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Food Sci Nutr 한국식품 양과학회지

46(11), 1327～1335(2017) https://doi.org/10.3746/jkfn.2017.46.11.1327

카카오 빈 함량에 따른  압출성형물의 이화학  특성  항산화 활성

박주연1․김영호2․류기형1

1공주 학교 식품공학과 
2혜 학교 제과제빵학과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Extruded Rice 
Flour with Various Cacao (Theobroma cacao L.) Bean Content

Ju-Yeon Park1, Young-Ho Kim2, and Gi-Hyung Ryu1

1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Kongju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Baking Technology, Hyejeon College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effect of cacao bean addition on the physicochemical proper-
ties of extruded rice flour. Rice-based cacao beans (0, 20, 40, 60%) were extruded at a die temperature of 130°C, 
screw speed of 200 rpm, and moisture content of 25%. As the content of cacao beans increased from 20% to 60%, 
expansion index decreased, while piece density and specific length increased. The water soluble index and water absorp-
tion index of the extrudate increased through extrusion cooking. Lightness decreased as cacao bean content increased 
while redness increased. As the content of cacao beans increased, paste viscosity decreased. Cold peak viscosity was 
observed in all extrudates of raw roasted cacao beans. α,α-Diphenyl-β-picrylhydrazyl (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increased upon extrusion and cacao bean addition. As content of cacao beans increased, non-roasted cacao beans had 
higher total phenolic contents than roasted cacao beans. This study showed that addition of cacao beans to extruded 
rice snack improved antioxidan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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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자연 지향적 추세에 따라 천연물 유래의 각종 생리활

성 물질들이 식품 개발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1). 카카오

(Theobroma cacao L.)는 벽오동나무과(Sterculi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Latin America가 원산지이지만, 최

근에는 적도의 남북 위도 20° 이내의 수림지역에서 광범위

하게 재배되고 있다(2). 카카오 빈(cacao bean)은 형태학적

으로 외피(shell or husk), 내피(thin skin), 배유(cotyle-

don) 및 배아(germ)로 구성되어 있고, 산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배유를 마쇄한 paste상의 물질로 cacao mass 

또는 cacao liquor라고 한다(3). 이 cacao mass는 shell이 

탈각된 85% 정도로서 초콜릿, 초콜릿 음료 등의 원료로 가

공되고 있으며(4), 초콜릿의 주성분으로 각종 기능성 식품 

및 생리활성 소재로 널리 주목받고 있는 폴리페놀류가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5). 페놀성 화합물은 항산화 물질로

서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지며, polyphenolic 화합물들

의 분자 내 phenolic hydroxyl기가 단백질 등과 결합하는 

성질에 의해 항산화, 항암 및 항균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낸다(6). 특히 Castillejo 등(7)은 변비 진단을 받은 소아 

환자들에게 식이섬유가 풍부한 카카오 빈을 섭취시킨 그룹

과 위약을 섭취시킨 대조군을 비교한 실험에서 카카오 빈에 

있는 식이섬유가 변비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식품의 압출성형기술은 적당한 수분 함량을 갖는 천연 고

분자 물질이 압출성형기 내부의 높은 온도와 압력 하에서 

스크류의 회전과 가열에 의해 열반응과 성형이 동시에 발생

하도록 함으로써 스낵, 아침편의식(8), 애완동물용 사료, 식

물조직화단백질 제조(9,10) 등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밀가

루를 대체한 쌀과자 및 쌀빵, 쌀국수, 압출성형 쌀스낵 등의 

제품들이 다수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11,12).

카카오에 대한 연구로는 카카오 내피로부터 분리한 충치 

예방물질 연구(13), 카카오 용매분획물의 항산화 및 항염증 

연구(14), 발효, 건조, 로스팅을 하는 동안 코코아의 화학적 

특성(15), cocoa powder와 cornmeal을 이용한 압출성형

(16) 등이 있었지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를 첨가

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밀가루에 비해 알레르기 유발 비율이 현저

히 낮고 소화가 잘되며 필수아미노산 등 영양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쌀(17,18)과 항산화 활성이 높은 폴리페놀을 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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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Pitch screw 3. Full pitch screw   L/D ration 23:1
2. 2/3 Pitch screw 4. 1/2 Reverse pitch   screwϕ: 3.0 cm

Fig. 1. Screw configuration used in this experiment (Model THK 31T).

