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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비지 분말을 첨가한 비건 영양바의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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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Characteristics of Vegan Nutritional Bars with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Ji-Young Lim and So-Yeon Jin
Traditional Culinary Cultu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Soybean curd residue has sulfur-containing amino acids, lysine, rich dietary fiber, and pectin polysaccharide, but most of these are discarded due to storage problems. Fermentation of the soybean curd residue improves
functionality and storage. In this study, the control group of vegan nutritional bars was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groups comprising the bars with the addition of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0%, 2%, 4%, 6%, 8%).
The comparison parameters included antioxidant activity, quality, and sensory evaluation according to content. The
results of the measurement of the total polyphenol and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confirmed high antioxidant activity. The vegan nutrition bars increased in moisture, pH, and soluble
solids as the added amount of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increased. On the other hand, hardness, fracturability, cohesiveness, chewiness, and the color value L decreased. In the sensory evaluation, the 4% sample of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received the highest score for taste, texture, and overall acceptability.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has value as a functional food ingredient and
can be used in developing a high-protein convenience meal for vegans.
Key words: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vegans, nutritional bars, antioxidant activity, quality evaluation

서

론

기 증가(Lee 등, 2020)와 함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로 인한 환경오염(Yoh, 2018) 등을 유발하고 있다. 또

식생활의 서구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의 건

한 비윤리적 공장식 축산에 대한 문제 인식이 커지면서 채식

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능성을 갖춘 간편식의 소비

에 동참하는 비건(vegan)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2016년

가 증가하고 있다(Lee, 2019a; Park 등, 2020a). 다양한

이후 식물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대체식품 시장 규모는 연평

간편식 중 영양 보충과 체중 관리를 위한 에너지바, 프로틴

균 세계시장 9.5%, 국내시장 15.7%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

바와 같은 영양바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영양바는

며(Park 등, 2020b), 국내 채식 인구는 10년 사이 150만

작은 막대모양 스낵의 한 종류로 휴대성, 저장성 및 간편성

명 수준으로 10배가량 증가하였다(Jeong, 2020).

을 지니며 최근 건강 지향적 소비자를 위한 식사 대용 영양

우리 밥상에 흔히 볼 수 있는 대두는 예로부터 양질의 식

바가 다양하게 수입 및 출시되고 있다(Lee 등, 2020). 이러

물성 단백질, 지방의 공급원으로 두부 및 장류 등의 제조에

한 영양바의 주재료로 밀가루가 사용되는데, 밀 단백질인

이용되어 왔으며(Im 등, 2004), 대두의 기능성 및 생리활성

글루텐은 글루텐 흡수 장애 등의 건강 문제가 대두되어(Lee

물질이 보고되면서 건강식품의 원료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와 Jin, 2015) 이를 쌀가루로 대체한 글루텐 프리 제품 개발

있다(Yamaguchia 등, 1996). 비지는 두부 또는 두유를 제

이 이루어지고 있다(Lee 등, 2013). 영양바에 부재료로 사

조하는 과정에서 대량으로 남겨지는 부산물이지만 단백질

용되는 달걀 및 우유와 같은 축산 식품의 경우 식품 알레르

식품에서 부족하기 쉬운 함황 아미노산과 라이신(lysin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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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하며, 다량의 식이섬유소와 펙틴 다당류를 함유한 우수

Co., Cheongdo, Korea)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비건 영양

한 식품 자원이다(Hackler 등, 1967). 반면에 비지는 수분

바에 사용한 박력쌀가루(Daedoo Co., Gunsan, Korea), 캐

을 80% 이상 함유하고 있어 미생물이 쉽게 번식하고 지방의

슈넛 분말(Nexfood Co., Pocheon, Korea), 옥수수 전분

산패가 발생하여 보존성이 매우 낮다(Kim과 Sohn, 1994).

(Oherb, Dongdaemun, Korea), 현미유(Serim Hyunmi

대두 가공식품 공정에서 배출되는 비지의 일부는 가축의 사

Co., Jeongeup, Korea), 알룰로스(Daerimfood Co., Iksan,

료로 이용되나(Woo 등, 2001), 비지는 연소 처분과 매립이

Korea), 메이플시럽(Vermont Maple Sugar Co., Morris-

금지된 유기성 산업 폐기물로 지정되어 대부분 비싼 처리

ville, VT, USA), 천일염(Taepyung Salt, Shinan, Korea)

비용을 내고 버려지는 실정이다(Kim과 Park, 1994; Joo 등,

은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항산화 측정에는 Sig-

2019).

ma-Aldrich Chemical Co.(St. Louis, MO, USA)의 gallic

과거 우리 조상들은 임진왜란 중 구황장의 일종으로 비지

acid, Folin-Ciocalteu phenol reagent(2 N), DPPH(2,2-

를 발효시켜 비지장을 담았으며(Kim, 2019) 이를 국이나

diphenyl-1-picrylhydrazyl) 시약을 사용하였다. 그 외의

찌개로 끓여 먹었다(Lee, 2019b). 지금도 충청북도와 경상

실험에 사용된 시약은 1급을 사용하였다.

