분은 항산화 

활성을 갖는다(6). 최근 들어 쌀의 기능성 성분에 대한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생산량의 약 5% 정도만

이 가공용으로 소비되고 있다(7).

압출성형공정은 온도, 압력, 전단에 의해 혼합, 분쇄, 가열, 

성형, 건조와 같은 단위조작이 단시간에 가공되는 연속공정

으로, 다른 열처리가공공정과 비교하여 경제적이며 효율적

인 공정이다(8). 일반적인 압출성형공정은 100°C 이상에서 

수분의 상변화를 통해 팽화가 일어나는 반면에 CO2 주입 

압출성형공정은 CO2를 이용하여 압력차에 의한 비체적 변

화로 100°C 이하에서도 팽화가 가능하다. 또한 재래식 압출

성형공정보다 낮은 전단력으로 스크루 마모율 감소와 에너

지 투입량이 낮다(9). 압출성형 독립변수인 수분 함량, 스크

루 회전속도, 사출구의 구조, 스크루 배열 등을 조절하여 다

양한 특성을 가지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10). 이러한 압

출성형공정의 특성을 이용하여 후레이크나 에너지바(bar) 

제조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곡류 압출성형물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11-13). 

현재까지 토마토 분말을 첨가한 식품의 품질 특성 및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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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ximate compositions of rice with tomato flour

Material1) Proximate component (%)
Moisture content Crude ash Crude fat Crude protein Carbohydrate2)

Rice 
Tomato mix

13.50±0.16
13.34±0.04

0.70±0.14
0.63±0.53

0.31±0.01
1.63±0.08

5.52±0.10
6.37±0.39

79.97±0.13
78.04±0.44

1)Material before extrusion cooking.
2)Total carbohydrate was calculated by removing moisture content, crude ash, crude fat, and crude protein.

Fig. 1. Screw configuration for extruded rice 
with tomato flour (Model THK 31T).

활성 성분 분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토마토 

분말 첨가 시 케이크의 전반적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

가 보고되었다(1,3). 온도와 수분 함량에 따른 곡류 압출성

형물의 물리적 특성 비교 및 저온 압출성형 현미･야채류의 

물리적 특성 연구가 보고되었다(11,13,14).

위와 같이 토마토를 이용한 성분 분석 및 수분과 온도에 

따른 곡류와 야채류 압출성형물의 물리적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는 다수 발표되었으나, 쌀과 토마토를 이용하여 80°C 

이상의 사출구 온도와 CO2 주입 압출성형물의 물리 및 항산

화 활성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압출성형 쌀･토마토 팽화스낵 및 제과, 제빵, 면류 등과 같은 

식품의 중간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쌀과 토마토를 원료로 압출성형을 통하여 사출구 

온도 및 CO2 주입에 따른 팽화 특성, 수분용해지수 및 수분

흡착지수, 색도 등의 물리적 특성과 DPPH 라디칼 소거능, 

총 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총 카로티노이드 및 라이코펜 함

량 등의 항산화 활성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쌀은 충남 아산 신통정미소에서 정미한 

2013년도 혼합쌀을 9월에 도정하여 사용하였다. 토마토 분

말은 가루나라(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쌀

과 토마토 혼합원료는 토마토 분말을 10%로 배합하여 사용

하였으며(14), 원료의 일반성분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압출성형

압출성형물의 제조에 사용된 압출성형기는 자체 제작한 

실험용 쌍축 압출성형기(THK31T, Incheon Machinery 

Co., Incheon, Korea)를 사용하였으며 스크루 배열은 Fig. 

1과 같다. 스크루 직경은 30.0 mm이며 길이와 직경의 비

(L/D ratio)는 23:1이었고, 사출구는 원형으로 직경이 3.0 

mm인 것을 사용하였으며 원료 사입량은 100 g/min으로 고

정하였다. 수분 함량은 25%, 스크루 회전속도는 150 rpm으

로 고정하고 사출구 온도는 80, 110, 140°C, CO2 주입은 3.0 

MPa에서 0, 300 mL/min으로 각각 조절하였다(14). 압출성

형공정을 거쳐 제조된 압출성형물은 열풍건조기(DS-FCPO 

250, Dongseo Sci. Co., Seoul, Korea)에서 50°C로 건조하

여 물리적 특성 연구에 사용하였고, 가정용 분쇄기(FM-681, 

Hanil, Haman, Korea)로 분쇄하여 직경이 0.5 mm 이하인 

체를 통과한 분말을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비기계적 에너지

비기계적 에너지 투입량(specific mechanical energy 

input)은 원료가 투입되어 압출성형기를 통과할 때 원료 단

위 질량당 소비된 전기에너지(electric energy)로 나타내었

다. 즉 원료 투입 시 전력(electric power)에서 모터 공회전

시의 전력의 차와 생산량과의 비로부터 실제 원료에 투입된 

전력을 구하였다. 비기계적 에너지 투입량의 계산식은 식 

(1)과 같다(11).

