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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baking bread and cookies supplemented with taurine and the effect of taurine 
addition on BAC(blood alcohol concentrations) and UAC(urine alcohol concentrations). Healthy male college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control and the taurine group. Bread was baked with the addition of 0, 2, 4 and 6% taurine 
and baked with the addition 0, 3 and 6% taurine. The bread containing 2% taurine showed the fastest fermentation among 
the 4 groups. Fermentation and oven-spring of breads baked with a taurine concentration greater than 4% of taurine 
disturbed. In some areas of the sensory test, the taurine supplemented bread had higher scores than the control bread. We 
served 6 g of taurine supplemented cookies with 1,000 ㎖ of beer to 8 students in the taurine group. After 2 hours of 
drinking beer, the BAC and UAC of the taurine group were found to be lower than the control group. But no difference 
was found in the alcohol excretion of their urine. From this study we concluded that the taurine has an effect on the 
detoxication of alcohol, which reduces the B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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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타우린(β-amino ethane sulfonic acid)은 함황아미노산인 시

스테인에서 생합성되며, 단백질의 합성에는 여하지 않고 

생체내의 여러 조직에 고농도로 존재하는 유리아미노산이다

(Park TS 2001). 타우린의 표 인 기능은 간에서 담즙산의 

포합 기능이 있어 지방질의 소화와 흡수에 향을 주며, 지용

성 비타민의 흡수를 증가시킨다(Park & Lee 1997). Hong 등
(2003)은 청 콜 스테롤과 청 성지방을 감소시키고, 
한 간의 성지방도 하시킨다고 하 다. Chung 등(2003)은 

동물실험에서 타우린의 보충은 간조직의 super oxide dismutase 

활성을 감소시키며 malonylaldehyde 수 을 낮추어서 산화  

손상을 래하지 않는 안 한  지질 하제로 타우린이 

이용될 망이 있다고 하 다. 동물실험에서 타우린 첨가식

이로  성지방과 간의 콜 스테롤  성지방이 조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동맥경화지수도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다(Park 등 1998b). Ahn CS(2007)에 의

하면 지질 과산화물의 길항제 효과를 낼 수 있고 타우린의 

섭취가 동맥경화성 질환을 방할 수 있다고 한다. 운동선수

에게는 타우린 복용이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피로요소

의 농도를 개선하는 효과도 보고되었다(Lee 등 2003). 타우린

은  콜 스테롤과  성지방, 간의 콜 스테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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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방을 낮출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지수도 유의하게 낮춘

다(Choi & Seo 2006). 성인 여성에게 1일 6 g의 타우린을 4주간 

복용시켰을 때 인지질의 포화지방산 비율은 증가하고 다불

포화지방산비율은 감소하 으며, 다불포화지방산 에서 DHA 
(22:6), LA(18:2)  AA(20:4)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고 한다

(Park 등 1998a).
간에 한 타우린의 효과는 간의 ATP를 증가시키고 간세

포 재생을 진하고 세포막을 보호하여 간 기능을 개선시킨

다. 한 알코올에 독되는 것을 방하고 알코올에 의하여 

생산된 아세트알데히드 증후군을 방하며 알코올 단증상

의 치료에도 유효하다. 타우린은 간에서 에탄올 사 효소의 

활성을 조 하여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
러한 효과는 타우린이 간의 alcohol dehydrogenase  aldehyde 
dehydrogenase의 활성을 증가시켜  알코올 농도를 감소

시킨다. 타우린과 알코올 사의 연 성을 밝히는 연구  만

성 인 알코올 섭취와 타우린 보강은 간의 총지방산과 인지

질 지방산의 조성에 변화를 래하며, 이는 생체막의 물리  

환경에 향을 미쳐 지방산의 elongation과 desaturation에 

여하는 효소활성에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한 보고

가 있다(Um 등 2000). 타우린의 구체인 시스테인과 cysteine 
sulfinate가 알코올 사에 여하여  알코올 농도를 낮추

는 효과가 있다 보고된 바 있다(Ferko AP 1991; Harada K 1982). 
타우린과 hypotaurine은 알코올 섭취로 인한 졸음 상과 보