함유하고 있는 카카오 빈의 영양 및 기능적 특성이 강화된 

팽화스낵이나 제과, 제빵 등의 중간소재로 활용하여 보다 간

편하고 다양한 식품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카카오 빈 함량을 

20, 40, 60%로 달리하여 압출성형 하고 팽화특성 등의 물리

적 특성과 α,α-diphenyl-β-picrylhydrazyl(DPPH) 라디칼 

소거능, 총 페놀 등의 항산화 활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쌀은 신통정미소(Asan, Korea)에서 구

입하였고, 카카오 빈은 초코동이(Suwon, Korea)에서 구입

하여 130°C로 30분간 열처리한 roasted 카카오 빈(RC)과 

열처리하지 않은 non-roasted 카카오 빈(NRC)으로 사용하

였다.

쌀을 base로 RC, NRC를 각각 0, 20, 40, 60%로 첨가하

여 압출성형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쌀의 일반성분은 수분 

10.92, 조지방 0.58, 조단백 5.37, 조회분 0.38, 탄수화물 

82.75%였으며, 카카오 빈의 일반성분은 수분 6.85, 조지방 

48.06, 조단백 11.56, 조회분 3.70, 탄수화물 29.8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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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rpm으

로 고정하고 사출구 온도는 130°C로 각각 조절하였다. 제조

된 압출성형물은 열풍건조기(DS-FCPO 250, Dongseo Sci. 

Co., Seoul, Korea)에서 50°C로 건조하여 물리적 특성 연

구에 사용하였고, 가정용 분쇄기(SMKA-4000, PN Poong-

nyun Co., Ltd., Ansan, Korea)로 분쇄하여 50~70 mesh의 

분말을 시료로 사용하여 화학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쌀가루와 카카오분말의 일반성분 분석은 AOAC법(19)에 

따라 수분은 105°C 상압건조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 

조단백은 semi-micro-Kjeldahl법, 조회분은 직접회화법으

로 정량하고 탄수화물 함량은 100－(회분+조단백+조지방

+수분)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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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값을 각각 식 (1)과 (2)로 계산하였다(20).

Expansion ratio＝
De

Dd  (1)

De: Diameter of extrudate

Dd: Diameter of die hole

Specific length 

(cm/g)
＝

Length of extrudate (cm)

Weight of extrudate (g)  (2)

조각밀도

압출성형물의 조각밀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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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를 포함한 부피를 측정하여 압출성형물의 조각밀도를 식

(3)을 이용하여 계산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21).

ρe＝
M

 ρm
M+M0－M1  (3)

ρe: Piece density of extrudate (g/cm3)

ρm: 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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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보기 탄성계수와 파괴력

압출성형물의 겉보기 탄성계수와 파괴력은 Sun Rhe-

ometer(Compac-100Ⅱ, Sun Sci.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10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측정조건은 

probe angle type(65°), 최대응력 10 kg, 지지대 이동속도 

60 mm/min, 지지대간의 거리 3 cm였다. 측정치를 Ryu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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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22)의 방법을 이용하여 겉보기 탄성계수(Eapp)와 파괴력

(Fbs)을 각각 식 (4)와 (5)로 계산하였다.

Eapp (N/cm2)＝(dF/dl)(64d3/48πD4)   (4)

Eapp: Apparent elastic modulus

dF/dl: Slope of the linear section of the forcedis-

tance curve

D: Diameter of extrudate

d: Distance between two supports

Fbs (N/m2)＝Fm/S   (5)

Fbs: Breaking strength

Fm: Maximum stress of extrudate

S: Crosssectional area of extrudate

압출성형물의 미세구조

압출성형물을 2 mm 길이로 잘라 12시간 건조한 다음 백

금으로 코팅 후 고분해능 주사전자현미경(MIRA LMH, 

Tescan, Brno, Czech)으로 가속전력 10 kV에서 14배율로 

관찰하였다.

