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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protein enriched fermented milk made with whey 
and soybean flour. Protein-enriched fermented milk was prepared as follows: Soybean flour was added before fermentation. 
No synthetic aroma was added. The fermentation starter culture was ABT-4 (Chr. Hansen). Whey protein was added after 
fermentation. Sensory evaluation indicated that sample containing soybean flour amount of 5% were better than other 
samples. The pH values and titratable acidities of stored protein-enriched fermented milk and fermented milk, respectively, 
were not remarkably different. Crude protein was more than 3 times higher in protein-enriched fermented milk (8.77%) than 
in fermented milk (2.49%). The crude fat content of protein-enriched fermented milk was not remarkably different compared 
to that of fermented milk. Dietary fiber was more than 2.7 times higher in protein-enriched fermented milk (1.67%) than 
in fermented milk (0.62%), and the free amino acid content was more than 14 times higher in protein-enriched fermented 
milk (37.9%) than in fermented milk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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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 의학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전 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의 연장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노인들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고령인구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 이미 전체 인구의 7%를 상회하
였고, 2019년에는 14%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사
회(Aged Society)를 눈앞에 두고 있다(Choe et al., 2006a; 
Choe et al., 2006b). 고령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노년의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건강의 측
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들의 건강에는
식생활과 영양 섭취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열량, 섬
유질,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의 요소는 노년기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Kim and Back, 2006). 
단백질은 생물의 몸을 구성하며, 수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생체고분자물질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노인들은 적절한 양
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Houston et al., 
2008), 단백질 섭취의 부족은 노화 및 운동 부족과 함께 근
감소증(sarcopenia)을 유발시켜(Doherty, 2003) 일차적으로
근육량과근력의감소를가져오고(Evans and Campbell, 1993), 
당뇨나 심혈관 질환 및 골다공증의 유병률과도 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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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et al., 2014; Paddon-Jones et 
al., 2008; Hannan et al., 2000). 콩은 국내외적으로 오랜 역
사를 가진 단백질 공급원이며, 우수한 아미노산 조성 외에
이소플라본, 올리고당, 사포닌 등의 기능성 성분은 건강을
유지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Han and Han, 2011; Messina and Redmond, 2006; Lee et 
al., 2005). 콩가루는 생콩이나 삶은 콩보다 단위당 수분함
량이 낮은 반면, 단백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고, 첨가물의
형태로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개발한
떡, 빵등의제품과그 특성을연구한논문들이 있다(Rosales- 
Juárez et al., 2008; Mustakas et al., 1964; Jung 2002). 유청
은 치즈 생산과 더불어 얻어지는 협산물로 단백질을 비롯하

여 락토페린,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도 갖고 있다(Walzem 
et al., 2002). 유청 내의 단백질은 선택적으로 분리되어 단
백질 순도와 분리과정에 따라 3종류의 유청단백질(WPC, 
WPI, WPH)로 제품화하여 단백질과 우유영양소의 응집된
공급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Abd El-Salama et al., 2009), 
식품산업에서 단백질 강화 또는 유화특성이나 포만감 등의

기능성 부여와 같은 분야에서 이용하고 있다(Adler-Nissen, 
1976; Luhovyy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콩가루와 유청단백질을 첨가한 발효유를

제조하여 노년층에게 요구되는 단백질과 발효유의 프로바

이오틱스(probiotics)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단일 제품을
개발하고, 품질특성 분석을 위해 영양성분, 저장성 및 관능
검사를 통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콩은 첨가물의 형태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볶음 콩가루

(삼진식품)를 선정하였고, 유청단백질은 순수단백질 비율이
높으면서 제품의 단백질 함량을 관능적 변화 없이 용이하

게 조절하기 위해 무색, 무미, 무취인 분리유청단백질(WPI, 
Hilmar)을 선정하였다. 원유는 임실지역의 홀스타인 프리
지안(Holstein-Friesian)종에서 생산된 산도가 0.14~0.15% 이
고, pH가 6.6~6.8 범위인 신선한 원유를 사용하였다. 