SME input=
(E－E0)

PR  (1)

E: Electric power when input to material (kJ/s)

E0: Electric power when idling (kJ/s)

PR: Production rate (kg/s) 

직경팽화율 및 비길이

직경팽화율은 캘리퍼스(CD-15C, Mitutoyo Co., Tokyo, 

Japan)로 10회 측정하여 사출구의 직경과 압출성형물 직경

비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고, 비길이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

한 압출성형물의 단위 무게당 길이의 비로 10회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11,14). 

체적밀도

압출성형물의 체적밀도는 차조를 이용하여 종자치환법으

로 총 10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즉 125 mL 계량

컵을 사용하여 차조를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려 가득 채우

고 눈금자로 평평하게 한 다음 질량을 측정하여 차조 부피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압출성형물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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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포함한 부피를 측정하여 압출성형물의 체적밀도를 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13).

ρe =
M

× ρmM+M0－M1  (2)

Pe: Bulk density of extrudate (g/cm3)

Pm: Bulk density of millet (g/cm3)

M: Mass of extrudate (g)

M0: Mass of millet in cup (g)

M1: Mass of extrudate and millet in cup (g)

수분용해지수 및 수분흡착지수

압출성형물의 수용성 성질을 분석하기 위해 AACC 방법

(15)을 사용하여 수분용해지수(water solubility index, 

WSI)와 수분흡착지수(water absorption index, WAI)를 측

정하였다. 수분용해지수는 시료 1.5 g에 증류수 30 mL를 

가하여 30°C의 항온수조(BF-45SB, Biofree Co., Seoul, 

Korea)에서 30분간 진탕 교반한 후 원심분리기(H-1003-3, 

Hanil Science Industrial Co., Gangneung, Korea)에서 

3,000 rpm으로 2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등액을 알루미

늄 접시에 부은 후 105°C의 열풍건조기(HB-502MP, Han 

Beak Co., Bucheon, Korea)에서 2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건조된 시료를 데시케이터에 담아 30분간 방냉 후 고형분의 

무게를 측정하여 침전물의 WSI로 하였으며, WAI는 침전물

의 무게를 측정하여 각각 식 (3)과 식 (4)를 사용하여 계산하

였다.

WSI (%)=(Dry solid wt. recovered by evaporating the 

supernatant/ Dry sample wt.)×100        (3) 

WAI (g/g)=(Hydrated sample wt.-Dry sample wt.)/ 

Dry sample wt.                     (4)

색도

색도는 색차계(Chroma Meter CR-300, Minolta Co., 

Ltd., Osaka,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igthness, L), 적색

도(redness, a), 황색도(yellowness, b) 값을 3회 측정한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표준 색판의 값은 L=94.88, a= 

0.65, b=1.48이었다. L 값은 100(white)에서 0(black), a 

값은 +60(red)에서 -60(green), b 값은 +60(yellow)에서 

-60(blue)이며, 색도차(⧍E)는 식 (5)를 이용하여 구하였

다. 

ΔE=                       (5)

ΔE: Color difference

L0 and L: Lightness of raw material and extruded 

sample, respectively

a0 and a: Redness of raw material and extruded sam-

ple, respectively

b0 and b: Yellow of raw material and extruded sam-

ple, respectively

추출물의 제조

압출성형물은 유용성분을 추출하기 위하여 Kim 등(16)

의 방법을 수정하여 추출하였다. 시료 1 g에 70% 메탄올 20 

mL를 가하고 24시간 동안 30°C의 shaking incubator에서 

130 rpm으로 추출한 다음 3,000 rpm으로 20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등액을 0.2 μm nylon filter로 여과하여 추출물로 

사용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전자공여능 또는 라디칼 소거능은 DPPH(1,1-diphenyl- 

2-picrylhydrazyl)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추출물 0.2 mL

에 0.1 mM DPPH를 0.8 mL 첨가하여 30분간 실온에서 반

응시킨 후 UV/VIS Spectrophotometer(Libra S12, Bio-

chrom Ltd., Cambridge, UK)를 사용하여 52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에 의한 radical-scavenging 

activity는 아래와 같은 식 (6)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16). 