수분흡착지수와 수분용해지수

압출성형물과 무처리구(RAW)의 수용성 성질을 분석하

고자 AACC 방법(23)을 응용하여 건량 기준의 시료 1 g에 

증류수 25 mL를 가하여 30°C의 항온수조(BF-45SB, 

Biofree Co., Seoul, Korea)에서 30분간 교반한 후 원심분

리기(H-1000-3, Hanil Science Industrial Co., Incheon, 

Korea)에서 3,000 rpm으로 3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등

액을 알루미늄 접시에 부은 후 침전물의 무게를 측정하고, 알

루미늄 접시를 105°C 열풍건조기(HB-502MP, Han Beak 

Co., Gyeonggi, Korea)에서 2시간 동안 건조한 후 상등액

의 고형분 함량을 측정하여 수분흡착지수(water absorp-

tion index)와 수분용해지수(water solubility index)를 아

래의 식 (6)과 (7)로 각각 계산하였다.

WAI

(g/g)
＝

Hydrated sample wt.－Dry sample wt.

Dry sample w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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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pernatant/Dry sample wt.)×100   (7)

색도

RAW와 압출성형물을 분쇄한 시료를 색차계(Chroma 

Meter CO300, Minolta Co., Ltd., Osaka, Japan)를 이용

하여 명도(lightness, L), 적색도(redness, a), 황색도(yel-

lowness, b) 값을 3회 측정한 평균값으로 나타내고 식(8)로 

색 변화도(color difference, ΔE) 값을 나타내었다. 표준색

판의 값은 L=93.05, a=-0.19, b=3.70이었다.

Δ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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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llowness of raw material and extruded 

sample, respectively 

페이스트 점도

압출성형물과 RAW의 페이스트 점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

속점도 측정기(RVA, Rapid viscosity analyser, RVA3D, 

Newport Scientific Inc., Narrabeen, Australia)를 사용하

였다. 시료 3.5 g(14%, w.b.)을 알루미늄 캔에 넣은 후 증류

수 25 mL를 가하고 유리막대를 이용하여 1차 교반한 다음 

페이스트 점도를 측정하였다.

신속점도측정기의 가열과 냉각조건은 초기온도 25°C에

서 2분간 유지한 다음 5분간 95°C로 가열 후 3분간 95°C로 

유지하였으며, 5분간 25°C로 냉각하였다. 총 소요 시간은 

20분이었으며 페달의 회전은 초기 시료의 분산을 증대시키

기 위해 960 rpm으로 회전시킨 후 160 rpm에서 점도를 

측정하였다(24).

Fig. 2의 페이스트 점도곡선으로부터 최고점도(peak 

viscosity, PV), 저온최고점도(cold peak viscosity, CPV), 

최저점도(trough viscosity, TV), 최종점도(final viscosi-

ty, FV), 구조파괴점도(breakdown viscosity, BV) 등의 페

이스트 점도 지표를 각각 구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RAW와 압출성형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실험은 

BrandWilliams 등(25)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시료 1 g을 

80% methanol 10 mL에 넣고 2시간 동안 추출한 후 3,000 

rpm으로 30분 동안 원심분리 하였다. 상등액 0.1 mL를 취

하여 methanol에 녹인 DPPH 시약 3.9 mL에 넣고 실온의 

암실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분광광도계 515 nm 파장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공시험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시행

하고 산출된 흡광도를 이용하여 다음 식(9)에 대입하였다.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A0－A1

×100
A0  (9)

A0: Absorbance of the blank

A1: Absorbance of the sample

총 페놀 함량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은 FolinCiocalteu 비색법(26)

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반응액 0.1 mL의 샘플용액에 10배 

희석한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Sigma-Ald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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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킨 다음 6%의 Na2CO3 1.5 mL를 첨가하여 상온의 암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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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VA temperature profile and pasting parameters.