행 운동 능력 하 상을 완화시키고 알코올의 약리작용에 

하여 길항작용을 나타낸다고 한다(Aragon 등 1992; Aragon 
CMG 1993; McBroom 등 1986). 타우린은 독성이 없으며 한국 

성인의 타우린 섭취량은 177±18 ㎎ 수 으로(Park 등 2001) 
타우린 섭취량은 장 타우린 농도와 소변 내 타우린 배설량

에 유의 인 양의 상 계를 보인다고 하 다. 식품 에 함

유된 타우린은 매우 은데, 특히 식물성 식품에는 거의 존재

하지 않는다. 타우린은 일반식품  특히 해산물에 풍부한데 

쭈꾸미와 새꼬막에 각각 1,303.6 ㎎/100 g  1,078 ㎎/100 
g(Kim 등 1999) 수 으로 함유되어 있고, 우유에는 제품에 따

라 1.05～1.4 ㎎/100 g(Park & Park 1999) 수 이며, 모유에는 

더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다. 분유에는 30～40 ㎎/100 g(Cho 
& Kim 2005)수 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멸치자숙액에는 112. 
5 ㎎/100 g 수 (Lee 등 1999) 함유되어 있다. 

최근에는 바쁜 아침시간에 결식을 하거나 간단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빵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으

며, 건강기능성 식품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을 강

화한 제과와 제빵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질경이 분말을 

첨가한 제빵(Shin & Hwang 2001), 매실 추출물을 첨가한 제빵

(Lee & Shin 2001), 녹차 분말을 첨가한 제빵(Hwang 등 2001), 
실크펩티드 첨가 제빵의 제빵 성과 이화학  성분 변화

(Kim & Yoon 2007), 한국산 단마를 첨가한 제빵 성과 능

검사(Kim & Park 1992) 외에도 부추 분말을 첨가한 쿠키(Lim 
등 2009)와 스테이오사이드와 말티톨을 사용한 제과의 품질

특성(Yoon KH 2001) 등의 연구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식빵과 쿠키에 타우린을 첨가하 을 때 제과제빵 특성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 악하기 하여 반죽 시간, 발효 정

도, 베이킹타임 등 제과제빵 특성과 능검사를 실시하고, 이
를 알코올과 섭취하 을 때  알코올 농도에 얼마나 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재료  방법

1. 실험 재료

타우린 첨가 식빵을 만들기 하여 Table 1과 같이 반죽을 

하 다. 식빵 반죽에 타우린을 0, 2, 4, 6%를 첨가하여 dough의 
clean-up 단계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 으며, 식빵 dough
를 메스실린더에 넣고 발효시간별 용 을 측정하 다. 한 

식빵이 다 구워지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 다. 식빵완

제품의 부피를 종자치환법(Pyler EJ 1979)에 의하여 측정하

다. 즉, 평평한 아크릴통에 기장과 같은 가벼운 종자를 살

살 채워서 수평으로 깎아 내어 그 부피를 측정하고, 같은 아

크릴통에 빵을 담고 그 종자를 가만히 채우고 수평으로 깎

아 내고 남은 종자의 부피를 측정하여 oven spring 정도를 

악하 다. 
한편, 타우린을 첨가한 쿠키의 배합비는 Table 2와 같다.
반죽은 크림법에 의하여 만들었다.

2. 능검사

타우린의 농도별 최  조건으로 발효시킨 식빵을 16명의 

능평가원을 선발하여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설명하고, 

Table 1. Composition of taurine supplemented bread 
(g)

Taurine concentration (%)
0 2 4 6

Flour for bread 1,000 1,000 1,000 1,000
Water 300 300 300 300
Sugar 100 100 100 100
Salt 10 10 10 10
Shortening 100 100 100 100
Yeast 40 40 40 40
Yeast food 10 10 10 10
Powdered milk 10 10 10 10
Taurine 0 20 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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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osition of taurine supplemented cookies 
(g)

Taurine concentration (%)

0 3      6

Flour for cookie 600 600 600

Sugar 210 210 210

Brown sugar 110 110 110

Shortening 120 120 120

Margarine 330 330 330

Egg 150 150 150

Salt  5  5  5

Baking powder  6  6  6

Almond slice   210 210 210

Taurine 0 18 36

능검사방법을 교육시킨 후 능검사를 실시하 다. 식빵의

색상, 씹히는 감 , 구수한 향기, 단맛의 정도  체 인 맛

의 조화를 5  척도(아주 좋다: 5, 좋다: 4, 보통: 3, 싫다: 2, 
아주 싫다: 1)로 하여 직  표시하게 하 다. 한 타우린을 

0, 2, 4  6% 첨가한 쿠키도 5  척도로 하여 씹히는 감 , 
바삭한 정도, 단맛의 정도, 구수한 맛의 정도  체 인 조

화를 평가하 다. 