Scavenging activity (%)=
Absblank－Abssample

×100
Absblank   (6)

Absblank는 70% 메탄올을 사용하여 측정한 흡광도 값이고, 

Abssample은 추출물의 흡광도 값이다. 

총 페놀 함량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Folin-Ciocalteu 비색법(17)을 

수정하여 측정하였으며, tannin acid를 표준물질로 사용하

여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즉 0.5 mL의 추출물에 10배 희석

한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1.5 mL를 첨가하여 5분간 반응시킨 

다음 6%의 Na2CO3 1.5 mL를 첨가하여 암소에서 90분 동안 

반응시킨 후 765 nm에서 흡광도 값을 측정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압출성형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Ko 등(6)의 방법

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추출물 0.5 mL에 증류수 3.2 mL

와 5% NaNO2 0.15 mL를 가한 다음 5분 후 10% AlCl3･
6H2O 0.15 mL를 가하여 1분간 방치하고 1 M NaOH 1 mL

를 가한 후 흡광도 값을 510 nm에서 측정하였다. 표준물질

은 quercetin을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총 카로티노이드 함량

압출성형물의 총 카로티노이드 함량은 Hwang 등(18)의 

방법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0.5 g에 acetone 5 mL를 

넣고 실온에서 40분 동안 교반한 후 Whatman No. 2 filter 

paper(Whatman Inc., Florham Park, NJ, USA)를 사용하

여 여과한 다음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카로

티노이드 함량은 β-carotene을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

으로부터 함량을 구하였다.



사출구 온도와 CO2 주입이 쌀･토마토 압출성형물의 이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915

Table 2. Specific mechanical energy (SME) and expansion properties of extruded rice with tomato flour
Feed

material
Die temp.

(°C)
CO2 gas injection 

(mL/min)
SME input

(kJ/kg)
Expansion

index
Specific length 

(cm/g)
Bulk density

(g/cm3)

Rice

80 0
300

668.52±0.24a1)

614.27±4.18b
1.80±0.04f

2.06±0.03e
34.35±0.75gh

30.32±0.44i
0.81±0.07b

0.89±0.09b

110 0
300

404.75±2.99e

399.26±3.61e
2.69±0.10d

2.72±0.14d
35.54±0.92f

35.33±0.73fg
0.52±0.05de

0.58±0.09d

140 0
300

176.47±0.75j

182.72±0.92i
2.89±0.05c

3.03±0.06b
34.59±1.10fgh

33.86±1.08h
0.49±0.04e

0.46±0.05e

Tomato
mix

80 0
300

339.75±3.22f

465.20±0.35c
1.54±0.01g

1.80±0.04f
45.63±0.55e

45.38±0.59e
1.40±0.19a

0.76±0.08c

110 0
300

312.60±3.80g

413.33±3.56d
2.78±0.03d

2.88±0.07c
51.27±0.67d

54.39±0.75b
0.35±0.02f

0.29±0.02f

140 0
300

182.79±0.14i

198.20±0.26h
3.05±0.10b

3.31±0.18a
58.28±1.17a

53.19±0.83c
0.33±0.02f

0.30±0.01f

1)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라이코펜 함량

라이코펜 함량은 Javanmardi와 Kubota(19)의 방법에 따

라 측정하였다. 시료 1 g을 알루미늄 호일을 감싼 PTFE 

test tube에 넣고 라이코펜 추출 용액(hexane : 0.05% bu-

tylated hydrotoluene/acetone : ethanol=1:1:1) 39 mL를 

각 시험관에 첨가하여 10분 동안 교반한 후 상온에서 15분 

동안 방치하였다. 상층액(헥산층)은 UV/VIS Spectropho-

tometer를 이용하여 50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아래

의 식 (7)에 의하여 라이코펜 함량을 환산하였다. 

Lycopene (mg/kg)=(x/y)×A503×3.12              (7)

여기서 x는 hexane(mL)의 양을 나타내고 y는 시료의 무게

(g)이며, A503은 503 nm에서의 흡광도 값이고 3.12는 정지

계수를 나타낸다.

통계처리

통계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으며, 각 실험군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군의 결과 값에 대해 유의수준 

P<0.05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비기계적 에너지

압출성형공정에서 비기계적 에너지 투입량은 중요한 시

스템변수로 전분의 호화, 전분사슬의 절단과 반죽의 체류시

간에 영향을 미친다. 재래식 쌍축 압출성형기의 비기계적 

에너지와 열에너지 투입량의 비는 4:1로 비기계적 에너지 투

입량은 압출성형물의 물리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20). 