Table 1. Expansion properties, breaking strength, and apparent elastic modulus of extruded rice flour with cacao beans contents
Cacao bean 
contents (%)

Expansion 
index

Specific length 
(cm/g)

Piece density 
(g/cm3)

Breaking strength 
(N/cm2)

Elastic modulus 
(N/cm2)

0  3.82±0.51a1) 2.74±1.55e 0.31±0.03c 60.09±6.30ab 6.87E+03cd

Roasting
20
40
60

3.89±0.65a

2.64±0.32c

1.81±0.22e

4.76±2.74c

4.95±2.99c

7.15±2.58a

0.17±0.01d

0.32±0.02c

0.52±0.02b

62.20±7.37a

56.63±2.42bc

34.14±1.57d

2.45E+03d

1.22E+04cd

3.91E+04b

Non-roasting
20
40
60

3.70±0.44b

2.50±0.29d

1.71±0.15e

4.28±2.37d

4.85±2.19c

6.14±1.69b

0.19±0.01d

0.29±0.02c

0.56±0.05a

65.76±1.98a

48.30±0.30c

33.45±2.46d

3.78E+03d

1.68E+04c

6.23E+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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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90분 동안 반응시켜 UV/Visspectrophotometer를 사

용하여 725 nm에서 흡광도 값을 측정하였다. Gallic acid의 

다양한 농도를 이용하여 작성한 검량선을 통해 페놀성 화합

물을 계산하였다.

통계처리

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23.0) 프로그램(IBM-SPSS, 

Thornwood, NY, USA)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한 후 유의적 차이가 있는 항목

에 대해서 P<0.05 수준에서 그 결과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카카오 빈 압출성형물의 팽화특성

일반적인 압출성형에서 물리적 특성(팽화율, 비길이, 조

각밀도)은 압출성형물의 조직감, 소비자의 기호성 및 제품

의 품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카카오 빈을 첨가한 압출

성형물의 물리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압출성형물의 팽

화는 압출성형기 내에서 원료가 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사출

구를 통과할 때 압력의 차이로 인한 수분 증발이 용융물의 

기포를 생성시켜 급격하게 팽화가 일어나게 된다(27). 압출

성형물 RC 20% 첨가군의 팽화율이 3.89로 가장 높았으며, 

압출성형한 쌀 100% 대조군의 팽화율은 3.82였고, 카카오 

빈의 함량이 20, 40, 60%로 늘어날수록 RC 첨가군은 3.89, 

2.64, 1.81로 감소하였고, NRC 첨가군은 3.70, 2.50, 1.71

로 감소하였다.

비길이는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쌀 100% 대조구가 2.74 cm/g으로 가장 낮았으

며, RC군 60%가 7.15 cm/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밀과 옥수수가루를 이용한 130°C 이상의 압출성형공정에

서 직경팽화율이 증가하면 비길이는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

계를 갖는다고 보고한 Gu와 Ryu(28)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밀도는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RC 20% 첨가군일 때 0.17 g/cm3로 가장 낮았으

며, NRC 60% 첨가군일 때 0.56 g/cm3로 가장 높았다. 쌀 

100% 대조군은 0.31 g/cm3로 카카오 빈을 40% 첨가했을 

때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경팽화율이 증가

하면 체적밀도는 감소하는 연관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Gil 

등(20)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겉보기 탄성계수와 파괴력

겉보기 탄성계수와 파괴력은 팽화율과 밀도, 기공구조에 

영향을 받으며, 압출성형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29). 카카오 빈을 첨가한 압출성형물의 겉보기 탄성계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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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cross-sections of extruded rice flour at different cacao bean contents: (g) 100% rice, (a-c) 
20%, 40%, 60% roasted cacao bean, (d-f) 20%, 40%, 60% non-roasted cacao bean.

