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중국의 대두 단백질 산업 현황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일찍 대두 단백(질)을 연구

개발하였으며 산업에 적용한 국가이다. 40년대에

연구 개발하여 60년대에 생산을 시작하였다. 중국

은 60년대에 연구를 시작하여 80년대에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 개념 및 제품 종류

대두 단백질 공업은 대두박을 원료로 한 것으로

단백질 식품 또는 고단백질 식품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 분야이다. 주요 제품은 다음과 같다.

단백질 형태 단백질 함량

대두 단백분말 ≥ 50%

농축 대두 단백 ≥ 70%

분리 대두 단백 ≥ 90%

대두 단백 섬유 50∼90%

2) 대두 단백 섬유 생산 현황

시간당 500kg 이상을 생산하는 생산성이 큰 설비

를 해외에서 도입한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의 기업이 중국 국산 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간

당 30~70kg의 생산성의 소형 설비를 제작하여 사용

하고 있다. 제품의 형태 면에서 해외 설비로 생산한

제품은 과립형의 대두 단백 섬유이며 주로 식품 공

업의 원료이다. 그러므로 제품의 판매 측면에서 품

질이 우선시 되고 있으며 제품 응용 기술을 개발하

며 제조 형태를 확대하고 있다. ; 중국산 설비로 생

산한 대두 단백 섬유는 덩어리(인조육) 형태, 절편형

(봉형 기계로 제조), 국수형(두근) 3 가지 형태가 있

으며 주로 직접 볶아서 사용된다. 그러므로 제품의

판매 상황은 제품 품질, 조리 방법 및 소비 습관의

영향을 받는다.

현재의 문제점

a. 생산 설비가 유기적이지 못함 원료의 전처리

설비 품질이 표준 이하임.

b. 생산 공정의 규모가 작고, 자동화 되지 못하여

조작이 세심하지 않음

c. 기술 연구를 확대하여 제품에 충분히 응용하지

못함

3) 농축 및 분리 대두 단백 생산 현황

농축 대두 단백은 중국 내에서 생산이 적고 분리

대두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많다. 80년대 초 중국은

중국의대두단백질산업발전동향

이 부 용

특용작물이용팀

특 집 세계 대두 가공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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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공장 당 매년 1000톤의 분리 단백질을 생산하

였다. 그 예로 길림의 전곽대두 단백질 공장이 여기

에 포함된다. 이 공장의 생산 기술 및 설비는 모두

일본(不二 제유 주식 회사)으로부터 도입한 것이다.

삼강 식품은 1988년 흑룍강성 규림사시 전국 최대의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국제 선진 수준의 대두 종합

가공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유지 제조

기술 및 설비를 독일의 파커 그룹으로부터 도입하였

으며 연간 10만톤 이상의 대두를 처리하며 정제유

11000 톤, 샐러드유 1000톤, 쇼트닝 4000톤, 마가린

1000톤, 단백질 조직 15000톤, 분리 단백질 5000톤을

생산한다.

<압출 이용한 대두 단백 섬유 생산 공정>

보 조 재 료

원 료

분 쇄

배 합

압 출

건 조

완 성 품

<중국내 분리 대두 단백 공장 개요>

순서 위치 기업 상호 규모(t/ a)
설비 제조사*

(분리기 및 건조기)
각주

1 하남성 정주 유지 화학 공장 5000 위+니

2 하남성 개봉 단백질 생산 공장 1000 국+국

3 하남성 내황 단백질 공장 1500 아+국

4 하남성 상구 식물 단백질 공장 1000 국+국

5 하남성 안양 식물 단백질 공장 1000 국+국

6 하남성 온구 식물 단백질 공장 1000 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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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위치 기업 상호 규모(t/ a)
설비 제조사*

