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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출성형처리에 의한 강황의 화학적 특성 및 색소 안정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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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n extrusion process on the chemical properties and
pigment stability of tur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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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health benefits of turmeric have been reported. Therefore, an innovative application of turmeric as a
functional food was explored. In the current study, effects of an extrusion process on the chemical propertie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turmeric were investigated. Extrusion of turmeric was performed at 150oC using screw revolution
speeds of 500, 1,000, 1,300, and 1,600 rpm. A significant reduction in turmeric pigments and the formation of browning
compounds occurred due to the extrusion. The degradation of pigments was proportional to the increase in screw speed.
Infusion yield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extrusion. The content of proteins and polyphenols, as well as the
content of flavonoids in infusions and EtOH extracts were significantly reduced by the extrusion. Scavenging activities of
turmeric against DPPH and ABTS radicals were also significantly reduced following the extr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xtrusion process caused a significant loss of pigments and decreased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turmeric.
Therefore, further stud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a proper extrusion process is to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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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강황(Curcuma longa)은 생강과의 다년생 초본식물로 인도, 동

남아 등 아열대 기후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며, 해당 지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향신료와 약용식물로서 이용되고 있다(Aggarwal 등,

2007). 강황의 색소성분인 쿠쿠미노이드는 쿠쿠민, 데메톡시쿠쿠

민(demethoxycurcumin, DMC), 비스데메톡시쿠쿠민(bisdemethoxy-

curcumin, BMC) 등의 성분을 포함하며(Aggarwal 등, 2007), 산화

방지(Ak와 Gülçin, 2008), 항염증, 항비만(Alappat와 Awad, 2010)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플라스틱이나 고무, 금속 등의 성형에 이용되어 온 압출성형은

또한 스낵이나 스파게티 면의 제조를 위한 식품가공 공정으로도

응용되고 있다. 식품소재로서는 주로 쌀이나 보리와 같은 곡류에

적용되고 있으며, 고온과 고압을 가한 상태에서 일정량의 수분을

공급하여 재료를 회전시키고 팽창시켜 물성의 변화를 유도한다

(Altan 등, 2008). 이러한 물성 변화를 통해 딱딱하여 섭취에 어

려운 곡류의 질감을 섭취를 용이하도록 바꾸어 기호성을 부과한

다. 이러한 물리적 변화 외에도 압출성형을 통해 식품 중 탄수화

물의 수화 및 변형, 단백질의 변성, 효소와 미생물의 불활성화,

향미의 변화 및 색의 변화 등 다양한 화학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식품 가공성 및 기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Ding 등,

2005).

한편, 압출성형 과정 중의 고온 고압 및 물리적 힘에 의해 세

포벽의 파열, 생물고분자물질의 변형과 분해에 의한 분자량의 감

소가 일어남에 따라 다른 열처리 공정에 비해 수용성 물질 등의

추출 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Ryu와 Remon, 2004). 이

와 같이 압출성형 가공 처리를 통한 곡류를 포함한 다양한 식품

류의 기호성 향상과 수용성 성분 용출 증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된 바 있다.

강황의 다양한 생리활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건강기능적

가치가 대두됨에 따라 각종 가공 처리를 통한 강황 제품이 등장

하였으며 레토르트 제품이나 인스턴트 밥 등의 제품이 시장에 출

시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능성 소재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강황의 압출성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가 없

으며, 특히 압출성형에 의한 강황색소의 안정성 변화 및 화학적

변화에 대한 보고는 전무하다. Frazier 등(1983)에 의하면 스크루

회전속도와 원료의 수분 함량이 대두의 조직화 공정에서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하였으며, Han 등(1989)은 스크루 회전속도가 증가

할수록 대두단백질의 조직보존성이 우수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인삼의 압출 성형시 수분 함량 감소와 함께 스크

루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추출 수율이 증가한다는 결과도 보고

되었다(Ryu와 Remon,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가

전무한 강황을 대상으로 조직보존성과 추출 수율 등을 고려하였

을 때 스크루 회전속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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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회전조건을 달리한 압출성형 공정을 통해 강황 중 쿠쿠미노

이드 색소류에 대한 안정성 변화와 강황의 다양한 화학적 특성

및 산화방지활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압출성형 조건

본 연구에 사용된 강황은 2017년 가을 전남 진도 지역에서 수

확하여 열풍 건조한 제품을 진도 강황영농조합법인(Jindo, Chunnam,

Korea)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슬라이스 형태로 건조된 강황을

분쇄하여 100 mesh (0.15 mm)로 거른 분말을 쌍축압출성형기(Co-

rotating intermeshing type twin-screw extruder, model FESTINA

FX 40, Namsung Co.,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압출성형을 실시

하였다. 압출성형조건은 원료투입속도 30 rpm, 가수율 50 mL/min,

압출성형온도 150oC로 조절하였으며, 스크루 회전속도는 500, 1,000,

1,300, 1,600 rpm으로 조건을 달리하여 성형하였다.