남도 일부 지역에서는 발효한 비지를 넣은 찌개를 별미음식
으로 먹으며, 지역의 향토음식으로 전해지고 있다(Lee 등,

발효비지 및 비지 분말 제조

2007). 발효를 거친 비지는 일반 비지에 비해 입자가 작아져

비지의 발효는 Im 등(2004), Lee 등(1987)의 방법을 참고

서 식감이 부드럽고 소화가 용이하며(Kang과 Lee, 2012),

하여 예비실험을 거쳐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였다. 먼저 백태

치즈와 같은 특유의 발효취와 고소함, 감칠맛이 생성된다.

200 g을 5회 수세하여 2 L의 물에 9시간 침지한 후 핸드

발효비지는 높은 항산화성, 면역 활성(Shi 등, 2012a), 항비

블랜더(MQ9045, BRAUN, Timis, Romania)를 고속으로

만 효과, 지질개선 효과(Lee 등, 2013), 혈전용해 효소 활성,

하여 10분 동안 갈아주었다. 그 다음 전기레인지(RBE-41

가수분해 효소 활성(Oh 등, 2006), 골다공증 예방(Hong,

H, Rinnai, Falkenberg, Germany)를 이용하여 9단에서 25

2008) 등의 효능이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식품

분간 끓이고 면포에 걸러 비지를 얻었다. 다시 비지를 60°C

가공 소재로 이용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까지 식혀, 소독된 발효기(KGC-712KC, NUC, Daegu, Ko-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건 식품 개발의 일환으로 건강기능

rea)에 담아 45°C에서 72시간 동안 발효시켰다. 발효가 끝

성 소재인 발효비지의 보존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효비지를

난 비지는 식품 건조기(LD-528ECO, L’EQUIP, Zhejiang,

건조 분말화한 다음, 일반적으로 영양바에 사용되는 밀가루,

China)를 이용하여 60°C에서 6시간 동안 건조시킨 뒤 분쇄

버터, 달걀, 설탕을 대신하여 쌀가루와 견과류, 대체당인 알

기(DKS-5200, Delki, Foshan, China)로 3회에 거쳐 갈아

룰로스를 사용하여 발효비지 첨가 비건 영양바를 제조하여

40 mesh 표준망체에 내렸다. 대조군으로 사용한 비지 분말

품질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발효비지 분말을

은 면포에 걸러 얻은 비지를 식품 건조기를 이용하여 발효비

이용한 비건 영양바 개발은 물론 발효비지를 활용한 다양한

지와 같은 조건에서 건조 및 분쇄하였다. 완성된 발효비지와

가공식품 및 비건 가공식품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비지 분말은 밀봉하여 -20°C에서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한다.

비건 영양바 제조

재료 및 방법

발효비지 분말 첨가량을 달리한 비건 영양바는 Lee와
Jin(2015), Jin 등(2014)의 제조 방법을 참고하여 예비실험
을 거쳐 제조하였으며, 배합비는 Table 1과 같다. 볼에 소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발효비지 분말은 2020년 수확된 백

금, 알룰로스, 메이플 시럽을 담아 스패츌러를 이용하여 섞

태(DGFarm Co., Gyeongju, Korea), 생수(Lotte Chilsung

은 뒤, 캐슈넛 분말, 현미유를 넣고 함께 섞어준다. 여기에

Table 1. Ingredients of vegan nutritional bars with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
Control1)
2
4
6
Rice flour
40.0
39.2
38.4
37.6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0
0.8
1.6
2.4
Corn starch
10
10
10
10
Cashew nut
25
25
25
25
Rice bran oil
20
20
20
20
Allulose
10
10
10
10
Maple syrup
10
10
10
10
Salt
1
1
1
1
1)
Control: vegan nutritional bars without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Ingredients (g)

8
36.8
3.2
10
25
20
1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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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고 한 덩어리가 되도록 섞어준다. 밀봉하여 상온에서 30

영양바의 가용성 고형물 및 pH 측정: 발효비지 분말, 비지

분 휴지시킨 다음 15 g씩 분할하여 가로 49×26×11 mm

분말, 쌀가루, 영양바의 pH 측정은 pH Meter(FP20, Metter

크기의 실리콘 몰드(SF025 Financiers, Breadgarden Co.,

toledo, Greifensee, Switzerland)를 사용하였다. 가용성

Venezia, Italy)에 채워 성형하였다. 180°C로 예열한 전기

고형물 함량 측정은 당도계(Poket PAL-1, Atago, Tokyo,

오븐(EON-B430M, SK Magic, Hwaseong, Korea)에서

Japan)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 후 평균값±표준편차로

10분 동안 구운 뒤 틀을 제거하고 상온에서 4분간 식혔다.