3.  알코올 농도  소변  알코올 배설량의 측정 

16명의 남자 학생을 상으로 하여 체 과 평소 음주량

에 따라 난괴법에 의해 조군과 타우린군으로 분류하 다. 
심으로 샌드 치를 섭취시킨 후 2시간 뒤 맥주 2 병과 타

우린 6% 쿠키 180 g(타우린으로 6 g)을 30분 동안에 섭취시

켰다. 음주 후 1시간과 2시간 째에 호흡을 통하여 BAC(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음주 후 2시간째에 채 을 통한 

액  BAC를 측정하 다. 호흡을 통한 BAC 측정은 (주)Sentech 
코리아의 음주측정기(AL-7000)로 소수  3자리까지 측정하

다. 한 음주 후 1시간과 2시간째에 소변 배설량과 UAC
(소변  알코올 농도)를 통한 소변  알코올 배설량을 측정

하 다. 

4. 액과 소변  알코올 농도의 분석

Sigma사의 ethanol 표 용액(0.05, 0.075, 0.1  0.125%)을 

제조하여 검량선을 작성하고 10 ㎖ 용기에 포화식염수 0.2 ㎖
를 가하고 내부표 용액(IS: 0.05% tetra-butanol) 0.1 ㎖와 시

료 0.2 ㎖를 넣고 하여 섞은 후 water bath 65℃에 30분 

처리하 으며, GC 분석조건은 다음과 같다.

Detecter   FID
Column   0.2% carbowax 1,500, 60/80 carbopak
Detecter temp.   220℃
Injector temp.   210℃
Column temp.   120℃
Carrier gas flow   30 ㎖/min(He)

5. 통계분석

모든 데이터는 mean±S.D.로 제시하고 통계분석은 SAS(SAS/ 
STAT version 6.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

다. 조군과 타우린군 간의 BAC, UAC와 알코올 배설량

의 차이는 student's t-test에 의하여 p<0.05 수 에서 유의성 여

부를 검증하 다. 타우린 농도별 차이는 제빵 특성과 능검사

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 다. 호흡 측정과 채

을 통한 BAC간의 상 계와 BAC와 UAC 간의 상 계

는 Pearson's correlation test에 의하여 p<0.05 수 에서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 다.

결과  고찰

1. 제빵의 발효 특성

식빵 반죽 200 g을 30℃의 발효조에 넣고 발효시킨 결과, 
시간별 발효 정도는 Table 3과 같다. 발효 30분 째 메스실린

더에 의한 표선이 각각 510, 610, 380  370 ㎖로 타우린을 2% 
첨가한 반죽이 가장 발효가 잘 되었다. 발효 1시간째는 700, 
700, 600  580 ㎖, 발효 1.5시간째는 730, 700, 620  620 
㎖로 계속 부풀었으나, 발효 2시간째는 720, 600, 650  650 
㎖로 일부 반죽이 주 앉기 시작하 다. 일반 으로 식빵 반

죽을 30～40분간 1차 발효 후 가스를 빼고 다시 30분간 발효

시키는데 식빵 반죽에 2% 수 의 타우린 첨가는 발효를 

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빵 특성

타우린 첨가 식빵의 제빵 특성은 Table 4와 같다.
식빵 dough의 mixing 단계는 물과 가루가 충 섞이는 pick-up

Table 3. Volumes of fermented dough on time  (㎖)

Time for fermentation(hour)

0.5 1 1.5 2

Control 510 700 730 720

2% 610 700 700 600

4% 380 600 620 650

6% 370 580 620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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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racteristics of baking in taurine supple-
mented bread

Taurine concentration (%)