추출 조건

상기 조건에서 압출성형 처리한 강황을 성형 전의 강황분말과

동일한 가루 형태로 분쇄하고 압출성형 하지 않은 대조군과 압

출성형한 강황분말을 95% 에탄올 또는 90oC의 물에서 추출하였

다. 유기용매 추출을 위해 강황분말을 95% 에탄올에 20 mg/mL

의 농도로 분산시켜 30oC의 교반항온조(KMC-8480MX2-DT,

Vision Scientific Co., Daejeon, Korea)에서 15시간 동안 교반 추

출하였다. 이후 추출물은 10,000×g로 원심분리하여(Force 1418,

Labnet International, Inc., New York, NY, USA) 상층액을 취하고

−20oC에서 보관하며 시료로 사용하였다. 열수 추출을 위해서는

분쇄한 강황을 증류수에 50 mg/mL 농도로 분산시켜 90oC의 항

온조(C-WBE-B, Changshin Scientific CO., Seoul, Korea)에 1시간

동안 물로 infusion(우림)하였고 추출 중에는 10분 주기로 교반하

였다. 이후 상온으로 냉각시켜 25oC에서 30분간 초음파처리

(POWER SONIC 410, Hwashin Co., Seoul, Korea)하고 10,000

×g에서 15분간 원심분리(Force 1418, Labnet International Inc.)한

후 상층액을 취해 시료로 사용하였다

수율, 단백질,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열수 추출로 추출한 강황을 −80oC에서 냉동한 후 냉동건조기

(Alpha 1-2 LDplus, Martin Christ Gefriertrocknungsanlagen GmbH,

Osterode am Harz, Germany)를 사용하여 건조시킨 후 추출 수율

을 구하였다. 강황 추출물의 단백질 함량은 소혈청 알부민을 표

준물질로 하고 쿠마시브릴리언트 블루(Coomassie brilliant blue)

G-250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Bradford, 1976). 총 폴리페놀 함량

은 폴린시오칼토 시약을 이용하여 타닌산을 표준물질로 하여 정

량하였다(Park 등, 2015). 즉 적정범위로 희석한 추출시료 80 µL

에 50% 폴린시약을 20 µL 가하고 3분간 상온, 암소에서 반응시

킨 후 2% 탄산소듐(Na2CO3) 용액 100 µL을 가하였다. 그 후 상

온에서 30분간 암소에서 반응시켜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Spectra Max M3, Molecular device, Sunnyvale, CA, USA).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카테킨을 표준물질로 하여 알루미늄 비색

반응을 이용해 정량하였다(Zhishen 등, 1999). 즉 추출 시료 50

µL에 5% NaNO2 30 µL를 가하여 암소의 상온에서 5분간 방치하

고 2%의 염화알루미늄(AlCl3) 60µL를 가하여 6분간 반응시킨 후,

1 N 수산화소듐(NaOH)을 100 µL 가하고 11분간 암소에서 반응

시켜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Spectra Max M3, Molec-

ular device).

색도 및 색소 안정성 측정

색도측정을 위하여 각 시료분말 1.5 g을 35 mm 페트리디시에

균일하게 담고 색차계(Chroma meter CR-400, Konica Minolt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색도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는 4회 이

상 측정하여 L*, a*, b*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냈다. 압출

성형에 의한 강황의 전체적인 발색도 변화는 마이크로플레이트

판독기(Spectra Max M3, Molecular device)를 이용하여 420 nm에

서 추출시료의 흡광도와 350-600 nm에서 흡수 스펙트럼으로 분

석하였다(Song과 Hong, 2017). 압출성형에 의한 쿠쿠민, BMC,

DMC 등 각각의 쿠쿠미노이드 성분 변화는 HPLC (Agilent 110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Waldbronn, Germany)로 분석하였다.