나타내었다.

그 후 다시 180°C의 오븐에서 10분간 구운 다음 실온에서

수분함량 측정: 발효비지 분말, 비지 분말, 쌀가루, 영양바

30분 동안 방랭한 후 밀봉하여 최종 시료로 사용하였다.

의 수분함량은 수분측정기(MB27, Ohaus, Greifensee,
Switzerland)를 이용하여 120°C에서 시료 5 g을 사용하여

발효비지 분말의 일반성분 분석

3회 반복하여 측정 후 평균값±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기능성 소재로 영양바에 첨가한 발효비지 분말의 일반성

영양바의 조직감 측정: 영양바의 조직감 측정은 Texture

분을 분석하였다. 수분함량은 상압건조법, 조지방은 Soxhlet

analyzer(TX-700, RAMY, Ryon, France)를 사용하였다.

추출법, 조단백질은 자동분석장치(Kjeltec 2300, Foss, Hö-

시료를 일정한 크기(20×20×10 mm)로 자른 뒤 Bloom

ganäs, Sweden), 탄수화물 함량은 차감법을 이용하여 100

Probe Plexiglass(Part number 130046, ϕ12.7 mm, height

에서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과 조회분의 함량을 제외한 값

30 mm)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조건은 down speed

으로 하였다.

0.5 mm/s, force to start 3 N, X axis time, delay 1 s,
distance 0.4 mm, wait position 10 mm, up speed 0.5

발효비지, 비지, 쌀가루, 영양바 추출 시료액 제조

mm/s로 하였다. 측정 후 force(g) and measure time(s)

용기에 발효비지와 비지, 쌀가루, 영양바를 각각 10 g 담

그래프로부터 경도(hardness), 파쇄성(fracturability), 응

고, 70% 에탄올 용액 90 mL를 넣은 다음 homogenizer

집성(cohesiveness), 씹힘성(chewiness) 값을 얻어 TPA

(Polytron PT 2500 E, Kinematica, Lucerne, Switzer-

(texture profile analysis)를 분석하였다. 이를 3회 반복 측

land)를 이용하여 20초 동안 15,000 rpm에서 분쇄한다. 그

정하여 평균값±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다음 20°C의 incubator(INB-15R, Jeongbiotec, Incheon,

굽기 손실률, 팽창률 및 비용적 측정: 발효비지 분말을

Korea)에서 24시간 추출한 뒤 초미세 여과지(Whatman

첨가한 비건 영양바의 비용적(specific volume)은 종자치환

No. 2, Whatman Int., Ltd., Maidstone, UK)로 여과하여

법으로 3회 반복하여 측정한 부피를 영양바의 중량으로 나

시료액으로 사용하였다.

누어 계산하였다(AACC, 1995).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 phenol method 방법
(Swain과 Hillis, 1959)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시료액 150

Specific volume (mL/g)＝One volume difference before
and after baking (mL)/ The weight of one dough
before baking (g)

μL에 증류수 2,400 μL와 2 N Folin-Ciocalteu reagent 50

발효비지 분말을 첨가한 비건 영양바의 굽기 손실률(loss

μL를 넣고 3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액에 1 N Na2CO3(so-

rate)과 팽창률(leavening rate)은 비건 영양바를 굽기 전과

dium carbonate) 300 μL를 가하여 암소에서 2시간 반응시

후, 대조군과 실험군의 중량을 각각 측정하여 두 값의 차이

킨 다음, UV-VIS 분광광도계(T60UV, JASCO, Tokyo,

에 대한 비율로 산출하였다(Choi 등, 2009).

Japan)를 사용하여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
물질로 gallic acid(Sigma-Aldrich Chemical Co.)를 사용
하여 검량선을 구한 뒤 각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표준
편차로 나타내었다.

DPPH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DPPH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은 Lee 등(2007)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액 960 μL에 DPPH 용액(1.5×
-4

Loss rate (%)＝[One weight difference before and after
baking (g)/ The weight of one dough before baking
(g)]×100
Leavening rate (%)＝[The difference in weight of the
experimental group nutritional bars before and after
baking (mL)/ The difference in weight of the control
product before and after baking (g)]×100

M) 320 μL를 넣고 교반한 뒤, 암소에서 30분간 반응시

반죽 및 영양바의 색도 측정: 발효비지 분말, 비지 분말,

킨 후 UV-VIS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

쌀가루 및 영양바의 색도는 색차계 Colorimeter(CR-310,

를 측정하였다.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표준편차로 나

Minolta Co., Osaka, Japan)를 이용하여 L(lightness), a

타내었다.