2. 균주
스타터는 개발품의 관능적 차이를 고려하여 호상 타입

의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1종(Lactobacillus sp YH KCCM 
10887P)과 액상 타입의 상업균주(ABT-4, CHR HANSEN) 
1종을 각각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3. 볶음콩가루와유청단백질의제조공정중배합시점결정

발효유 제조과정 중 볶음 콩가루와 유청단백질의 배합

시점에 따른 관능 및 조직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발효

전과 발효 후로 나누어 첨가했다. 발효 전 콩가루 배합시료
는 원유를 살균하기 전 5%의 볶음 콩가루를 첨가하여 잘
섞고, 90℃에서 10분간 살균 후 스타터를 접종하며, 42℃에

서 pH가 4.6에 도달할 때까지 발효하였다. 발효 후 콩가루
배합시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콩가루 첨가 없이 발효시

킨 후 5%의 볶음 콩가루를 첨가하고, 잘 섞은 후 즉시 4℃ 
냉장 보관하였다. 관능평가는 훈련된 15명의 패널에게 2종
의 시료 중 더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2점 기호도 검
사를 실시하였고, 관능적 특성이 없는 유청단백질은 1%, 
3%, 5%의 비율로 발효 전과 발효 후에 각각 첨가하여 조직
감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4. 기호적 만족도에 따른 스타터와 향료의 결정
볶음 콩가루와 유청단백질이 첨가된 강화발효유의 관능

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호상 타입의 프로바이오틱스 균

주(Lactobacillus sp. YH KCCM 10887P) 1종과 액상 타입의
상업균주(ABT-4, CHR HANSEN) 1종을 각각 사용하여 발
효유를 제조한 후 15명의 패널에게 2점 기호도 검사를 실
시하였고, 향 무첨가군과 피넛향, 땅콩향을 각각 0.5% 첨가
한 시료 총 3종의 관능적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가장 좋
아하는 것부터 가장 좋아하지 않는 시료를 순서대로 정하

는 순위 기호도 검사를 통하여 향료의 첨가를 결정하였다.

5. 단백질 강화발효유 제조
단백질 강화용 소재를 첨가한 단백질 강화발효유의 제조

공정은 Fig. 1과 같다. 원유에 볶음 콩가루와 설탕을 첨가하
고 충분히 섞이도록 혼합한 후 90℃에서 10분간 살균하고, 
43℃까지 냉각하였다. 이 후 액상 타입의 상업균주(ABT-4)

Mix roased soy flour and sugar (Con.: 5.0%)
with raw milk (T.A 0.14~0.15%, pH 6.8)

Pasteurization at 90℃ for 10 min

Cooling to 43℃

Add 2% inoculum of starter culture

Fermentation at 42℃ for 4~6 hr (up to pH 4.6)

Mix of whey protein (Con.: 5.0%) 

Storage at 4℃

Fig. 1. Protein-enriched fermented milk produ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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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액을 2% 접종하여 42℃에서 pH가 4.6에 도달할 때까
지 4~6시간 동안 발효시켰다. pH 4.6에서 발효를 중지시킨
후 즉시 유청단백질을 첨가하여 완전히 섞이도록 하였다. 
모든 제조공정과 배합이 완료된 발효유는 4℃에서 냉장 보

관하면서 숙성시킨 후, 성분분석 및 저장성 실험 그리고 관
능평가를 실시하였다.

6. 볶음 콩가루의 배합비율
원유의 살균 전 첨가한 설탕, 볶음 콩가루 그리고 발효

후 유청단백질을 첨가한 배합비는 Table 1과 같다. 시료군
은 설탕과 유청단백질의 첨가량은 고정하고, 볶음 콩가루
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 그리고 콩가루를 각각 2%, 3%, 
5%, 10%의 비율로 첨가한 비교구로 구성하였다.