압출성형물의 비기계적 에너지 투입량은 토마토 분말을 첨

가하지 않았을 때 사출구 온도 80°C, CO2 주입량 0 mL/min

에서 668.52 kJ/kg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사출

구 온도 140°C, CO2 주입량 300 mL/min에서 182.72 kJ/ 

kg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Table 2). 사출구 온도

가 증가할수록 비기계적 에너지 투입량이 모두 감소하였다. 

이는 Gu와 Ryu(9)가 사출구 구조와 CO2 주입에 따라 옥수

수를 압출성형 하였을 때 사출구의 온도가 110°C일 때 95 

°C보다 비기계적 에너지 투입량이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

와 일치하였다. Gil과 Ryu(20)는 현미와 야채를 이용하여 

압출성형 하였을 때 사출구 온도가 증가하면 내부 반죽의 

점도가 감소하여 흐름저항이 감소하기 때문에 비기계적 에

너지 투입량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팽화 특성

일반적인 압출성형에서 팽화 특성인 직경팽화율, 비길이, 

체적밀도는 조직감,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 기호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이다(21). 사출구 온도와 CO2 주입에 따

른 쌀･토마토 압출성형물의 팽화 특성을 Table 2에 나타내

었다. 직경팽화율은 토마토 분말을 첨가했을 때 사출구 온도 

140°C, CO2 주입량 300 mL/min에서 3.31로 가장 높았으

며 사출구 온도 80°C, CO2 주입량 0 mL/min일 때 1.54로 

가장 낮았다. 또한 사출구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직경팽화율

도 증가하였으며, CO2 주입량이 0 mL/min에서 300 mL/ 

min으로 증가할수록 압출성형물의 직경팽화율은 증가하였

다. 본 연구 결과는 옥수수 압출성형물의 직경팽화율이 사출

구 온도와 CO2 주입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한 Gu와 Ryu(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Ryu 등(22)은 100°C 이상에서 물

의 상변화에 의해 호화된 반죽은 팽화가 일어나며, CO2를 

주입할 경우 압력차가 기공형성제로 작용하여 발생되는 상

변화에 의한 비체적 변화에 의해 팽화가 일어난다고 보고하

였다.

비길이는 사출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압출성형물의 비

길이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토마토 분말을 첨가하였을 

때 사출구 온도 140°C, CO2 0 mL/min에서 58.28 cm/g으

로 비길이가 가장 높았으며, 토마토 분말을 첨가하지 않았을 

때 사출구 온도 80°C, CO2 300 mL/min에서 30.32 cm/g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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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ater solubility index and water absorption index of extruded rice with tomato flours
Feed material Die temp. (°C) CO2 gas injection (mL/min) WSI1) (%) WAI2) (g/g)

Rice

Raw3)  2.31±0.12j4) 2.68±0.01e

80 0
300

21.50±0.15fg

21.79±0.05fg
4.73±0.05c

4.77±0.04c

110 0
300

28.36±0.03c

24.65±0.24de
5.79±0.07b

5.52±0.04b

140 0
300

42.61±1.66a

37.38±2.15b
4.69±0.04c

4.32±0.18d

Tomato mix

Raw  7.88±0.14i 2.87±0.01e

80 0
300

18.40±0.42h

19.12±0.20gh
4.10±0.05d

4.12±0.01d

110 0
300

22.96±0.12ef

23.66±0.30ef
5.71±0.19b

5.47±0.12b

140 0
300

27.64±3.54c

27.14±0.70cd
6.22±0.27a

6.46±0.39a

1)Water soluble index. 2)Water absorption index. 3)Material before extrusion cooking.
4)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2와 같이 직경팽화율이 증가

하면 비길이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CO2 주

입에 따른 옥수수 분말의 압출성형공정에서 직경팽화율의 

증가와 함께 비길이도 증가했다고 보고한 Ryu와 Mulvaney 

(2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체적밀도는 압출성형물의 조직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