(+red/-green), b(+yellow/-blue)의 값을 측정하였다. 영

10

양바의 경우 표면(crust)과 내부(crumb), 반죽(dough)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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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측정하였으며 내부 색도는 시료를 일정한 크기(5×25

과 Lee(2002)의 비지 분말 연구에서 수분은 7.3%, 조단백

×10 mm)로 잘라 단면을 측정하였다. 이때 사용한 표준 백

은 22%, 조지방은 13.2%, 회분은 3.25%로 본 연구에서 측

판(standard plate)의 값은 L=97.76, a=-0.74, b=1.43이

정한 일반성분 함량과 유사한 함량을 나타내었다. 조단백의

었다.

경우 Lee와 Lim(2006)은 20.29%, Kim 등(2018)에서는
19.9%로 본 연구에서의 조단백 함량이 다소 높게 측정되었

관능평가

다.

발효비지를 첨가한 비건 영양바의 관능평가는 숙명여자대
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IRB)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Ap-

발효비지 분말과 비지 분말의 품질 특성

proval Number: SMWU-2101-HR-138). 대한민국 조리

pH 및 가용성 고형물 함량: 발효비지 분말과 비지 분말의

기능장 24명을 패널로 선정하여 평가 기준 및 용어를 숙지

pH와 가용성 고형물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비지 분

시킨 뒤 실시하였다. 7점 평점법을 사용하여 일정한 크기

말의 pH는 7.42, 발효비지의 pH는 6.97로 발효 과정을 통해

(25×25×10 mm)의 영양바를 물과 함께 제공하였다. 기호

비지 분말의 pH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고초균에 의한

도 평가 항목으로 색(color), 향(aroma), 맛(taste), 조직감

비지 발효물(Ryu 등, 2007), 발효 조건을 달리한 비지장의

(textur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preference)를 측정하

품질 특성(Im 등, 2004) 연구에서는 비지의 발효 온도가

였고, 강도평가 항목으로 갈색(brown color), 구수한 향

35~45°C일 때 pH 값이 감소하여 본 연구와 경향이 일치하

(savory flavor), 단맛(sweetness), 쓴맛(bitterness), 씹힘

였으며, 55°C 발효 시 pH가 증가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Lee

성(chewiness)을 측정하였다.

등, 1987).

통계처리

지 분말은 21.60 Brix%로서 발효 후 가용성 고형물 함량이

가용성 고형물의 경우 비지 분말은 20.53 Brix%, 발효비
본 연구의 실험은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통계 분석에

미미하게 증가하여 발효 과정을 통해 가용성 고형물 함량이

는 SPSS Statistics(ver. 25.0, IBM Corp., Armonk, NY,

증가했다고 보고한 Kim(2021)과 Lee 등(1987)의 연구 결

USA)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각 실험

과와 유사하였다.

군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5% 수

색도: 발효비지 분말과 비지 분말의 색도는 Table 3과

준에서 유의성(P<0.05) 검증을 하였으며, 유의적 차이가 있

같다. 색도 L값은 79.26에서 발효 후 65.25로 감소하였고,

는 항목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 검증을

a값은 -1.00에서 2.74로 증가하였으며 b값은 18.06에서

하였다.

16.77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발효 과정을 통해 비지의 갈변
이 진행되기 때문이다(Kim와 Lee, 2009). 버섯 균사체를
이용한 콩 발효물(Jung, 2019), 고초균에 의한 비지 발효물

결과 및 고찰

(Ryu 등, 2007), 발효 조건을 달리한 비지장(Im 등, 2004)

발효비지 분말의 일반성분 분석

등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발효

발효비지 분말의 일반성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과정 중의 갈색화 반응은 항산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갈변도

수분함량은 5.76%, 조단백은 29.44%, 조지방은 16.94%,

에 따라 항산화력도 함께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Kirigaya

조회분은 4.19%, 탄수화물은 44.04%로 측정되었다. Shin

등, 1969).