파괴력은 Table 1과 같다.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겉보기 탄성계수는 증가하였다. RC 20% 첨가군과 NRC 

20% 첨가군은 쌀 100% 대조군보다 낮은 겉보기 탄성계수

를 나타내었으며, NRC 첨가군이 RC 첨가군보다 높은 겉보

기 탄성계수를 나타내었다. 파괴력은 카카오 빈의 함량이 

20, 40, 60%로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쌀 100% 대조군이 

60.09 N/cm2로 RC, NRC 20% 첨가군보다 낮은 파괴력을 

보였으며,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RC군이 62.20, 

56.63, 34.14 N/cm2로 감소하였고, NRC군도 65.76, 48.30, 

33.45 N/cm2로 감소하였다. Chinnaswamy와 Hanna(30)

는 옥수수전분을 사용하여 사출구 온도 110~120°C의 압출

성형공정을 이용한 실험에서 팽화율이 증가할수록 파괴력

은 감소한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는 지방이 많은 카카오 

빈의 첨가로 인하여 전분의 양은 감소하고 지방의 양이 상대

적으로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미세구조

카카오 빈을 함유한 쌀 압출성형물의 기공 구조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공의 크

기는 감소하고 조밀한 구조를 보였으며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직경팽화율이 감소한 결과는 Ondo와 Ryu(16)

의 코코아 파우더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옥수수 압출성형물

의 기공 크기는 작고 기공의 수는 증가한 결과와 일치하였

다. 이는 카카오 빈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전분의 양은 

감소하고 지방의 증가로 압출성형물의 점도가 낮아져 기공

의 크기는 작고 기공의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쌀 100% 대조군보다 높은 직경팽화율을 보인 카카오 

빈 20% 첨가군의 경우 카카오 빈이 전분의 점도에 영향을 

미쳐 쌀 100% 대조군보다 균일한 크기의 기공을 보인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쌀 100% 대조군은 크기가 다양한 기공

과 두꺼운 벽을 가졌다.

수분흡착지수와 수분용해지수

카카오 빈의 함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압출성형물의 수분

흡착지수(WAI)와 수분용해지수(WSI)는 Table 2에 나타내

었다. 수분흡착지수와 수분용해지수는 호화도와 팽화율에 

영향을 받으며 스낵 제품으로서 이들의 수치는 높을수록 좋

은 품질로 인정된다(31). 압출성형 처리구의 WSI와 WAI는 

RAW에 비해 증가하였다. RAW의 WAI는 카카오 빈의 함량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압출성형물의 경우 쌀 

100% 대조구가 2.99 g/g을 나타내었고, 카카오 빈의 함량

이 20, 40, 60%로 증가할수록 RC 군이 4.21, 3.83, 3.63, 

NRC 군이 4.06, 4.05, 3.43 g/g으로 감소하였다. WAI는 

전분과 단백질의 수화를 나타내는 지표로서(32) 수분흡착

지수의 증가 요인은 전분 용융물이 기계적 전단력이 취약해

져 수분을 흡수하기 쉬운 기공이 많은 조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본 실험에서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상대

적으로 감소한 전분의 양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

났다. WSI는 압출성형 하였을 때 RAW에 비해 크게 증가하

는 값을 나타내었다. RAW에서는 쌀 100% 대조군이 가장 

낮은 1.96%를 나타내었으며, 카카오 빈의 함량이 늘어날수

록 RC군은 4.30, 6.08, 9.34%로 증가하였고, NRC군은 

4.06, 5.70, 8.41로 증가하였다. 그와 반대로 압출처리구의 

경우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쌀 100% 대

조구에서 62.09%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RC군은 41.65, 34.14, 23.86%, 

NRC군은 39.74, 36.27, 30.34%로 감소하였다. Tie 등(33)

은 호화도가 증가할수록 WSI가 높은 값을 나타낸다고 보고

하였으며, WSI는 전분분자의 붕괴에 의해 발생하는 수용성 

물질의 양에 비례한다고 하였는데(34)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WSI 값이 감소한 것은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가

하면서 전분의 함량은 감소하고 지방의 양이 증가하여 나타

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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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 in water absorption index and water solubility index of extruded rice flour with cacao bean contents
Cacao bean contents (%) WAI2) (g/g) WSI3) (%)

0 2.84±0.08bc4)  1.96±0.06e

RAW1)