이동상은 THF와 1% 시트르산을 첨가한 증류수를 40:60 (v/v)의 비

율로 제조 후, 포화 수산화포타슘(KOH) 용액을 사용해 pH 3으로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컬럼은 HPLC packed column

C18 (4.6 mm ID×150 mm×5 µm, Shiseido, Tokyo, Japan)을 사

용하였고, 20 µL의 시료를 주입하여 30oC에서 분당 1 mL의 유속

으로 분석하였다.

산화방지활성

ABTS 라디칼은 각 10 mM의 ABTS와 과황산포타슘(potassium

persulfate)을 7.4:2.6 (v/v) 비율로 혼합하여 상온의 암소에서 24시

간 반응시켜 제조하였다. ABTS 라디칼 용액은 734 nm에서 흡광

도가 0.7±0.1이 되도록 증류수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상기 방

법으로 추출한 에탄올과 물 추출시료를 각각 20배와 25배 희석

한 후 희석액 50 µL에 ABTS 라디칼 용액 150 µL를 가해 상온의

암소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Spectra Max M3, Molecular device) (Re 등, 1999). DPPH

라디칼 제거활성은 각 조건에서 추출한 강황시료를 10배 희석한

시료를 100 µL와 1.0±0.1의 흡광도를 갖는 DPPH 메탄올 용액

100 µL를 혼합한 뒤 상온의 암소에서 30분 반응시킨 후 517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Spectra Max M3, Molecular

device) (Blois, 1958). IC50 농도의 산출을 위해 서로 다른 3개 이

상의 희석배수를 적용하여 위와 동일하게 활성을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3회 이상 분석하여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고, 각

실험군 별 유의차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Tukey’s HSD test를 실시하여 95%의 유의수준에서 검정하였다.

ABTS와 DPPH 라디칼의 IC50값은 3농도 이상의 결과로부터 직

선부위에 대한 선형회귀식을 구하고 50% 라디칼을 제거하는 시

료농도를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압출 성형에 의한 강황 추출물의 수율 및 성분 변화

분말화한 건조 강황에 대하여 온도와 가수율은 각각 150oC와

50 mL/min으로 고정하고, 스크루 회전속도를 500, 1,000, 1,300,

1,600 rpm으로 달리한 조건에서 압출성형을 실시한 후 강황의 형

태와 색도의 변화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압출성형 처리한 강황

을 재분말화하여 50 mg/mL의 농도로 60분간 물로 우려낸 추출

물에 대해 수율을 측정한 결과, 처리 전 강황에 비해 압출성형

강황에서 전반적으로 수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단 500

rpm 스크루 회전 속도로 가공한 시료는 처리 전 강황과 유사한

수율을 나타내었으나 회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율이 증가하

여 1,300 rpm에서 최대 27.2%의 수율을 얻었으며 1,600 rp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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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소 감소하였다(Table 1). 본 결과는 수삼(Ryu와 Remon,

2004), 옥수수녹말(Kim과 Lee, 1998) 등의 재료가 압출성형에 의

해 수율이 증가했다는 기존의 보고와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었으

나, 스크루 회전속도 변화에 따른 비례적인 결과는 보이지 않았다.

압출성형에 의한 강황의 단백질, 총 폴리페놀, 총 플라보노이

드 함량 변화를 infusion을 통한 열수 추출물 및 에탄올 추출물

에서 분석하였다(Table 1). 물 infusion 시료에서의 단백질의 함량

을 비교한 결과, 대조군과 500 rpm의 스크루 속도로 압출성형한

강황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1,000 rpm 속도 이상 처리

한 시료에서는 현저한 추출 단백질의 감소를 나타냈다. 이는 압

출성형 과정 중 높은 압력이 가해져 단백질 변성을 통해 수용성

추출환경에서의 단백질 용해도가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Mozhaev 등, 1996). 총 폴리페놀 함량은 물 추출과 알코올 추출

의 경우 모두 압출성형 처리 시료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에탄올 추출 시 폴리페놀 함량은 압출성형시료에서 성형전

보다 50% 이상 감소하였고(11.6 vs. 5.5 µg/mg powder) 스크루 속

도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

다. 두 가지 용매 추출에 의한 플라보노이의 함량을 정량한 결과

에탄올 추출물에서 물 추출시 보다 6배 이상의 함량이 검출되어

(3.0 vs. 18.0 µg/mg powder) 강황 중에는 소수성 플라보노이드 화

합물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압출성형 강황 추출물

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물과 에탄올 추출물에서 모두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압출성형에 의해 mg