Table 1. Mixing ratio of protein-enriched fermented milk

Raw materials
Samples1)

Control PE-1 PE-2 PE-3 PE-4
Sugar(g) 50 50 50 50 50

Bean flour(g) 0 20 30 50 100

Whey protein(g) 50 50 50 50 50
Raw milk(g) 900 880 870 850 800

Total(g) 1,000 1,000 1,000 1,000 1,000
1) Control: 0% bean flour, PE-1: 2% bean flour, PE-2: 3% bean 

flour, PE-3: 5% bean flour, PE-4: 10% bean flour

7. pH 및 적정산도
PE-2와 PE-3을 분석시료로 하여, pH는 pH meter(UB-10 

Delux, Denver,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적정산도
는 발효유를 증류수에 2배 희석하고 0.1% phenolphthalein
지시약을 이용하여 0.1 N NaOH로 중화적정한 후 소비된
mL 수를 측정하여 lactic acid의 양으로 환산하였다.  

8. 유산균수 측정
PE-2와 PE-3을 분석시료로 하여, 유산균수 측정은 시료

1 mL를 십진희석법으로 희석하여 평판배양법으로 BCP 한
천배지(Difco, USA)에 1 mL씩 분주하고 굳고 나면, 그 위
에 PCA를 중첩하고 37℃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노랑
색 환을 생성한 콜로니를 계수하였다.

9. 일반성분 분석
PE-3을 분석시료로 하여, 조단백질, 조지방, 수분, 회분

을 AOAC(1995)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수분은 105℃ 상
압가열건조법, 회분은 550℃ 회화처리 하여 구하였고, 조단
백질의 함량은 Kjeldahl법으로 측정된 질소량에 질소계수

6.25를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으로
측정하였다. 탄수화물 함량은 100%－(단백질 함량+지방 함
량+회분 함량+수분 함량)으로 나타내었다.

10. 식이섬유 분석
PE-3을 분석시료로 하여, 단백질강화발효유의 식이섬유

함량을 식품공전의 일반 시험법(KFDA, 2011)에 따라 분석
하였다. 각시료 1.00 g에 MES-TRIS 완충용액(0.05 M MES, 
0.05 M TRIS, 24℃에서 pH 8.2)을 가하고, 충분히 교반한
후 heat-stable α-amylase를 50 μL를 첨가하여 단백질을 분
해 반응시킨 다음 pH를 4.5로 조정하고, amyloglucosidase
를 넣고 분해하였다. 다시 95% 에탄올을 가하여 실온에서
1시간 이상 정치시키고, 침전된 물질을 여과 및 건조하여
그 무게를 측정하였다. 단백질과 회분의 보정은 잔사물을
시료로 Kjeldahl법과 직접회화법으로 분석하였다.

11. 유리아미노산 분석
유리아미노산은 PE-3을 분석시료로 하여, sample 10 mL

에 sulfosalicylic acid 25 mg을 첨가하여 4℃에서 4시간 동
안 방치시킨 후 원심분리(50,000 rpm, 30분)하여 단백질 등
을 제거하고, 상등액을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얻은 여액을 일정량취하여 AccQ-Tag 시약을사용하여 유도
체화 시킨 후 HPLC로 분석하였다. Column은 AccQ-Tag™ 

(Waters Co., 150 mm L × 3.9 mm ID)를 사용하였으며, 
column oven 온도는 37℃, mobile phase는 A : AccQ-Tag 
Eluent(acetate-phosphate buffer), B : AccQ-Tag Eluent B 
(60% acetonitrile), flow rate는 1.0 mL/min, 시료주입량은 5 
μL의 조건으로 Agilent Technologies 1200 Series FLD에서
검출하였다.

12. 관능평가
단백질 강화발효유의 관능검사는 9점 기호 척도법을 이

용하여 대단히 좋아함 9점, 아주 좋아함 8점, 보통 좋아함
7점, 약간 좋아함 6점, 좋지도 싫지도 않음 5점, 약간 싫어
함 4점, 보통 싫어함 3점, 아주 싫어함 2점, 대단히 싫어함
1점 으로 검사하였다. 관능검사 패널은 연구소의 훈련된

연구원들 중 흥미와 참여의사를 가진 10명을 선정하여, 이
들에게 실험목적 및 평가항목들에 대해 설명한 다음 제조

후 3일간 냉장 보관된 볶음 콩가루 첨가량 별 단백질 강화
발효유 4종을 투명한 컵에 담았고, 임의로 3자리 숫자를 선
택하여 표시하였으며, 시료는 동시에 제공하였으나 한 개의
시료평가가 끝나면 생수로 입안을 헹구게 하였다. 평가 내
용은 색깔(color), 향(flavor), 신맛(sourness), 떫은맛(astringent 
taste), 질감(texture) 및 전체적인 평가(overall eating-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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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6가지 항목이었다.