(분리기 및 건조기)
각주

7 산동성 무성 단백질 공장 800 국+국

8 산동성 신구 단백질 공장 3000 석천+국

9 산동성 임기 단백질 공장 1500 석천+국

10 산동성 산동 우성 단백질 공장 1000 복+국

11 산동성 어대구 800 복+국

12 산동성 덕주 능구 단백질 공장 800 국+국

13 산시성 운성 단백질 공장 1500 석천+국

14 내몽고 하이라어 단백질 공장 1000 국+국

15 흑룡강 삼강 식품 3000 아+니

16 흑룡강 목단강 단백질 공장 1000 국+국 건설중

17 흑룡강 대경 일월 단백질 공장 1000 국+국

18 흑룡강 하얼빈 중대 단백질 2500 국+국

19 흑룡강 고과기 그룹 1500 위+국 건설중

20 흑룡강 하얼빈 양유 가공공장 3000 위+국

21 흑룡강 동방천국 그룹 2000 국+국

22 길림성 전곽 후지 단백질 공장 1800 석천+국

23 길림성 통유 유지 공장 1500 국+국

24 요녕성 영구 단백질 공장 3000 국+국

25 호북성 운몽 단백질 공장 4500 석천+국

26 호북성 천문 단백질 공장 1500 석천+국

27 사천성 무생유 공장 1000 국+국

28 광동성 동관 대신 식품 공사 1000 국+국

29 감소성 핵공업부 7923 공장 3000 설립요망

30 강서성 핵공업부 261 공장 1500 설립요망

31 길림성 구성 단백질 공사 5000 설립요망

32 내몽고
막력 다워어족 자치

내몽고 두도 우지 그룹
1500

* 설비 제조사 : 위 - 독일 위스다리야사, 니 - 단맥니르사, 국 - 중국산설비, 아 - 스위스 아파라아사,

석천 - 일본 석천도사, 북 - 독일 푸어위사



74 특집/ 중국의 대두 단백질 산업 발전 동향

<분리 대두 단백 공장 규모 및 생산 라인>

가공 처리량(톤) 분 류 공장 형태 점유율 생산 라인(%) 수 량

5000 1 특대형 2 7 4

3000 2 대형 5 18 6

1500∼2500 3 중형 8 29 8

800∼1000 4 소형 13 46 13

<농축 단백 제조 공정>

가용성 물질

탈지 대두 분말

불용성 물질

침 지

분 쇄

건 조

농축 단백

분 리

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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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알칼리 침전을 이용한 분리 대두 단백 제조 공정>

산

물, 알칼리

2차 침지

여 과

1차 분리

1차 침지

원료 대두박

찌거기

대두 알부민

변 성

분 무

완제품

조 정

산 침전

2차 분리

반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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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성 대두 단백 분말 제조 공정>

산

물, 알칼리 알부민 조정

가수 분해

분 리

분 쇄

원료 대두박

농 축

건 조

완성품

<중국 시장의 단백 제품 처리 비교>

지 표
제품기호

단위
B E F H M S T Y

수 분 % 4.7 4.2 5.4 5.3 5.1 5.1 4.8 4.3

단백질 %N x 6.25 83.0 81.0 73.2 84.0 80.0 79.2 85.6 83.2

회 분 % 4.0 3.7 6.1 4.3 5.4 6.2 5.8 4.4

pH가 7.2 7.1 7.1 7.3 7.6 7.8 7.6 7.2

공기 밀도 g/ l 375.0 392.0 360.0 335.0 320.0 327.0 318.0 342.0

유화력 EA % 90.0 80.0 88.0 87.0 88.0 61.0 86.0 75.0

유화 안정화 ES % 89.0 88.0 87.0 93.0 95.0 95.0 93.0 95.0

흡유성 % 98.0 94.0 99.0 98.0 95.0 82.0 96.0 98.0

흡수성 % 620.0 480.0 550.0 280.0 560.0 360.0 360.0 580.0

겔 정도 g/ ㎠ 111.0 184.0 210.0 180.0 730.0 111.0 67.6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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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문제점

a. 도입 설비 및 기술이 조화를 이루지 못함

b. 국내 생산 기술 수준이 낮음

c. 작업자의 수준이 낮음

d. 생산 품질의 지표가 명확하지 않음

e. 소규모 생산

2 . 대두 단백질 기술의 동태

농축 대두 단백 :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두의 쓴 맛과 비린내는

lipoprotein에 있다. 그러므로 농축 단백 생산 도중

에 알코올 처리하면 비린내와 쓴 맛을 제거할 수

있다.

분리 대두 단백 생산 공정 중, 추출 과정에 대해

서 설명하자면 원료의 입자 크기가 200mesh 정도로

작을수록 단백질 용출, 제품 수율이 높다. 그러나 입

자가 작을 때 과립을 습윤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 고운 가루는 쉽게 덩어리 지기 쉬우며 물과 혼

합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거칠게 분쇄하고 습윤 처리한 후 다시 가수 처리하

여 분쇄한 후 추출하여 단백질을 수세한다. 습윤 시

간을 단축하기 위해 원료를 건조하여 분쇄한 후 먼

저 탈취 처리하고 가수하여 습윤 처리한다. 1차 건

조를 하면 일반적으로 단백질 수율은 35%에 지나지

않으며 37%를 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2차 습

윤, 분쇄, 침전, 처리를 거쳐 단백질 수율은 40%에

이르데 된다.