당 추출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7.3 µg 이하로 6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압출성형에 의해 강황의 전반적인 수용성

성분들의 추출 수율은 증가하지만, 열에 변성되기 쉬운 페놀성

물질, 플라보노이드 물질 등의 수율은 감소하였고, 이는 압출성

형 중의 고온, 고압에 의해 해당 물질의 상당수가 파괴되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압출 성형에 의한 강황의 색도 및 색소 안정성 변화

강황의 황색색소 성분은 주로 쿠쿠미노이드류로 알려져있고 강

황의 다양한 생리활성에 이들 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이 보고되었다(Pari 등, 2008). 압출성형 과정에 의한 강황 색소

성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전반적인 색도의 변화를 분

석하였다. 압출성형 후 강황 분말의 색도를 비교한 결과 처리 전

분말에 비해 전반적으로 어둡고 갈색의 경향을 띠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스크루 회전속도의 증가에 따라 더 강하게 나타났다(Fig.

1 & Table 2). 색차계에 의한 분석결과 역시 L*값과 b*값이 스

크루의 회전속도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따라서

압출성형 공정은 강황 분말의 명도와 황색도를 감소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하였다(Table 2). 이러한 결과는 압출성형 과정 중 갈변

반응이 유도되었으며 가열에 의한 직접적인 열갈변 및 고온 고

압 과정 중에 분해된 성분들에 의한 메일라드 반응도 진행되었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Ames 등, 1998).

압출성형에 의한 강황의 색소 성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에

탄올 추출물과 물 추출물의 흡광도 및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하

였다. 강황의 황색색소류들의 흡수 파장영역인 42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을 때, 에탄올 추출물의 흡광도는 압출성형 시료에

서 50% 이상 대폭 감소하였으며 압출성형 시 스크루의 속도 증

Fig. 1. Changes in features of turmeric by the extrusion process with different screw revolution speeds. (A) Appearance of turmeric before
and after extrusion, (B) Features of turmeric powders used for colorimeter analysis, infusion, and EtOH extraction.

Table 1. Changes in yields and chemical components in turmeric extracts by the extrusion

RPM
Infusion EtOH Extract

Yield (%) Protein1) Polyphenol Flavonoid Polyphenol Flavonoid

Control 21.3 027.9±2.98a2) 10.5±0.53a0 3.0±0.19a 11.6±0.51a0 18.0±0.77a0

500 20.2 26.8±2.46a 8.2±0.20b 2.5±0.20b 5.5±0.63b 7.3±0.42b

1,000 23.5 14.2±2.50b 07.4±0.20bc 2.3±0.08b 5.4±0.44b 7.3±0.44b

1,300 27.2 09.7±1.56c 6.4±0.09d 2.4±0.13b 5.0±0.54b 6.4±0.44b

1,600 23.2 010.7±0.53bc 7.2±0.51c 1.9±0.10b 4.1±0.40c 4.9±0.46c

1)Contents of protein, total polyphenols and total flavonoids are present by µg in infusion or EtOH extract per mg powder extracted (µg/mg powder).
2)Different letter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ased on one-way ANOVA and the Tukey’s HSD test.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n=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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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따라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물 추출 시료에서

는 압출성형 처리에 의해 처리 전과 비교하여 현저한 흡광도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나, 압출성형 시료들 간에는 스크루 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오히려 흡광도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Fig. 2A).

압출성형 처리한 강황의 색소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350

nm에서 600 nm까지의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에탄올 추출

물의 경우 400-450 nm 구간에서 명확한 쿠쿠미노이드 색소의 피

크가 나타났으며, 압출성형 시료에서는 스크루의 속도 증가에 따

라 전반적인 스펙트럼 패턴의 변화없이 해당 색소영역에서의 흡

광도가 저하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Fig. 2B). 반면 물 infusion

Table 2. Changes in colorimetric parameters of turmeric powder by the extrusion process

RPM Control 500 1,000 1,300 1,600

L* 49.7±0.48a1) 43.3±0.31b 42.5±0.23b 41.1±0.29c 38.1±0.79 d

a* 8.0±0.17 a 05.3±0.12b 06.4±0.06c 06.8±0.10d 07.2±0.15e

b* 54.2±0.36a0 47.7±0.39b 046.6±0.24bc 45.9±0.60c 42.3±1.12d

1)Different letter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ased on one-way ANOVA and the Tukey’s HSD test.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n=4).