Roasting
20
40
60

2.91±0.05abc

2.78±0.09cd

2.61±0.06d

 4.30±0.66d

 6.08±0.28c

 9.34±0.63a

Non-roasting
20
40
60

3.07±0.08a

2.99±0.07ab

2.88±0.15abc

 4.06±0.16d

 5.70±0.41c

 8.41±0.37b

0 2.99±0.70c 62.09±5.60a

Extrusion

Roasting
20
40
60

4.21±0.16a

3.83±0.05ab

3.63±0.04abc

41.65±0.92b

34.14±0.15cd

23.86±0.22e

Non-roasting
20
40
60

4.06±0.32ab

4.05±0.10ab

3.43±0.04bc

39.74±5.67bc

36.27±0.34bcd

30.34±0.36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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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Change in color value of extruded rice flour with cacao bean contents

Cacao bean contents (%) Lightness
 (L)

Redness
(a)

Yellowness
(b)

Color
difference

0  89.7±0.1a2) -1.18±0.0g 5.97±0.0e －

RAW1)

Roasting
20
40
60

65.1±0.4d

61.6±0.3e

44.8±0.1g

4.70±0.1c

4.37±0.0d

10.1±0.1a

12.7±0.2c

10.2±0.1d

17.7±0.2a

－
－
－

Non-roasting
20
40
60

77.2±0.4b

68.1±1.8c

49.6±1.0f

0.94±0.2f

2.09±0.1e

8.56±0.2b

5.94±0.1e

6.33±0.1e

15.9±0.3b

－
－
－

0 77.8±0.2a -1.50±0.0e 9.86±0.1f 4.09±0.0e

Extrusion

Roasting
20
40
60

47.0±0.4c

37.5±0.4d

28.5±0.2f

8.88±0.1d

9.92±0.3b

9.56±0.2c

17.6±0.2a

14.4±0.1d

8.54±0.2g

4.24±0.2e

5.36±0.1c

7.22±0.1a

Non-roasting
20
40
60

49.8±0.2b

37.6±0.2d

31.1±0.5e

8.89±0.1d

11.6±0.1a

11.4±0.1a

16.2±0.1b

15.1±0.1c

11.1±0.3e

4.28±0.0e

4.93±0.3d

6.42±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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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도

카카오의 함량을 달리한 쌀 압출성형물의 색도 L, a, b값

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카카오 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명도(L)가 감소하였으며 압출성형 처리구와 무처리구

(RAW) 모두에서 NRC군이 RC군보다 L값이 높았다. 압출성

형 처리구가 RAW에 비해 낮은 L값을 나타내었으며 roast-

ing을 한 후 압출성형을 한 처리군에서 모두 낮은 L값을 보

였는데 이는 팽화스낵 제조과정 중 발생하는 Maillard re-

action과 roasting에 의한 갈변반응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

되며 갈변반응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쉽게 일어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적색도(a)는 압출성형 처리구와 RAW 모두에서 쌀 100%

가 가장 낮았고 압출성형 처리구의 NRC 40% 첨가군에서 

가장 높은 11.6을 나타내었다.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가할수

록, RAW보다 압출성형 처리구가 높은 a값을 나타내었다.

황색도(b)는 RAW보다 압출성형 처리구가 높은 b값을 나

타내었고 RAW의 경우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b값

이 증가한데 비해 압출성형 처리구의 경우 카카오 빈의 함량

이 증가할수록 낮은 b값을 나타내었다.

총 색도차는 RC, NRC군 모두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가할

수록 증가하였으며 RC군이 NRC군보다 색도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 팽화스낵 제조과정 중 유리 아미노기가 환원당과 

결합하여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 전분이 갈색으로 변화하고 

RC군의 경우 roasting 과정 중 열을 한 번 더 가하여 갈변화

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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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ste viscosity of extruded rice flour with cacao bean contents

 Cacao bean contents (%)
Paste viscosity (cP)2)

CPV PV TV BV FV SV PT
0 －d 4,287a 1,822a 2,464a 4,190a 2,367a 8.20a

RAW1)

Roasting
20
40
60

 36c3)