최근 제조 공정 :

탈피 전지 대두 분말 알코올 침지 분 리

불용액 건 조 농축 단백 정제하지 않은 유지

혼합 추출물 알부민 파괴 분 리 상등액

저 NSI 값을 이용하여 쓴맛 제거한 농축 단백 ;

탈지 대두 분말 알코올 침지 (쓴 맛 제거) 건 조

고 NSI 값을 이용하여 쓴 맛을 제거한 농축 단백 ;

탈지 대두 분말 알코올 침지 (쓴 맛 제거) 건 조 묽은 산 침지 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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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교환 수지에 의한 분리 대두 단백 제조 공정>

globulin

잔여물

음이온 교환

고체/ 액체 분리

산 침전

분 쇄

원료 대두박

분무 건조

완성품

조 정

양이온 교환

분 리

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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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법에 의한 분리 대두 단백 제조 공정>

산성 침지

고체/ 액체 분리

수 세

분 쇄

탈지 대두박

중 화

분무 건조

완제품

여과 처리

염기성 1차 침지

고체/ 액체 분리

글로블린액

글로블린

찌꺼기 2차 침지

찌꺼기

여과 침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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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립 여과 기술은 물질 분리 기술 분야 중에서

발전 잠재력이 많은 기술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방법을 보통 단백질 분리의 공업화에 이용하는데 실

절적인 문제점이 있다. 단백의 가수 분해 물질의 분

리는 조만간 성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백질 기능성의 조정에 일반적으로 응용하는 방

법에는 물리 화학 및 효소 변성이 있다. 화학적 방

법은 각종 화학 실험 시료와 단백질이 반응하여 새

로운 물질이 형성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

한 방법은 반응이 복잡하고 격렬하며 부산물이 많아

서 단백질의 기본 구조가 변하는 것을 제어하기 어

렵다. 카프르산화 등은 단백질 수율을 높이며 제품

의 보습성 및 유지 보유성을 증진할 수 있다. 인산

화로 단백 제품의 분산 후의 용해성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화학적 변성 단백을 식용에 이용

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검사 기준과 제한이 따르므

로 매우 복잡한 동물 실험과 독성 실험을 거쳐야만

식품에 이용할 수 있는 승인을 얻을 수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단순한 화학적 변성 방법으로 생산한

단백 제품은 출시되지 않고 있다. 효소 변성 방법은

반응이 격렬하지 않으며 단백 효소의 내부 분할 및

외부 분할로 큰 단백 분자를 잘라서 분자를 작게 만

든다. 단백의 기능상의 특성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긴다. 본문에서 효서 변성 단백 공정 및 성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물리적 방법은 현재

단백 변성에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물리적 방법은 단백의 2차 구조만 변경하는 것으로

비교적 안전하여 신뢰할 만한 방법이다. 당연히 실

용하는 도중에 기능성을 조정해야 하며 보통 다른

몇 가지 방법과 병용하여 사용해야 한다.

단백 기능성 조정은 현재 최전방에 놓인 과제이

다. 이미 많은 연구 결과와 보고가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와 완전한 이론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임의

의 방법에 따라 자유롭게 정량을 조정하여 필요한

기능성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백질

변성을 토대로 하여 펩타이드 고리의 규칙성을 파괴

하여 비극성기를 노출 시켜서 수용성을 낮춤으로써

겔 형성을 비가역적으로 할 수 있다. 즉, 단백 생산

공정 중에 변성 처리하거나 또는 변성을 방지하여

단백질의 수용성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단백질의 점도

는 분자의 크기 및 응집과 관계가 있으며 성분의 저

하, 분해, 교환, 결합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자의

크기 혹은 분자의 응집 상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점

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제품 공정 개선 대조표>

기존의 지표 개선된 지표

공정상 차이점

침출 NaOH CaO

산침전 HCl H2PO3

노화 H2O2 첨가하지 않음 H2O2 첨가

살균 고온 순간 살균 바씨

완제품 기술지표

보습성(%) 400∼600 800∼1000

보유성(保油性)(%) 220∼250 250∼300

겔화 정도(g) 100∼500 800∼1100

겔 길이(mm) 4∼8 11∼14

수율(pH값 8.5∼9) 32.56 32.81

회분 조성 Na C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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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단백의 각종 기능은 같은 제품에서 상호간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 관계가 있다. 모든 기능을 갖출

수는 없다. 예를 들면 흡수성이 높은 제폼이 흡유성

(吸油性)도 높을 수는 없다. 만약 2 가지 기능이 모

두 있는 경우 이점을 상호 고려하여 적합한 상태에

사용해야 한다. 물에 잘 녹는 단백이 겔화가 잘 될

수는 없다. 심지어 겔화가 안될 수도 있다. 그르므로

기능을 조정할 때 원하는 기능의 조건을 고려할 뿐

만 아니라 다른 기능의 겸비 또는 소실의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11S 단백의 냉동 침전법을 이용하여

11S 단백 부분을 제거 함으로써 단백 제품의 유화성

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특성을 이용하여 겔화가

잘되는 단백을 생산할 수 있다.