Fig. 2. Changes in absorbance properties of turmeric extracts by the extrusion process. Color intensity of turmeric extracts was measured
at 420 nm (A). Changes in absorbance spectrum of EtOH extract (B) and infusion (C) from turmeric by the extrusion were also analyzed.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n=4). Different letter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ased on one-way ANOVA and the Tukey’s
HSD test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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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에서는 쿠쿠미노이드 색소의 흡수파장 영역 외에도 400 nm

이하 영역에서도 흡광도의 증가가 관찰되었다(Fig. 2C). 압출성형

시료에서는 역시 전반적인 흡수 스펙트럼의 저하가 관찰되었지

만 압출성형 시료에서는 스크루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황색

과 갈색 영역의 흡광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Fig. 2C).

이상의 결과는 압출성형 과정을 통해 쿠쿠미노이드 색소가 현저

하게 파괴되는 동시에 수용성질의 갈변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으

로 판단되며(Fig. 1A), 물 infusion 시료에서 나타난 압출성형 시

료간 스크루 회전속도 증가에 따른 420 nm에서 흡광도 증가도

갈변물질의 생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흡광도와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압출성형에 의한 쿠쿠미노이

드 색소류의 현저한 안정성 감소가 관찰됨에 따라, 각각의 쿠쿠

미노이드 색소류의 변화를 HPLC로 분석하여 각 색소의 압출성

형에 대한 민감도를 평가하였다. 강황에는 쿠쿠민, DMC 및 BMC

를 포함하는 3종의 쿠쿠미노이드가 함유되어 있고 본 연구에 사

용된 강황시료도 각각 73, 19 및 7%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Fig. 3A). 압출성형 처리 후 시료 중의 쿠쿠미노이드 색소 함량

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쿠쿠민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500

rpm 처리 강황에서 53.2%, 1,600 rpm에서 처리 시 69.3%까지 감

소하였다. DMC와 BMC의 경우에도 500 rpm으로 압출성형 시

55-56%가 파괴되었고, 스크루 속도증가에 따라 더욱 안정성이 감

소하여 1,600 rpm에서 70% 가량 손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Fig. 3. Effects of the extrusion process on stability of individual curcuminoid in turmeric. Changes in chromatograms (A) and levels (B) of
each curcuminoid in turmeric by the extrusion process were analyzed using HPLC. A relative ratio regarding residual levels of each
curcuminoid in turmeric before and after the extrusion were also compared (C).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n=3). Different letter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ased on one-way ANOVA and the Tukey’s HS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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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 하지만 압출성형에 의한 손실 정도는 각 쿠쿠미노이드 색소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3C). 선행 보고에 의하면

자외선 조사(Lee 등, 2013), 가열처리(Lee 등, 2010), 또는 마이크

로 파(Song과 Hong, 2017) 처리 시 3종의 쿠쿠미노이드 중 쿠쿠

민이 가장 불안정하였고 BMC가 각 처리과정에 대해 가장 큰 내

성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진행된 압출성형 처리에

대한 3가지 쿠쿠미노이드 색소의 민감도는 유사하거나 오히려

BMC가 더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가공 처리와는 차이를

보였다(Fig. 3C).

압출성형에 의한 강황의 산화방지활성

압출성형으로 인해 강황 중 색소 성분의 감소를 포함한 다양

한 화학적 변화가 관찰됨에 따라, 이로 인한 산화방지 활성 등의

생리활성에도 변화가 초래되는 지에 대한 여부를 ABTS와 DPPH

라디칼 제거능으로 평가하였다.

에탄올을 이용하여 1 mg/mL 농도로 추출한 압출성형 전 시료

의 ABTS 라디칼 제거능은 59.0%였으나, 500 rpm으로 압출성형

한 강황을 같은 조건에서 추출하였을 때의 제거능은 26.8%로 감

소하였으며, 1,600 rpm 처리 강황에서는 21.1%로 더욱 감소하였

다(Fig. 4A). 에탄올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제거능 역시 압출성

형한 시료에서 현저하게 감소하여 2 mg/mL 농도로 추출한 대조

군의 DPPH 라디칼 제거능이 62.8%인 반면, 500 rpm 처리 강황

에서는 30.6%였고 스크루 속도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활성이

감소하여 1,600 rpm 처리 시에는 19.5%로 감소하였다(Fig. 4A).