Table 2. Proximate composition of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Moisture
5.76±0.31

Carbohydrate
44.04±0.02

(%)
Crude lipid
16.94±1.61

Crude protein
29.44±1.18

Crude ash
4.19±0.23

Table 3. The pH, sugar content, and color value, total phenol content,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FSCR, SCR, and
rice flour
Total phenol
DPPH radical
Color value
Sugar content
Sample
pH
content
scavenging
(°Brix)
Lightness (L) Redness (a) Yellowness (b)
(mg/GAE/g)
activity (%)
1)
6.97±0.01b
21.60±0.10a
65.25±0.20c
2.74±0.04a
16.77±3.00b
591.94±8.27a
85.61±1.40a
FSCR
2)
a
b
b
c
a
b
SCR
7.42±0.03
20.53±0.06
79.26±0.16
−1.00±0.02
18.06±0.14
161.42±2.31
75.60±1.42b
c
c
a
b
c
c
Rice flour
6.49±0.01
20.00±0.00
94.65±0.41
−0.61±0.05
4.16±0.02
29.50±3.05
62.22±1.89c
1)

FSCR: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SCR: soybean curd residue powder.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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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로 가장 낮았으며, 2~8% 발효비지 분말 첨가량이 증

발효비지 분말과 비지 분말의 항산화성
발효비지 분말과 비지 분말의 총 폴리페놀 함량 및 DPPH

가함에 따라 4.57~4.94%로 유의적인 증가가 있었다. 발효

자유라디칼 소거능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비지 분말

비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영양바의 수분함량이 증가

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161.42 mg GAE/100 g으로 나타났

하는 것은 발효와 건조과정에서 농축된 식이섬유가 영양바

으며, 발효비지 분말의 경우 591.94 mg GAE/100 g으로

의 수분 흡수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Lee,

발효비지 분말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발효 과정을 통해 3.7

1984; Kye, 1996; Jung과 Lee, 2011). 일반적인 쿠키의

배 증가하였다. 대두의 항산화 물질은 주로 대두의 종피, 자

수분함량은 대부분 10% 미만으로 쿠키는 저장성이 우수한

엽에 존재하는데(Bae와 Moon, 1997), 주요 물질로는 geni-

대표적 식품이다(Lee 등, 2006). 발효비지 분말을 첨가한

stein, daidzein, L-carnitine 등의 isoflavone과 β-con-

비건 영양바의 수분함량은 4.30~4.94%로 쿠키보다도 수분

glycini, glycinin이 있으며, phenolic acids의 종류에는

함량이 낮아 저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chlorogenic acid, cinnamic, ferulic, gentisic과 salicylic,

영양바의 색도: 발효비지 분말을 첨가한 비건 영양바의

syringic, vanillic acid, p-hydroxybenzoic 등이 있다. 비

표면(crust)과 내부(crumb), 반죽(dough)의 색도를 측정 결

지의 발효를 통해 분리된 다당체는 높은 항산화능을 가지며

과는 Table 5와 같다. 명도를 나타내는 색도 L값의 경우

(Shi 등, 2012a), 발효 후 비지의 genistein과 polyphenol

발효비지 무첨가 대조군의 표면, 내부, 반죽의 측정값이 각

성분이 쉽게 추출되었다(Shi 등, 2012b). 이는 발효 과정

각 59.78, 71.72, 63.54로 가장 높았으며, 발효비지 분말

중 미생물에 의해 비지의 성분이 기능성을 가진 저분자 물질

8% 첨가군의 측정값이 57.77, 70.61, 60.70으로 가장 낮게

로 분해되면서 항산화능과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

측정되었다. 이는 쌀가루에 비해 발효비지 분말의 명도가

로 사료된다. DPPH 자유라디칼 소거능 측정 결과 또한 비지

낮기 때문에 발효비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영양바

75.60%, 발효비지 85.61%로 발효 과정을 통해 항산화성이

의 명도값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적색도 a값의 경우 영양바의 표면에서는 발효비지 첨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영양바 내부

비건 영양바의 품질 특성

의 적색도는 6% 첨가군이 5.25로 가장 높았다. 영양바 반죽

영양바의 pH와 가용성 고형물 함량: 발효비지 분말 첨가

의 적색도는 대조군이 1.94로 가장 낮았으며 2~8% 첨가군

량을 달리한 비건 영양바의 pH와 가용성 고형물 측정 결과

의 경우 2.56~2.97로 발효비지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적

는 Table 4와 같다. 발효비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색도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발효비지 분말

pH, 가용성 고형물, 수분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발

의 갈색빛이 반죽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효비지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무첨가 대조군의 pH가 5.94

황색도 b값의 경우, 표면이 14.80~16.48, 내부가 16.54

로 가장 낮았으며, 발효비지 분말을 2~8% 첨가한 영양바의

~17.87, 반죽이 18.89~20.28로 측정되었으며, 무첨가군에

경우 pH 5.96~6.08로 발효비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비해 발효비지 첨가군의 황색도가 높게 나타났다. 영양바에

따라 pH가 증가하였다. 이는 발효비지의 pH(6.97)가 본 실

발효비지 분말을 첨가할 경우 명도는 감소하였고, 반죽을

험에 사용된 쌀가루의 pH(6.49)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

굽는 과정을 통해 영양바의 표면과 내부의 적색도는 증가하

료된다. 가용성 고형물 측정 결과 발효비지 분말을 첨가하지

였는데, 이는 동결건조 낫토(Kim 등, 2020), 볶은 콩가루

않은 무첨가 대조군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이 20.87 Brix%

(Lee와 Lim, 2013)를 첨가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로 가장 낮았으며. 발효비지 분말을 2~8% 첨가한 영양바의