며, 체적밀도가 감소할수록 견고성과 파괴력은 감소하는 경

향이 있다(22). 압출성형물의 체적밀도는 토마토를 첨가하

였을 때 사출구 온도 80°C, CO2 0 mL/min에서 1.40 g/cm3

로 가장 높았으며, 사출구 온도 110°C, CO2 300 mL/min에

서 0.29 g/cm3로 가장 낮았다(Table 2). Gu와 Ryu(9)는 CO2 

주입량이 증가할수록 체적밀도는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으

며, Gil 등(14)의 저온 압출성형공정에서 현미, 야채류 압출

성형물의 체적밀도가 CO2 주입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소한 

본 실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CO2에 의해 기공이 형성되

면서 밀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9). 직경팽화율이 증가

하면 체적밀도는 감소하는 연관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Gil 

등(14)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또한 사출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체적밀도가 감소하였는데 배럴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삼종실 압출성형물의 밀도가 감소한 Gu 등(21)의 보고와 

유사하였으며, 이는 전분의 호화도와 과열증기 함량의 증가

로 압출성형물의 밀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분용해지수와 수분흡착지수

수분용해지수(WSI) 및 수분흡착지수(WAI)는 압출성형공

정과 같은 팽화제품 특성을 규명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항목

으로 호화도 및 팽화율에 영향을 받으며 스낵 제품에서 이들

의 수치가 높을수록 전분사슬의 절단 및 다공성 조직의 형성

으로 조직감이 향상되어 좋은 품질로 인정된다(13,24). 사

출구 온도와 CO2 주입량에 따른 쌀･토마토 압출성형물의 

수분용해지수와 수분흡착지수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압출성형 처리구의 WSI와 WAI는 무처리구에 비해 높았

다. 압출성형물의 WSI는 토마토 분말을 첨가하지 않았을 

때 사출구 온도 140°C, CO2 0 mL/min에서 42.61%로 가장 

높았으며, 사출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압출성형물의 WSI

도 증가하였다. 이는 압출성형공정을 거치면서 가해지는 열

과 수분에 의한 부분적인 전분의 호화와 스크루 회전 및 마

찰열에 의한 전분사슬의 절단과 함께 아밀로오스 함량이 증

가하여 압출성형물의 가용화물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12). 

토마토 분말을 첨가한 압출성형물은 토마토 분말을 첨가하

지 않은 압출성형물에 비해 WSI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삼종실을 첨가한 압출성형물이 삼종실 미첨가 압출

성형물보다 WSI가 낮은 경향이 나타난 Gu 등(21)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토마토 분말의 첨가에 따른 전분 함량의 감소

와 섬유질 함량의 증가로 비기계적 에너지 및 점도의 감소가 

층밀림과 압력의 영향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

다. 

WAI는 전분과 단백질 사이의 수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압

출성형 처리구가 무처리구의 WAI보다 높았다는 Gil과 Ryu 

(2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WAI가 증가한 요인은 

전분의 호화와 함께 팽화에 의해 다공성 조직으로 변화되었

기 때문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13).

색도

사출구 온도와 CO2 주입량에 따른 쌀･토마토 압출성형물

의 색도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명도(L)는 토마토 분말을 

첨가하지 않고 사출구 온도 80°C, CO2 0 mL/min에서 압출

성형 하였을 때 85.71로 가장 높았고, 사출구 온도 140°C, 

CO2 0 mL/min일 때 토마토 분말을 첨가한 압출성형 조건에

서 67.85로 가장 낮았다. 모든 조건에서 사출구 온도의 증가

와 함께 명도가 감소하였으며, 동일한 압출성형 조건에서 

토마토 분말 처리구의 명도는 토마토 분말 무처리구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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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xtruded rice with
tomato flour. Values represent the mean of triplicate measure-
ments of analyzed sample.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in-
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Table 4. Change in color value of extruded rice with tomato flour

Feed material Die temp.
(°C)

CO2 gas injection 
(mL/min) Lightness (L) Redness (a) Yellowness (b) Color difference 

Rice

Raw1) 91.47±0.08a2) -0.59±0.03e  3.62±0.02g －
80 0

300
85.71±0.65b

85.29±0.36bc
-0.97±0.02f

-0.92±0.03f
 6.97±0.13f

 7.48±0.32ef
6.85±0.59
7.44±0.47

110 0
300

85.46±0.23b

85.67±0.06b
-0.97±0.06f

-0.88±0.01f
 7.70±0.22e

 7.54±0.04ef
7.43±0.32
7.15±0.03

140 0
300

85.23±0.13bc

84.87±0.41c
-0.92±0.03f

-0.81±0.07ef
 8.03±0.09e

 8.13±0.08e
7.80±0.15
8.12±0.32

Tomato mix

Raw 83.44±0.29d  3.45±0.31d  9.46±0.29d －
80 0

300
70.58±0.40e

70.57±0.34e
 9.80±0.16b

 9.86±0.30b
39.15±0.57b

39.85±1.00a
32.98±0.59
33.63±0.84

110 0
300

70.23±0.20e

70.27±0.25e
 9.41±0.16c

 9.82±0.13b
37.32±0.54c

39.08±0.45b
31.40±0.44
33.04±0.53

140 0
300

67.85±0.30f

68.35±0.06f
11.03±0.07a

11.04±0.08a
38.87±0.27b

38.70±0.19b
34.15±0.19
33.77±0.16

1)Material before extrusion cooking.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감소하였다. 