13. 통계처리
모든결과의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cersio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측
정값은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볶음 콩가루와 배합시점
볶음 콩가루의 배합시점을 발효 전과 발효 후로 나누어

첨가한 2종의 시료에 대한 2점 기호도는 총 15명의 패널
중 13명(87%)이 발효 전 콩가루 배합시료를 선호하였으며, 
2명(13%)은 발효 후 콩가루 배합시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볶음 콩가루를 발효 전에 첨가하는 경우, 원유
와의 고온 살균단계에서 호화(starch gelatinization)가 일어
나 볶음 콩가루 특유의 텁텁함을 개선한 것으로 보이며 특

히, 두유의 젖산발효과정 중 n-hexanal을 비롯한 저분자 휘
발성 물질들이 감소한다고 보고(Buono et al., 1990)된 바와
같이 젖산발효 중 콩비린내의 원인물질이 감소하여 상대적

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2. 유청단백질의 배합시점
유청단백질의 배합 시점에 따른 조직감의 특성과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발효 전과 발효 후로 나누어 첨가했다. Table 
2와 같이 발효 전 1%, 3%, 5% 유청단백질을 첨가한 시료
군의 경우, 발효가 끝나는 시점인 pH 4.6에 도달했을 때 모
든 3종의 시료에서 발효유의 겔화(gelation)가 관찰되었으
며, 발효 후 1%, 2%, 5% 유청단백질을 첨가한 시료군의 경
우, 4℃ 냉장보관하여 2주가 경과한 후에도 겔화 현상은 나
타나지 않았고, 액상 상태를 유지했다. 이와 같이 발효과정
전의 유청단백질 첨가는 비록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겔화

를 유발하여 마시는 발효유의 액상 특성을 잃게 하므로 발

효가 끝난 시점에서 첨가하는 것이 액상발효유의 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기호 만족도에 따른 스타터의 사용

Table 2. Whey protein gelation in fermentation and mixing point

Samples1)

Control WP-1 WP-3 WP-5

Added after fermentation Liquid state Gelation Gelation Gelation
Added after fermentation Liquid state Liquid state Liquid state Liquid state

1) Control: 0% whey protein, WP-1: 1% whey protein, WP-3: 3% whey protein, WP-5: 5% whey protein

단백질 강화발효유의 관능적 품질 향상을 위해 호상과

액상 타입 각 1종의 스타터에 대한 2점 기호도 검사 결과는
총 15명의 패널 중 11명(73%)이 액상 타입의 스타터(ABT-4, 
CHR HANSEN)를 선호하였으며, 4명(27%)은 호상 타입의
스타터(Lactobacillus sp. YH KCCM 10887P)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호상 타입의 스타터에 비해 액상 타입
의 스타터를 사용하는 경우, 높아진 고형분 함량과 콩가루
첨가로 인해 텁텁해진 식감을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해주어

높은 기호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향료의 첨가
콩이 발효될 때 발생하는 이취로 인한 기호도를 개선하

기 위하여 피넛향과 땅콩향을 각 0.5%씩 첨가한 시료와 향
료를 첨가하지 않은 시료를 대조구로 하여 실시한 순위 기

호도 검사 결과는 총 15명의 패널 중 8명(53%)이 향 무첨
가구를 선택했고, 6명(40%)이 피넛향을, 1명(7%)이 땅콩향
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가장 좋아하지 않는
시료로는 12명(80%)이 땅콩향을 선택했고, 2명(13%)이 향
무첨가구를, 1명(7%)이 피넛향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향료 첨가구보다 향이 첨가되지 않은 시료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료 첨가군보다 향이 첨가
되지 않은 시료를 더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합성향료를 사

용하지 않는 것이 의․영양식의 개발목적에 더욱 부합할 것

으로 보인다.