물로 infusion한 시료의 경우 처리 전 대조구 2 mg/mL 농도 추출

물의 ABTS 라디칼 제거능이 61.8%였으며, 500 rpm 처리한 강황

추출물의 제거능은 47.6%, 1,600 rpm 처리 시료는 43.8%로 나타

났다(Fig. 4B). 대조군 강황시료를 5 mg/mL로 infusion한 시료의

DPPH 라디칼 제거능은 57.7%이었으며 같은 조건에 추출한 500

rpm 강황은 44.7%로 나타났고, 스크루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압

출성형 강황 추출물의 제거활성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1,600 rpm

강황의 경우 31.9%까지 감소하였다(Fig. 4B).

각 시료에 대해 3점 이상의 서로 다른 농도로 제조한 추출물

의 ABTS와 DPPH 라디칼 제거능을 측정한 후 농도와 활성 간

직선 부위의 회귀직선을 얻어 추출 분말 대비 IC50값을 계산하였

다. 강황 에탄올 추출시료는 ABTS 라디칼 제거능이 DPPH보다

우수하였으며 (0.83 vs. 1.36 mg/mL), 압출 성형 처리에 의해 두

라디칼 제거능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1,600 rpm 처리시료의 IC50

가 각각 2.46과 5.20 mg/mL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C). 대조군과 각 스크루 속도에서 압출성형한 강황 물 infusion

시료의 ABTS와 DPPH 라디칼 제거능에 대한 추출분말 대비 IC50

값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4D).

이상의 결과는 압출성형 과정에 의해 에탄올 추출물과 물

infusion 시료에서 공히 유의적인 라디칼 제거 활성이 감소하였음

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압출성형 처리 후

50% 이상의 활성감소를 나타내었으나(Fig. 4A) 물 추출 시에는

Fig. 4. Effect of the extrusion on scavenging activities of turmeric extracts against ABTS and DPPH radicals. ABT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EtOH extracts (from 1 mg and 2 mg powder per mL, respectively) (A) and infusion (from 2 mg and 5 mg powder per
mL, respectively) (B) were analyzed. IC50 values of eac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tOH extracts (C) and infusion (D) were also calculated
based on each extract with 3 different concentrations.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n=3). Different letter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ased on one-way ANOVA and the Tukey’s HS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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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내외의 활성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B). 이

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쿠쿠미노이드 색소 성분을 비롯한 폴

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성분 들이 강황의 산화방지 활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압출성형에 의한 이들 성분이 파괴됨에 따라 현

저한 활성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압출성형 과정

중에 생성되는 수용성 갈변 물질들이 색소나 폴리페놀류의 파괴

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화방지 활성의 역할에 기여하게 되어 물

infusion 시료에서 활성의 감소가 에탄올 추출물에 비해 다소 완

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강황 관련 가공제품 분야의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강황에 압출성형 공정을 도입하고 이에 의한 색소 성분의 안정

성에 미치는 영향 및 화학적 변화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

며, 기본적이지만 관련 분야에서 최초의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에서 압출성형에 의해 강황 색소성분과 생리활성 성

분들의 현저한 파괴와 함께 갈변물질의 생성이 관찰되었으나, 개

별 쿠쿠미노이드 색소의 압출성형 처리에 대한 민감성 차이는 크

게 나타나지 않았다. 향후 이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기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압출성형 조건에 대한 연구

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압출성형 처리에 의한 강황의 화학적 특성과 쿠

쿠미노이드 색소의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강황을 150oC에서 스크

루 속도를 500, 1,000, 1,300, 1,600 rpm 으로 달리하여 압출성형

하고 infusion시료와 에탄올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물로 infusion

한 시료의 수율은 대조군의 21.3%에서 1,300 rpm 시료에서 27.5%

까지 증가하였다. 압출성형 후 강황의 색도는 처리 전과 비교하

여 명도가 감소하였고, 갈색도는 증가하였다. HPLC 분석 결과,

쿠쿠미노이드의 함량은 스크루 회전 속도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

소하여 1,600 rpm 압출성형 강황에서는 약 70%가량 감소하였으

나, 3가지 쿠쿠미노이드의 감소 정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압

출성형 후 강황 추출물의 단백질,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

은 처리전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고, DPPH와 ABTS

라디칼 제거 활성 또한 현저히 약화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압출

성형 과정 중의 고온과 고압으로 인하여 강황의 색소성분을 포

함한 생리활성 성분이 파괴되며, 보다 적절한 강황 압출성형 조

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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