적색도(a)는 토마토 분말 무처리구 5% 수준에서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으며, 토마토 분말 처리구에서 사출구 온도 

140°C, CO2 300 mL/min일 때 11.04로 가장 높았다. 사출

구 온도의 증가와 CO2 주입량에 따른 경향성 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황색도(b)는 원료보다 압출성형물이 증가하였고, 토마토 

분말 무처리구에서 사출구 온도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였다. 

사출구 온도 80°C, CO2 300 mL/min에서 토마토 분말을 

첨가하였을 때 39.85로 가장 높았다. 수분 함량과 배럴온도

에 따른 압출성형물의 특성 변화를 분석한 Han 등(25)의 

보고와 같이 온도가 증가할수록 황색도보다 적색도가 영향

을 많이 받았다는 결과가 본 실험 결과와 일치하였다. 

총 색도차는 토마토 분말 무처리구에서 사출구 온도가 증

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토마토 분말 처리구에서 사출구 

온도 140°C, CO2 0 mL/min에서 34.15로 가장 높았다. Kim 

등(11)의 배럴온도가 높아질수록 갈변 반응이 증가하여 색

도 변화가 크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고, 팽화스낵 제조과

정 중 유리 아미노기가 환원당과 결합하여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 전분이 갈색으로 변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갈변반응

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3). 

또한 토마토 분말 첨가에 의한 색도 변화는 토마토 분말을 

양갱에 첨가하였을 때 토마토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

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Kim 등(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열에 의해 토마토에 함유되어 있는 라이코펜

과 β-카로틴 함량의 변화와 올리고당 및 아미노산 등에 의

한 갈변반응이 복합적으로 색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3).

DPPH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천연물의 수용성 또는 유기용매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에 널리 사용되는 측정법이다(21). 사

출구 온도와 CO2 주입에 따른 쌀･토마토 압출성형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Fig. 2와 같다. 토마토 분말을 첨가

하였을 때 사출구 온도 140°C, CO2 300 mL/min에서 59.41 

%로 가장 높았다. 압출성형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CO2 주입량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압출성형 

무처리구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사출구 온도가 높을수록 

DPPH에 의한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였다. 이는 배럴온도 

110°C보다 고온인 130°C에서 압출성형한 삼종실이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결과가 높았다는 Gu 등(2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Kim 등(16)은 과채류를 열처리 하였을 때 

DPPH 라디칼 소거능의 증가는 열처리로 인한 마이야르 반

응에서 항산화 활성을 가진 마이야르 반응 물질인 새로운 

화합물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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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tioxidant activity of extruded rice with tomato flour
Feed

material
Die temp.

(°C)
CO2 gas injection 

(mL/min)
Total phenol

(mg/g)
Total flavonoid 

(mg/g)
Total carotene 

(μg/g)
Lycopene 
(mg/kg)

Rice

Raw1)  1.49±0.02g2) 0.44±0.04e 0.49±0.12ef 0.14±0.07g

80 0
300

 1.67±0.01fg

 1.57±0.35g
0.05±0.01h

0.15±0.01gh
0.23±0.01g

0.27±0.01g
0.05±0.01h

0.02±0.03h

110 0
300

 1.86±0.02fg

 1.81±0.05fg
0.10±0.01gh

0.07±0.03gh
0.36±0.04fg

0.27±0.01g
0.02±0.03h

0.04±0.06h

140 0
300

 1.89±0.04fg

 2.11±0.01f
0.17±0.03g

0.27±0.11f
0.33±0.01fg

0.59±0.04e
0.04±0.01h

0.01±0.01h

Tomato
mix

Raw 11.86±0.17e 1.44±0.07a 7.38±0.16a 3.90±0.01a

80 0
300

12.57±0.59d

13.11±0.01c
1.08±0.01c

1.03±0.04c
3.83±0.12c

3.31±0.12d
1.79±0.01d

1.85±0.01d

110 0
300

14.30±0.09b

14.34±0.19b
1.07±0.07c

0.94±0.04d
3.89±0.04c

3.85±0.08c
1.33±0.10f

1.55±0.03e

140 0
300

16.11±0.01a

15.89±0.12a
1.21±0.01b

1.04±0.01c
6.65±0.08b

6.49±0.04b
2.69±0.03b

2.50±0.01c

1)Material before extrusion cooking.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분말 무처리구보다 토마토 분말 처리구의 DPPH 라디칼 소