0 2 4 6

Time for clean-up (min) 6 10 11 14

Time for baking (min) 50 42 40 36

Volume of bread (㎖) 1,534 1,497 1,364 1,339

단계, 물이 가루 속에 분산되어 반죽이 한 덩어리가 되어 믹

서와 날개에 붙지 않는 clean-up 단계, 반죽의 착성은 떨어

지나 탄력성과 신 성이 좋아지는 development 단계  반죽

이 규칙 으로 믹서를 치게 되는 final 단계를 거친다. 타우린

을 첨가한 식빵의 제빵 특성은 타우린의 첨가량에 비례하여 

반죽이 질어지고 mixing  clean-up 단계에 도달하는 시간이 

지연되었다. 모든 반죽을 30분간 1차 발효시킨 후 식빵을 구

웠을 때, 타우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식빵의 색상이 진해지

고 baking time도 빨라졌다. 식빵 완제품 528 g의 종자치환법

에 의한 제품의 부피를 측정한 결과 각각 1,534, 1,498, 1,364 
 1,339 ㎖ 수 으로 타우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oven 

spring이 고 무거운 제품이 나왔다. 

3. 타우린 첨가 제빵의 능검사

타우린 첨가 식빵의 능검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16명의 능평가원을 선발하여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타우린 첨가 식빵의 능검사를 실시하 다. 타우린 첨가농

도별로 1차 발효시간을 최  조건에 맞게 달리하여 구웠을 

때, 구수한 향기와 단맛의 정도 항목에서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식빵의 색상, 씹히는 감 과 구수한 향기  

체 인 맛의 조화는 타우린 4% 첨가군이 가장 높았다. 씹
히는 감 과 체 인 맛의 조화 항목에서 타우린 첨가 식빵

이 더 좋은 기호도를 보 다.

Table 5. Sensory test of taurine supplemented bread

Taurine concentration (%)

0 2 4 6

Color 3.63±0.86b2) 3.30±0.92b 4.37±0.70a 3.33±0.89b

Chewing feeling 3.07±0.84b 3.93±0.62a 4.00±0.52a 3.63±0.85a

Savory odor 3.37±0.69 3.67±0.69 3.82±0.48 3.63±0.86

Sweetness 2.67±0.69 3.56±0.69 3.56±0.66 3.56±0.68

Overall taste 3.19±0.76b 3.70±0.74a 3.85±0.69a 3.63±0.81ab

1) Values are mean±S.D., 
2)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aurine supplementary groups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6. Sensory test of taurine supplemented cookies

Taurine concentration (%)

0 3 6

Chewing feeling 3.92±0.75 4.04±0.77 3.84±0.85

Crunch 4.00±0.64 4.36±0.72 4.24±0.85

Sweetness 4.08±0.66 4.08±0.81 4.12±0.63

Savory odor 4.04±0.69 4.00±0.80 3.92±0.75

Overall taste 4.16±0.67 4.08±0.81 4.08±0.74
1) Values are mean±S.D., 
2)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aurine supplementary groups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4. 타우린 첨가 쿠키의 제과 특성

타우린 첨가 쿠키의 능검사결과는 Table 6과 같다.
타우린을 가루 비 0, 3, 6% 첨가한 쿠키의 제과 특성은 

타우린의 첨가 정도에 따라 반죽이 뻑뻑하게 되직해지고 성형

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타우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구울 때 

갈변속도가 빠르고 제품의 면이 진하게 변하 다. 타우린 

첨가 쿠키의 능검사 결과, 씹는 감 , 바삭한 정도, 단맛, 향
기의 정도  체 인 맛의 조화에서 모두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쿠키는 발효시키지 않고 굽는 것이므로 타우린의 첨

가로 제과 특성에도 큰 차이가 없었고 능검사에도 향을 

미치지 못하 다. 그러므로 기능성 제과를 하여 쿠키에 

가루 비 3% 수 의 타우린 첨가가 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알코올 농도

타우린 쿠키와 맥주 음주 후 BAC는 Table 7과 같다. 
호흡 측정을 통한 경우, 음주 1시간 후에 각각 0.042±0.013

과 0.035±0.010%로 유의차는 없으나 타우린군이 낮았고, 음
주 2시간 후에는 0.034±0.016과 0.024±0.011%로 타우린군이 

유의하게 낮았다. 채 을 통한 음주 2시간 후의 BAC도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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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BAC(%) by breath and blood taking

BAC by breath BAC by blood taking Correlation
After 1 hour After 2 hour After 2 hour After 2 hour

Control 0.042±0.013 0.034±0.016a 0.040±0.020a r=0.779
Taurine 0.035±0.010 0.024±0.011b 0.022±0.014b r=0.673

1) Values are mean±S.D., 
2)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2 groups by the student's t-test at p<0.05.