109b

156a

2,625c

1,395d

 426e

1,091c

 697d

 311e

1,534b

 699d

 115e

2,544c

1,526e

 635f

1,453c

 829e

 324g

7.87bc

7.97ab

7.87bc

Non-roasting
20
40
60

－d

－d

－d

2,784b

1,380d

 431e

1,400b

 686d

 249e

1,383c

 695d

 182e

3,078b

1,719d

 689f

1,677b

1,034d

 440f

8.17a

8.04ab

7.60c

0 224a  228a   53b  175a  119a   66a 2.53a

Extrusion

Roasting
20
40
60

205ab

158bc

 30d

 171b

 127cd

  37e

  87a

  30b

   0c

  84b

  97b

  37c

 138a

  74b

   0c

  52c

  45d

   0e

2.17a

2.60a

2.80a

Non-roasting
20
40
60

143c

134c

 29d

 119d

 136c

  31e

  32b

  44b

   0c

  87b

  93b

  31c

  86b

  89b

   0c

  54b

  45d

   0e

2.27a

2.37a

2.77a

1)Material before extrusion cooking.
2)CPV: cold peak viscosity, PV: peak viscosity, TV: trough viscosity, BV: breakdown viscosity, FV: final viscosity, SV: setback

viscosity, PT: peak time (min).
3)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페이스트 점도

신속점도 측정기(RVA)로 측정한 압출성형물과 무처리군

(RAW)의 페이스트 점도는 Table 4와 같다. 카카오 빈을 

첨가한 압출성형 처리군에서 최고점도, 최저점도, 구조파괴

점도, 최종점도, 회복점도가 RAW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

났다. 압출성형 처리군과 RAW 모두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

가할수록 최고점도, 최저점도, 구조파괴점도, 최종점도, 회

복점도가 모두 감소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일반적으로 곡류 압출성형물의 페이스

트 점도 곡선을 보면 50°C 이하에서 저온최고점도가 나타나

는데, 이는 압출성형과정 중 곡류전분이 호화가 일어나 낮은 

온도(25°C)에서 생전분과 다르게 물을 흡수하여 점도가 나

타나기 때문으로 RAW의 RC 첨가군 20, 40, 60%에서 저온

최고점도가 나타난 것은 카카오 빈의 roasting 과정 중 카카

오 빈 내부의 전분이 호화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열처리

한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저온최고점도도 증가하

였다. 압출성형 처리군에서는 RC, NRC군 모두 저온최고점

도와 빠른 peak time을 나타내었고,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

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최저점도는 압출성형 처리군이 현저

히 낮았고, RC, NRC군의 첨가에 따른 변화는 NRC군의 경

우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구조파괴점도는 최고점도와 최저점도의 차이로 호화과정 

중 RVA의 paddle이 페이스트에 작용하는 물리적 힘에 의한 

호화전분입자의 파괴와 전분사슬의 절단 정도를 나타낸다

(35). 쌀 100% 첨가 시 압출성형 처리구보다 RAW가 현저

히 높게 나타났으며,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였다.

최종점도와 회복점도는 쌀 100%의 RAW가 가장 높았으

며, 압출성형 처리구의 RC 60%, NRC 60% 첨가군은 최종

점도와 회복점도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노화도가 낮을수록 

최종점도는 낮게 나타나는데, 실험 결과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가했을 때 상대적으로 전분의 양은 감소하고 카카오 빈의 

지방 성분이 아밀로오스와 결합하여 호화에 영향을 준 것으

로 판단된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카카오 빈을 첨가한 압출성형 처리구와 무처리구(RAW)

의 비교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압출성형물의 DPPH 라

디칼 소거능은 NRC군을 첨가한 압출성형 처리구가 모든 

조건에서 높았으며, RAW의 경우 RC 첨가군이 NRC 첨가군

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압출성형 처리군과 RAW 

모두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DPPH 라디칼 소거능

이 증가하였다. Gu 등(29)은 110°C보다 고온인 130°C에서 

압출성형 한 삼종실이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결과가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Suh 등(36)은 커피의 생두에 비해 