거능이 높게 나타났는데, Kim과 Chun(26)은 토마토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이 높은 것은 토마토

의 라이코펜, β-카로틴 및 클로로필 등의 색소와 생리활성

물질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총 페놀 함량

페놀성 화합물은 항산화물질로서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

을 가지며, polyphenolic 화합물들의 분자 내 phenolic hy-

droxyl기가 단백질 등과 결합하는 성질에 의해 항산화, 항암 

및 항균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낸다(27). 압출성형물

의 총 페놀 함량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사출구 온도 140 

°C, CO2 0 mL/min에서 토마토 분말을 첨가하여 압출성형 

하였을 때 16.11 mg/g으로 가장 높았으며, 토마토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쌀 압출성형물의 총 페놀 함량은 사출구 온도 

140°C, CO2 300 mL/min에서 2.11 mg/g으로 가장 높았다. 

페놀성 화합물이 쌀에 함유되어 있는 양은 소량 함유되어 

있으나(28) 압출성형 후 사출구 온도에 따라 증가하였다. 

총 페놀 함량은 모든 조건에서 압출성형 처리구가 무처리

구보다 높았으며, CO2 주입량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

았으나 사출구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총 페놀 함량도 증가하

였다. 이는 Kim 등(16)의 110°C보다 고온인 140°C에서 열

처리한 과채류의 총 페놀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

며, 식물체의 항산화`물질들은 불용성 polymer와 함께 공

유결합 형태로 존재하는데 열처리에 의해 고분자의 페놀성 

화합물의 조직이 파괴되어 불용성 성분으로부터 폴리페놀 

성분이 유리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29). 또한 Na와 Joo(4)

가 보고한 토마토 분말을 첨가한 소시지의 총 페놀 함량이 

토마토 분말 자체에 함유된 페놀화합물로 인해 토마토 분말

이 증가할수록 총 페놀 함량이 증가한 연구 결과는 토마토 

분말 처리구가 무처리구보다 총 페놀 함량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페놀류의 화합물

로 대부분 당과 결합된 배당체 형태로 존재하며, 노란색 또

는 적자색을 띠는 색소화합물이다(27). 사출구 온도와 CO2 

주입에 따른 쌀･토마토 압출성형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토마토 분말을 첨가하였을 때 사

출구 온도 140°C, CO2 0 mL/min에서 1.21 mg/g으로 가장 

높았으며, 토마토 분말을 첨가하지 않았을 때 사출구 온도 

80°C, CO2 0 mL/min에서 0.05 mg/g으로 가장 낮았다. 압

출성형물은 토마토 처리구와 무처리구에서 모두 사출구 온

도 80°C보다 고온인 140°C에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

게 나타났다. 이는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과채류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하였다는 Kim 등(16)의 보고와 유

사하였다. 모든 조건에서 압출성형 처리구는 무처리구보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낮았는데, 이는 압출성형으로 인해 

용출된 유효 성분이 저분자화되면서 생성된 화합물 중에 확

인되지 않은 활성 성분(27)에 의하여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

다(30). 본 실험 결과 총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은 총 페놀 

함량에 비해 미량 함유되었는데 이는 페놀이 플라보노이드

계 화합물을 포함하는 큰 범주이기 때문이며, 플라보노이드

계 화합물을 제외한 페놀 성분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27,31).

총 카로티노이드 함량

토마토에 함유되어 있는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활성이 

뛰어난 천연 생리활성물질로 동맥경화 억제, 심장질환 및 

성인병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5). 압출성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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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구 온도 80°C, CO2 0 mL/min에서 압출성형 하였을 때 

0.23 μg/g으로 가장 낮았으며, 토마토 분말을 첨가하였을 때 

사출구 온도 140°C, CO2 0 mL/min에서 6.65 μg/g으로 가

장 높았다(Table 5). 또한 모든 조건에서 토마토 분말을 첨

가하였을 때 총 카로티노이드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을 비롯한 카로티노이드계의 생

리활성물질에 의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5). 