영양바의 조직감: 영양바의 조직감 측정 결과는 Table

경우 20.90~21.10 Brix%로 발효비지 첨가량이 증가함에

6과 같다. 경도(hardness)는 대조군이 4,299.81 g으로 나

따라 가용성 고형물 함량 또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타났으며, 2~8%의 경우 4,236.36~2,454.85 g으로 발효비

쌀가루에 비해(20 Brix%) 발효비지 분말(21.6 Brix%)의 가

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용성 고형물 함량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였다. 파쇄성(fracturability)의 경우 발효비지 분말 무첨가

영양바의 수분함량: 발효비지 분말 첨가량을 달리한 비건

대조군이 3,520.63으로 가장 높았으며, 2~8%의 경우

영양바의 수분함량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조군이

1791.60~3,093.58으로 비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Table 4. The pH, sweetness, and moisture content of vegan nutritional bars with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Item
pH
Soluble solids (Brix%)
Moisture content (%)

0
5.94±0.01e
20.87±0.06b
4.30±0.11d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
2
4
6
5.96±0.01d
20.90±0.00b
4.57±0.08c

5.98±0.01c
20.93±0.06b
4.77±0.09b

6.04±0.01b
21.07±0.00a
4.86±0.07a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8
6.08±0.01a
21.10±10.00a
4.94±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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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lor value of vegan nutritional bars with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Color value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
2
4
6

Control
a

ab

ab

8
b

b

Crust

L
a
b

59.78±0.97
11.03±0.46
16.48±0.81

58.56±0.77
10.92±0.15
15.47±0.29

58.23±1.31
11.07±0.51
16.41±2.99

56.85±0.39
10.82±0.65
14.80±1.57

Crumb

L
a
b

71.72±0.38a
4.39±0.13ab
17.87±0.41

71.21±0.36ab
4.28±0.32ab
17.56±1.23

68.36±0.45c
5.24±0.48a
17.25±1.82

69.03±0.89c
5.25±0.96a
17.40±0.33

70.61±0.22b
3.96±0.09b
16.54±0.34

Dough

L
a
b

63.54±0.59
1.94±0.18d
18.89±1.15b

62.19±0.20c
2.56±0.04bc
20.12±0.41a

62.80±0.17b
2.43±0.16c
20.14±0.16a

62.11±0.05c
2.65±0.06b
20.28±0.22a

60.70±0.07d
2.97±0.03a
19.97±0.43a

a

57.77±1.20
11.41±0.26
16.33±1.13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Texture of vegan nutritional bars with different amounts of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Texture
Hardness (g)
Fracturability
Cohesiveness
Chewiness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
2
4
6

Control
a

4,299.81±125.20
3,520.63±365.52a
0.43±0.05a
24.28±10.04a

a

4,236.36±62.11
3,093.58±427.84ab
0.38±0.09ab
16.22±03.81ab

b

3,196.53±390.10
2,709.37±400.95b
0.35±0.01b
11.12±1.64b

8
b

3,085.25±214.40
2,494.31±230.70b
0.34±0.03b
10.35±0.79b

2,454.85±293.39c
1,791.60±345.40c
0.33±0.04c
8.18±1.98b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파쇄성 또한 유의적으로 낮아졌다. 응집성(cohesiveness)

Table 7과 같다. 손실률은 발효비지 분말 2% 첨가군이 6.86

은 대조군이 0.43으로 가장 높았고, 8% 첨가군이 0.33으로

%로 가장 높았으며, 8%의 경우 6.82%로 감소하였다. 팽창

측정되었으며 첨가량이 증가함에 응집성은 감소하는 경향

률은 발효비지 분말 2% 첨가군이 100.39%로 가장 높았으

을 나타냈다. 씹힘성(chewiness)은 대조군이 24.28로 가장

며, 8%의 경우 99.87%로 발효비지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았으며, 발효비지 분말 첨가군의 씹힘성은 16.22~8.18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비용적의 경우 대조군이 0.90%로

발효비지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씸힙성 또한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며, 발효비지 분말 8% 첨가군의 경우 0.91로 나타

감소하였다. 식물유래 식이섬유는 입자가 작아질수록 수분

났으나 시료 간의 팽창률, 비용적의 차이가 미미하여 발효비

흡수율이 증가하는데(Guillon과 Champ, 2000), 비지의 발

지 분말 첨가가 영양바의 부피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효를 통해 작아진 식이섬유 입자가 수분을 흡수하여 경도가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소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결과는 비지 분말(Shin
과 Lee, 2002), 음나무잎 분말(Lee와 Jin, 2015), 야콘 분말