단백질이 완전히 분해된 후에는 글루타민,

aspartic acid 및 글루타민산 등은 맛성분으로 가

장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단백질 가수 분해액은 일

반적으로 조미료 또는 조미료 증진제로써 간장, 된

장, 굴소스 및 각종 복합 조미료에 첨가된다.

단백 가수 분해 효소는 반응성이 크므로 가수 분해

액의 순도가 높다. 그러나 가수 분해 속도가 비교적

느리며 온화한 온도 조건(30~50℃)에서 장시간 작

용한다. 따라서 잡균에 의해 오염되기 쉽고 가수 분

해액에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염산의 가수 분해

속도는 빠르나, 조건이 까다롭고 쉽게 부작용이 발

생할 수 있다. 탄수화물의 탈수는 furufural류 물질

및 아세틸 프로피온산 등의 화합물이 되며 함황암모

니아산을 분해하여 dimethyl- sulfide, thiol, 황화

수소 등의 황화합물을 합성하여 제품에 악취가 나게

한다.

3 . 발전 경향

1) 원 료

분리 단백의 추출율과 단백 분말의 변성 정도 관

계 외에도 기름에 담그는 원료 대두의 단백 함량 조

성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에 중국 농업 과학

연구부는 흑농 35호, 길림 28호, 상두 15호 예두 12

호 등의 많은 고단백 대두 품종을 배양하였다. 이러

한 대두 품종의 단백질 함량은 45%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분리 단백 생산에 활용된다. 분리 대두 단백

은 주로 대두 구형 단백질 중 7S 와 11S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두 품종은 다른 7S와 11S 조성의

변화도 비교적 크다. 관련 기관의 중국 12개 대두

품종을 분석 실험한 결과, 7S가 가장 낮은 것은

6.52%이며 가장 높은 것은 46.79%이다. 11S가 가장

낮은 것은 40.92%, 가장 높은 것은 74.39%이다. 분

리 대두 단백의 주요 성분은 7S와 11S이므로 7S 형

성의 각각 다른 특성의 단백질이 있다. 11S가 형성

하는 겔의 강도와 보습성은 7S 보다 높고, 7S가 형

성하는 겔보다 유연하며 점성이 있다. 이러한 2 가

지 조성은 염용액 중의 점도와 용해도도 크게 다르

게 나타난다. 대두 구형 단백 중의 2S 조성은 분자

량이 작고 분리 단백을 추출할 때 글로블린액 중에

분산된다. 그러므로 대두 원료 중 2S 단백 조성은

매우 높으며 단백 함량과 NSI 값이 모두 높더라도

단백 추출율은 아주 높을 수 없다. 여기서 알 수 있

듯이 분리 단백 생산에 이용하는 대두는 반드시 검

사를 해야 하며 7S와 11S 함량이 높은 대두 품종을

사용할 경우 분리 대두 단백 추출율과 기능이 안정

적이다.

2) 생산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연간 생산량이 5000 톤 이하인 기업은 생존이 매

우 어렵다.

3) 제품 기능화 및 시리즈화

(1) 제품에 필요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시

햄- 유화성, 겔화

분유, 커피등- 확산성

아이스크림, 사탕류- 발포성

소시지- 흡유성(吸油性), 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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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두 단백 기능 개선 방법

산- 알칼리 처리

온도 조절

아세틸화 - 아세틸화, 무수초산 및 단백질

중의 아미노 반응 - 에스테르화 정주 양식

학원1990

인산화 - Sodium Tripoly Phosphate

(STP) 및 단백질 분자 중의 암모니아기

(pH 7~9), 하이드록실기(pH ＞ 9) 반응

화남 이공 1992

Merapto화

효소 분해

아이스크림, 사탕류- 발포성

<역자주: 본 소고는 2001.9.3 ~ 9.7, 중국 할빈

에서 개최된 The International Seminar of

Soybean Processing T echnology 에서 석언국

(하얼빈 상업대학 식품 및 약물 공정학원)박사가 발

표한 내용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