압출성형 후 총 카로티노이드 함량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사출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는데, Kim 등(32)은 

카로티노이드를 포함하고 있는 녹황색 채소류를 가열하거

나 끓이면 약간의 파괴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또한 가열과정

은 카로티노이드의 cis-isomers를 형성시켜 카로티노이드

의 함량이 감소되고 cis-isomers는 가열에 따라 증가한다

고 보고하였다. 이는 압출성형공정 시 가열로 인하여 카로티

노이드계 생리활성 성분이 이성질체화되었다고 판단되며, 

활성 성분의 규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이코펜 함량

토마토에 함유되어 있는 카로티노이드 중 항산화 활성이 

뛰어난 라이코펜은 체내에 흡수되면 비타민 A로 전환되는 

β-카로틴과 α-카로틴, 루테인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항산

화 작용을 가지는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다(2). 토마토 분말을 

첨가하여 사출구 온도 140°C, CO2 0 mL/min에서 압출성형 

하였을 때 2.69 mg/kg으로 가장 높았으며, 토마토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쌀 압출성형의 라이코펜 함량은 사출구 온도 

140°C, CO2 300 mL/min에서 0.01 mg/kg으로 가장 낮았

다(Table 5). 토마토 분말을 첨가하지 않았을 때 사출구 온도

와 CO2 주입에 따른 유의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토마

토 분말을 첨가한 압출성형물은 압출성형 후 라이코펜이 다

소 감소하였으나 사출구 온도 80°C보다 고온인 140°C에서 

라이코펜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Shi와 Maguer(33)는 토마토를 가공이나 가열하면 세포

벽의 파괴로 인해 이성질체화되어 생체 이용률이 높은 cis형 

라이코펜으로 전환되며, cis형 라이코펜은 온도에 따라 증가

한다고 보고하였다. 원료보다 라이코펜 함량이 감소한 것은 

압출성형공정 시 전단력과 고온에 의해 cis형으로 전환된 

라이코펜의 산화 또는 토마토의 아미노산과 ascorbic acid 

간의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3). 이상

의 결과에서 압출성형은 쌀･토마토의 팽화 특성 및 항산화 

효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출성형 

쌀･토마토는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의 

건강 지향적 욕구에 따른 기능성 팽화스낵 또는 제과, 제빵, 

면류 등과 같은 식품에 중간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사출구 온도와 CO2 주입이 쌀･토마토 압출성형의 

물리적 및 항산화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압출성

형 조건은 수분 함량 25%, 스크루 회전속도 150 rpm으로 

고정하였고, 사출구 온도 80, 110, 140°C와 CO2 주입량 0, 

300 mL/min으로 조절하였다. 비기계적 에너지는 사출구 온

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CO2 주입을 하였을 때 직경

팽화율은 증가하였다. 사출구 온도가 증가할수록 직경팽화

율과 비길이는 증가하였으며 체적밀도는 CO2 주입에 따라 

감소하였다. 수분용해지수와 수분흡착지수는 압출성형 후 

모두 증가하였으며 사출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압출성형

물의 수분용해지수도 증가하였다. 명도는 토마토 분말을 첨

가하지 않았을 때 가장 높았으며, 적색도와 황색도는 토마토 

분말을 첨가하였을 때 높게 나타났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은 압출성형 후 모두 증가하였다. 토마토 분말을 첨가하였을 

때 사출구 온도 140°C, CO2 주입량 300 mL/min에서 59.41 

%로 가장 높았으며, CO2 주입에 따른 유의적인 영향은 없었

으나 사출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압출성형 

후 총 페놀 함량도 증가하였으며 사출구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였다. 토마토 분말을 첨가하였을 때 사출구 온도 

140°C, CO2 주입량 0 mL/min에서 16.11 mg/g으로 가장 

높았다. 총 카로티노이드와 라이코펜 함량은 압출성형 후 

감소하였으나 사출구 온도가 80°C보다 고온인 140°C에서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총 카로티노이드와 라이코펜 함량은 

토마토 분말을 첨가하여 사출구 온도 140°C, CO2 주입량 

0 mL/min으로 압출성형 하였을 때 각각 6.65 μg/g과 2.69 

mg/kg으로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CO2 주입에 따른 압출

성형은 쌀･토마토의 팽화 특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사출

구 온도의 증가에 따라 DPPH 라디칼 소거능 및 총 페놀 

함량이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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