5. 관능평가와 콩가루 첨가량의 결정
앞의 결과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스타터를 이용하고, 유청

단백질을 적절한 배합시점에 따라 첨가하고, 콩가루의 첨가
량을 달리하여 제조된 발효유의 관능평가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색깔은 볶음 콩가루의 첨가량이 높아짐에 따라 선
호도가 증가했지만, 10% 콩가루 첨가시료에서는 대조구보
다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과 신맛에
서도 마찬가지로 콩가루 첨가량에 따라 5% 첨가 발효유까
지 선호도가 증가했으며, 10% 첨가구에서는 감소하는 경향
이 나타났다. 이 결과로서, 10% 콩가루 첨가는 콩 특유의
향미성분을 과다하게 높여 발효유의 품질을 방해하며, 3%
와 5% 콩가루를 첨가하여 발효한 시료에서는 고소한 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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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nsory evaluation of fermented milk containing 2% bean flour, 3% bean flour, 5% bean flour and 10% bean flour

Samples1) Detailed evaluation items
Color Flavor Sourness Astringency Texture Overall

Control  6.4±0.222) 7.6±0.25 5.1±0.29 8.0±0.20 5.3±0.34 7.8±0.37
PE-1 5.6±0.57 6.8±0.41 5.5±0.36 6.2±0.23 6.4±0.44 6.3±0.42
PE-2 7.0±0.46 7.2±0.45 6.2±0.73 6.7±0.75 7.0±0.65 7.1±0.29
PE-3 7.5±0.78 7.3±0.56 7.8±0.52 6.0±0.67 6.8±0.25 7.3±0.33

PE-4 5.8±0.55 5.1±0.30 6.0±0.37 3.4±0.80 4.1±0.44 4.4±0.31
1) Symbols are referred to Table 1.
2) All values are mean±SD.

의 증가로 관능적 품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신맛의 경우, 콩가루 첨가비율에 따른 신맛의 감소
로 5% 첨가구까지 선호도가 증가하다가 10% 첨가구에서
는 콩가루의 텁텁함과 비릿함이 발효유 고유의 향미를 방

해하여 선호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떫은맛
과 질감에 있어서는 3% 첨가구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
냈으며, 3% 이상의 콩가루 첨가 시에는 선호도의 감소가
현저하였다. 이와 같이 콩가루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시료
구의 경우, 무첨가 대조구보다는 낮은 기호성을 나타냈지
만, 3%와 5% 콩가루 첨가구에서는 콩가루의 고소함이 발
효유 고유의 향미와 잘 어우러져 단백질강화발효유의 관능

적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5% 
콩가루 첨가는 색도의 향상, 고소한 향미의 증가 그리고 신
맛을 적절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5% 볶음 콩가루를
첨가하여 단백질 강화발효유를 제조하는 것이 강화발효유

의 기능성과 품질에 있어서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6. pH 변화
볶음 콩가루 첨가량에 따른 단백질 강화발효유의 저장기

간별 pH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pH 변화는
전반적으로 저장기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발
효 완료 후부터 저장 2주차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주
차 이후부터 4주차까지는 감소폭이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
다. 볶음 콩가루 5% 첨가 발효유의 경우, 발효 완료 후 pH
가 4.67에서 2주간 4.56로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
냈고, 볶음 콩가루 3% 첨가 발효유는 저장기간 2주 후의
pH가 4.69에서 4주차에 4.66로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7. 적정산도 변화
볶음 콩가루 첨가량에 따른 단백질 강화발효유의 저장기

간별 적정산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pH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산도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저장기간에

Fig. 2. pH values of fermented milk containing 3% bean flour 
and 5% bean flour. ■: control, ●: 3% bean flour, ▲: 
5% bean flour

Fig. 3. Titrable acidity of fermented milk containing 3% bean 
flour and 5% bean flour. ■: control, ●: 3% bean 
flour, ▲: 5% bean flour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발효 완료 후부터 저장 2주
차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주차 이후부터 4주차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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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폭이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발효 완료 후 TA가
0.69~0.74에서 2주간 0.73~0.77로 증가하였고, 3주차에는
0.80~0.84까지 증가하였으며, 4주차에서는 0.91~0.94까지
증가하였다.