Table 8. Alcohol excretion in urines

After 1 hour After 2 hour
Urine volume 

(㎖)
Alcohol 

concentration (%)
Alcohol 

excretion (g)
Urine volume

(㎖)
Alcohol 

concentration (%)
Alcohol 

excretion (g)
Control 202± 77 0.045±0.008 0.091±0.039 243±115  0.054±0.0009a 0.110±0.074
Taurine 351±210 0.033±0.022 0.143±0.141 219±156 0.029±0.022b 0.087±0.099

1) Values are mean±S.D.,
2)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2 groups by the student's t-test at p<0.05.

0.020과 0.022±0.014%로 유의 인 차이를 보 으며, 2가지 측

정방법 간의 상 계는 각각 r=0.779와 r=0.673이었다. 타우

린군이 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BAC를 낮추는 것은 타우

린이 알코올의 체내 사를 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Um 
등(2000)은 만성 인 에탄올 섭취와 타우린 보강은 간의 총

지방산과 인지질 지방산의 조성에도 변화를 래하는데, 이
들이 생체막의 물리  환경에 향을 미쳐 지방산의 elongation 

 desaturation에 여하는 효소활성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

과 함께 알코올 섭취에 한 방어체계의 일환으로 free-radical
에 의한 생체막의 산화  손상 험률을 감소시키기 한 것

으로 사료된다고 하 다. 
음주 후 소변의 배설량, UAC  알코올의 배설량은 Table 

8과 같다. 
UAC는 음주 2시간 후에 조군과 타우린군이 각각 0.054± 

0.009와 0.029±0.022%로 타우린군이 유의하게 낮았다. 소변 

 알코올 배설량은 음주 1시간 후에 0.091±0.039와 0.143± 
0.141 g, 음주 2시간 후에 0.110±0.074와 0.087±0.099 g으로 유

의차가 없었다. 6 g의 타우린 섭취는 BAC를 하시키는 효과

를 보 는데, 이는 타우린이 알코올의 체내 사를 진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alcohol dehydrogenase  acetaldehyde dehydrogenase
의 활성의 증가나 P-450과 같은 cytochrome계 해독효소의 증

가  glutathione과 같은 기타 해독물질이 증가 등의 가능성

을 들 수 있다. 

요약  결론

식빵 반죽에 타우린을 2% 첨가하 을 때 발효가 진되었

으며, 식빵 반죽에 타우린을 첨가할수록 반죽이 더 질어지고 

clean-up에 도달하는 시간이 지연되었다. 타우린 함량이 높을

수록 구울 때 oven spring 정도는 었다. 능검사의 항목 

에서 구수한 향기와 단맛의 정도 항목에서는 유의 인 차이

가 없었고 씹히는 감 과 체 인 맛의 조화 항목에서 타우

린 첨가 식빵이 더 좋은 기호도를 보 다. 그러나 쿠키의 기

호도에서는 타우린 첨가가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6명의 남자 학생을 상으로 음주  타우린 6 g을 함유

한 쿠키를 맥주와 먹을 때 음주 2시간째에 BAC과 UAC이 유

의하게 낮아졌다. BAC와 UAC와의 계, 그리고 호흡 측정

과 채 을 통한 BAC는 모두 정의 상 을 보여 타우린은 체

내 알코올 사를 진시켜서 숙취를 방하는데 도움이 된

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식빵에 타우린을 2% 첨가한 것은 발효를 

진시키고, 능검사의 일부 항목에서 더 좋은 기호도를 보

다. 쿠키에서도 타우린의 첨가 수 에 따라 능검사의 일

부 항목에서 기호도에 유의 인 차이를 보 다. 음주  6 g
의 타우린을 함유한 쿠키 섭취는 BAC를 유의하게 하시키

는 효과를 보 다. 이는 타우린이 알코올의 체내 사를 진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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