발효비지를 첨가한 비건 영양바의 항산화 활성 측정

(Lee, 2014), 초석잠 분말(Joo와 Choi, 2017)을 첨가한 쌀

총 폴리페놀 함량: 폴리페놀은 항산화, 노화 방지, 항당뇨,

쿠키 연구에서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는 감소한다

항암 작용 및 고지혈증 억제 등의 생리활성 기능을 가진 물

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질로서(Yun 등, 2014), 발효비지 첨가량을 달리한 비건 영

영양바의 굽기 손실률 및 팽창률, 비용적 측정: 발효비지

양바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ig. 1과 같다. 발효비지 무첨가

분말을 첨가한 비건 영양바의 굽기 손실률(loss rate), 팽창

대조군 영양바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213.09 mg GAE/100

률(leavening rate), 비용적(specific volume) 측정 결과는

g으로 가장 낮았으며, 발효비지 분말 2~8%의 첨가군의 경

Table 7. Loss rate, leavening rate, and specific volume rate of vegan nutritional bars with different amounts of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Control
Loss rate (%)
Leavening rate (%)
Specific volume (mL/g)

6.83±0.02b
100.00±0.26b
0.90±0.01b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
2
4
6
6.86±0.01a
100.39±0.10a
0.90±0.01b

6.83±0.01b
100.00±0.10b
0.90±0.00b

6.84±0.01ab
100.03±0.12b
0.89±0.01b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8
6.82±0.02b
99.87±0.20b
0.91±0.00a

발효비지 첨가 비건 영양바의 품질 특성

Total phenol content .
(mg GAE/100 g) .

300
250

252.06b
213.09c

261.81b

271.04a

영양바의 DPPH 자유라디칼 소거능 측정 결과는 Fig. 2와
같다. 대조군이 51.54%로 나타났으며 2~8%의 경우 60.48

222.83c

~73.03%로 발효비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DPPH

200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150

대두 발효식품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는 클

100

로로겐산, 카페인산, 이소클로로겐산, 이소플라본, 제니스

50

테인, 아미노산 및 펩타이드, 갈변화 반응 물질 등이 있다
(Lee 등, 2001).

0
Control

2%

4%

6%

8%

캐슈넛(Chung 등, 2020), 알룰로스(Kim, 2017), 현미유

Fig. 1. Total phenol content of vegan nutritional bars with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Lee 등, 2014), 메이플시럽(Yoo 등, 2011), 옥수수 전분
(Cho 등, 2018)에 들어있는 γ-오리자놀, α‑토코페롤, β-토
코페롤, 토코트리에놀, 시스토스테롤, 포름오노네틴, 비오
카닌 A, 피트산 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80

65.82c

70
60

또한 무첨가군의 경우에도 항산화능이 높게 측정되었는
데, 이는 영양바의 재료로 포함된 쌀(Son과 Kang, 2014),

Level of fe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

DPPH radical scavenging .
activity (%) .

855

51.54e

68.52b

73.03a

60.48d

관능평가
발효비지 분말을 첨가한 비건 영양바의 기호도 평가 결과

50

는 Table 8과 같다. 색의 기호도는 발효비지 분말 6% 첨가

40

군이 5.13으로 가장 높았으며,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

30

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양바의 향에 대한 기호도 평가 결과,

20
10

발효비지 분말 2% 첨가군이 5.33으로 가장 높았으며, 4%

0

(4.75), 0%(4.67), 6%(4.08), 8%(3.92) 순으로 나타났다.
Control

2%

4%

6%

8%

Level of fe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

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vegan nutritional
bars with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이는 발효비지 분말의 구수한 발효향이 영양바의 기호도를
높이나 6% 이상 첨가 시에는 오히려 향의 기호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맛과 질감의 기호도에서는 발효비지 분말
4% 첨가군의 기호도가 5.5와 5.17로 가장 높았으나 시료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전반적인 기호도의 경우, 4%
첨가군이 5.42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2% 첨가군이
5.29로 평가되었다. 6% 첨가군이 5.21로 6% 첨가까지는

우 222.83~271.04 mg GAE/100 g으로 측정되었다. 발효

무첨가군에 비해 기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

비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 폴리페놀 함량도 유의

첨가군의 경우 전반적인 기호도가 4.13으로 무첨가군의 기

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호도인 4.67보다도 낮게 평가되었다. 발효비지 첨가 영양바

DPPH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 발효비지를 첨가한 비건

의 관능적 특성에 대한 강도 평가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Sensory evaluation of vegan nutritional bars with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Parameter