8. 유산균수 변화
볶음 콩가루 첨가량에 따른 단백질 강화발효유의 저장

기간별 유산균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3
종의 시료 모두 log/cfu 값이 발효완료 후부터 2주 동안
8.65~8.78에서 8.64~8.71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
만, 저장 2주 후부터 4주까지는 8.64~8.71에서 8.03~8.33
으로 감소폭이 커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2주 후부터 4주
까지의 기간 동안 콩가루 무첨가 발효유의 경우는 콩가루

첨가군보다 균수의 감소폭이 0.37로 같은 기간의 3% 콩
가루 첨가구의 0.60과 5% 콩가루 첨가구의 0.59보다 상
대적으로 작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콩가루의 첨가는

저장기간 중 유산균의 생존력을 약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총균수 변화
볶음 콩가루 첨가량에 따른 단백질 강화발효유의 저장기

간별 총균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3종의 시
료 모두 log/cfu 값이 저장 2주차에서 3.79~3.84로 지속적으
로 증가하다가 3주차에서 3.99~4.26으로 가장 높은 균수를
나타내었으나, 그 후 4주차에서는 3.90~4.06으로 다소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4주차까지 유산균수가 가장 높았
던 콩가루 무첨가 발효유의 경우, 4주차에서 총균수가 3.90
으로 가장 낮았던 반면에, 비교적 유산균수가 낮았던 콩가
루 첨가구의 경우, 총균수가 4주차에서 4.02와 4.06으로 다
소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10. 단백질 강화발효유의 일반성분 분석
단백질 강화 소재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 농후발효유의

조단백질 함량은 2.49 g이고, 단백질 강화발효유의 조단백
질 함량은 8.77 g으로 대조구에 비해 약 3.5배 높은 단백질
함량을 보였고,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대조구는
4.5%, 단백질 강화발효유는 15.9%로 분석되었다. 조지방
함량은 대조구의 3.92 g보다 약간 높은 4.21 g으로 측정되
었으며,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각각 7.7%, 8.3%
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증가는 콩가루 첨가에 따른 콩의
지방 함량이 성분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탄수화물
함량은 10.72 g으로 대조구의 9.28 g보다 약간 높게 측정
되었으며,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농후발효유는
2.8%, 단백질 강화발효유는 3.2%로 분석되었다. 탄수화물

Fig. 4. Viability of Lactobacillus in fermented milk containing 
3% bean flour and 5% bean flour. ■: control, ●: 3% 
bean flour, ▲: 5% bean flour

Fig. 5. Total plate count in fermented milk containing 3% 
bean flour and 5% bean flour. ■: control, ●: 3% 
bean flour, ▲: 5% bean flour

은 지질․단백질과 함께 생물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

며, 생물체의 구성성분인 것과 동시에 생체 내에서 에너지
원으로 이용되는 필수 영양성분이다(Schwarz et al., 1995). 
단백질 강화발효유는 일반발효유보다 높은 탄수화물 함량

을 포함하고 있어서 열량 공급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

다. 식이섬유 함량은 대조구인 일반 농후발효유의 함량인
0.62 g보다 단백질 강화발효유의 함량이 1.67 g으로 2.7배
높게 측정되었으며,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각각
2.5%, 6.7%로 분석되었다. 식이섬유는 프리바이오틱스(pre-
biotics)로서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생장을 돕는 난소화
성 성분이며, 변비를 예방하고, 음식물의 장내 통과 속도
를 정상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

하시키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이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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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general component in protein-enriched 
fermented milk and general fermented milk (g/100 g)

Crude 
protein

Crude 
fat Carbohydrate Dietary 

fiber
Control1) 2.49 3.92 9.28 0.62

PE-32) 8.77 4.21 10.72 1.67
1) General fermented milk
2) Symbols are referred to Table 1.