배전 후 원두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이 높았다고 보고하였

다. 온도 증가로 인해 압출성형물에 함유된 단백질 펩타이드

가 가수분해 되면서 항산화 활성능력도 비례하여 향상된 것

으로 NRC를 첨가하여 압출성형 하였을 때 RAW보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이 높은 본 실험 결과와 일치하였다. 원료 카

카오 빈은 열과 압력이 동시에 가해지는 압출성형 공정에 

의해 단백질 펩타이드의 가수분해가 증가하여 DPPH 라디

칼 소거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로스팅 한 카카오 

빈을 압출성형 하였을 때 DPPH 라디칼 소거능이 감소한 

것은 반복된 열처리로 인하여 항산화 기능이 있는 페놀의 

함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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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total phenolics contents of extruded rice flour with cacao bean contents
Cacao bean contents (%) DPPH (%) Total phenolic contents (mg/100 g)

0  0.92±0.09c2) 17.35±4.24e

RAW1)

Roasting
20
40
60

45.08±5.75b

84.75±3.58a

89.00±0.17a

 103±6.49d

 172±6.30c

 326±14.02b

Non-roasting
20
40
60

44.42±1.92b

81.66±1.17a

88.75±0.08a

 86.5±3.19d

 189±14.45c

 364±38.25a

0  2.84±0.67e  5.89±0.66e

Extrusion

Roasting
20
40
60

44.17±5.34d

78.84±5.84b

87.34±2.67ab

 61.7±2.90d

 139±13.99c

 224±8.77a

Non-roasting
20
40
60

62.17±0.84c

87.42±1.25ab

92.84±0.34a

 73.7±5.20d

 165±5.42b

 235±1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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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페놀 함량

페놀성 화합물은 항산화 물질로서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

을 가지며 분자 내의 phenolic hydroxyl기가 단백질 등과 

결합하는 성질에 의해 항산화와 항암, 항균 등의 다양한 생

리활성을 나타낸다(6). 압출성형물과 RAW의 총 페놀 함량

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압출성형 처리구와 RAW 모두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총 페놀 함량이 증가하였다. 

RAW의 RC 20% 첨가군이 NRC 20% 첨가군보다 높은 것을 

제외하고 RAW와 압출성형물에서 NRC 첨가군이 RC 첨가

군보다 총 페놀 함량이 높았다. de Brito 등(15)은 카카오 

빈을 열처리하였을 때 생두보다 총 페놀 함량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는 카카오 빈 내의 단백질 및 다당류와 복합체를 

이루는 페놀이 열처리에 의해 가수분해 되어 나타나는 것으

로 RAW가 압출성형물보다 높은 총 페놀 함량을 나타낸 본 

실험과 일치하였다. RC 첨가군도 열처리의 영향으로 NRC 

첨가군보다 페놀 함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실험은 카카오 빈의 함량(0, 20, 40, 60%)을 달리하여 

쌀가루와 압출성형물을 제조하여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관

찰하고자 하였다. 공정 조건은 수분 함량 25%, 스크루 회전

속도 200 rpm, 사출구온도 130°C로 조절하였다. 팽화율은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밀도와 비길이, 

겉보기 탄성계수는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

하였고, 파괴력은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

다. 수분용해지수와 수분흡착지수는 압출성형 공정 후 모두 

증가하였다. 카카오 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는 감소

하였고 적색도는 증가하였으며, 황색도는 무처리구(RAW)

에서 카카오 빈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지만, 압출성형 

공정 후 카카오 빈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색도차는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페이스트 점도

는 카카오 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모든 조건에서 감소하였

으며, 압출성형을 한 모든 실험군과 RAW의 roasted 카카오 

빈(RC) 첨가군에서 저온최고점도(CPV)를 나타내어 낮은 

온도에서도 점성을 나타내는 특성을 보였다. 총 페놀 함량은 

non-roasted 카카오 빈(NRC) 첨가군이 RC 첨가군보다 높

았으며,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압출성형한 NRC 첨가군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카카오 빈 첨가가 쌀･카
카오의 팽화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카카오 빈의 총 페놀 

함량은 로스팅과 압출성형에 의해 감소하였지만, DPPH 라

디칼 소거능은 로스팅을 하지 않고 압출성형 하였을 때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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