Control

Fermented soybean curd residue powder (%)
2
4
6

8

Acceptability

Color
Aroma
Taste
Texture
Overall preference

5.00±1.50
4.67±1.2abc
4.92±1.32
4.63±1.17
4.67±0.82bc

5.04±1.20
5.33±1.09a
5.33±1.05
4.67±1.13
5.29±0.82a

4.92±0.97
4.75±1.15ab
5.50±1.32
5.17±0.92
5.42±0.97a

5.13±1.19
4.08±1.44bc
5.00±1.47
4.42±1.1
5.21±1.06ab

5.04±1.30
3.92±1.32c
4.67±1.49
4.83±1.27
4.13±1.19c

Characteristic
intensity
rating

Brown color
Savory flavor
Sweetness
Bitterness
Chewiness

4.25±1.15b
3.04±0.95b
3.71±1.08
2.63±1.28c
4.50±1.44a

4.21±0.83b
4.71±0.81a
4.00±0.98
3.21±1.32bc
4.54±0.88a

5.21±1.14a
5.21±0.83a
4.04±1.52
3.75±1.51ab
3.92±1.02ab

5.33±1.01a
5.13±0.90a
4.04±1.04
4.08±1.21a
3.83±1.24ab

5.33±1.24a
4.92±1.21a
3.71±1.27
4.25±1.33a
3.63±1.17b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24).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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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도, 구수한 향, 쓴맛의 강도 특성 평가 결과, 발효비지

량이 증가함에 따라 갈색도, 구수한 향, 쓴맛의 강도 특성이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강도 특성 또한 높게 평가되었다.

높게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비건 영양

갈색의 강도는 발효비지 무첨가군이 4.25로 가장 낮게 평가

바에 발효비지 분말을 첨가하는 것은 기능성을 높일 뿐 아니

되었으며 8% 첨가군이 5.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발효

라 구수한 맛과 감칠맛을 높여 관능적 기호도 또한 높일 수

비지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 또한 높게 평가되었다.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 발효비지 분말을

구수한 향의 경우도 무첨가군(3.04)에 비해 첨가군(4.71~

첨가한 비건 영양바의 개발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5.21)의 구수한 향이 높게 나타났다. 단맛의 경우 발효비지

생각되며, 향후 비건 고단백 간편식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할

분말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쓴맛

수 있었다.

강도의 경우 무첨가군이 2.63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첨가군의 경우 발효비지 분말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쓴맛
의 강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씸힘성의 경우 첨가량이 증가
함에 따라 씹힘성의 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발효비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영양바
의 색이 진해지고, 구수함과 쓴맛은 증가하나 씹힘성은 다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지를 발효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유리 아미노산이 생성되는데, 구수한 맛을 내는
Glu, 쓴맛을 내는 Phe와 Met 성분 등이(Lee 등, 1987; Im
등, 2004) 영양바의 관능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
된다. 특히 Glu 성분은 소금과의 결합으로 monosodium
glutamate(MSG)를 형성하므로 감칠맛을 상승시키는 작용
을 한다(Odunfa, 1985). 따라서 영양바에 발효비지 분말을
첨가할 경우 구수함과 감칠맛의 상승시켜 전반적인 기호도
를 증가시키나 8% 이상 첨가 시에는 쓴맛의 강도가 높아지
고, 향에 대한 기호도가 낮아져 전반적인 기호도를 감소시키
므로 비건 영양바 제조 시에는 발효비지 분말을 4% 첨가하
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발효비지 분말 4%를 첨
가한 비건 영양바의 일반성분 분석 결과 수분함량은 4.68%,
조단백은 4.77%, 조지방은 29.09%, 조회분은 1.65%, 탄수
화물은 59.81%로 측정되었다.

요

약

본 연구는 기능성이 우수한 발효비지를 비건 영양바에 첨가
하여 발효비지 분말을 0%, 2%, 4%, 6%, 8% 첨가하고 품질
특성 및 항산화능을 분석하였다. 발효비지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591.94 mg GAE/100 g, DPPH 자유라디칼 소거능
은 85.61%로 발효 과정을 통해 비지의 항산화능이 증가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효비지 분말을 비건 영양바에 첨가
하여 품질 평가를 수행한 결과, 발효비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 pH, 가용성 고형물 함량이 증가하였으나
명도, 경도, 파쇄성, 응집성, 씹힘성은 감소하였다. 영양바의
손실률, 팽창률, 비용적은 시료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영양바의 항산화능 측정 결과, 발효비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총 폴리페놀 함량, DPPH 자유라디칼 소거능 또
한 증가하였다. 관능평가 결과 발효비지 분말 4% 첨가군이
맛, 조직감,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
며, 8% 이상 첨가 시에는 전반적인 기호도가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관능 특성 강도 평가 결과 발효비지 분말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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