었다(Blaut, 2002). 강화발효유의 상대적으로 높은 식이섬
유 함량은 섭취 후 장내에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작용

하여 유익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11. 유리아미노산
단백질 강화를 위한 원료가 첨가된 발효유와 일반발효유

의 유리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일
반발효유와 강화발효유의 아미노산 함량을 보면 일반발효

Table 5. Free amino acid contents in protein-enriched fermented 
milk and general fermented milk       (mg/100 g)

Free amino acid
Samples

Control1) PE-32)

Aspartate ND3) 0.7
Serine ND 0.1

Glutamate 0.4 2.0
Glycine 0.1 0.5

Histidine ND 0.6

Arginine ND 8.9
Threonine 0.3 0.7
Alanine 1 3.4
Proline 0.2 0.8

Tryptophan ND ND
Valine 0.2 4.8

Methionine ND 7.1
Lysine 0.1 0.6

iso-Leucine 0.3 ND
Leucine ND 7.0

Phenylalanine ND 0.7
Total 2.6 37.9

Essential amino acid 0.9 21.5
Essential amino acid/Total(%) 34.6 56.7

1) General fermented milk
2) Symbols are referred to Table 1.
3) Not detected

유는 2.6 mg/100 g이었고, 강화발효유의 경우 37.9 mg/100 
g으로 함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유청단백질과 콩가루가 지
닌 아미노산이 발효유 제작 과정을 거치면서 원유에 유리

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검출된 유리 아미노산 중 아
르기닌, 메티오닌, 루신의 함량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는 일반발효유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트립토판은 두 시
료구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시료 구별 필수 아미노산
비율은 일반발효유의 경우 34.6%로 낮게 나타났고, 강화발
효유의 경우 56.7%로 필수 아미노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 강화발효유의 단백질 함량과 함께 보다 높은
아미노산 함량은 영양적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나타낼 것

으로 판단된다.

요 약

단백질이 풍부한 소재를 혼합한 강화발효유를 통해 노년

층에게 요구되는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를 공급하고자, 
유청단백질과 볶음 콩가루를 혼합하여 발효유를 제조하고, 
관능검사, 일반성분 및 유리아미노산 분석, 저장성 검사 등
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효유의 제조과정에서 콩
가루를 발효 전에 첨가하고, 합성향료는 첨가하지 않으며, 
스타터는 액상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높은 기호도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청단백질은 발효 후에 혼합
하는 것이 발효유의 겔화를 방지할 수 있었다. 콩가루 첨가
량에 따른 관능평가 결과로서, 5% 첨가구에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 저장성 평가에서, pH와 산도는 일반발효
유와 강화발효유에서 저장기간 4주 동안 큰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았고, 유산균수는 저장기간 2주부터 차이를 보
이기 시작하여, 4주가 경과한 후 log/cfu 값이 일반발효유의
8.34에 비해 콩가루와 유청단백질 첨가 강화발효유에서 8.05
로 낮게 나타났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총균수는 4주가 경
과한 후 일반발효유의 3.90보다 강화발효유에서 4.02로 높
게 나타났다. 조단백질 함량은 시료 100 g당 강화발효유가
8.77 g으로 대조구인 일반발효유보다 약 3.5배 높았으며, 
조지방과 탄수화물 함량은 각각 4.21 g과 10.72 g으로 대조
구의 3.92 g과 9.28 g보다 약간 높았다. 식이섬유 함량은 콩
가루 첨가의 영향으로 강화발효유에서 1.67 g으로 일반발
효유보다 2.7배 높게 나타났다. 유리아미노산 분석결과, 단
백질 강화발효유의 아미노산 함량이 일반발효유의 2.6 mg/ 
100 g에 비해 37.9 mg/100 g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을 뿐
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 비율도 34.6%에서 56.7%로 높게
분석되어 단백질 강화발효유가 영양적 측면에서 높은 가치

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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