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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분말 발효 베이스와 올리고당으로 제조한 콩아이스크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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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soy ice cream supplemented with
oligosaccharide, and to test its blood glucose lowering effect. Boiled soybean powder was compared to parched soybean
powder and to milk, as an ingredient. The soybean powder base was prepared by incubating with fructooligosaccharide
(FOS) and apple juice, along with Lactobacillus acidophilus and L. bulgaricus at 30-40oC for 24 hr. With the fermentation
process, the fishy smell of the soybean was removed and the taste improved. The overrun and melt-down values of the
boiled soybean ice cream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parched soybean ice cream, although they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milk ice cream.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the soy ice cream prepared with the
fermented base of boiled soybean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as compared to those of the ice cream made using parched
soybeans, but they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milk ice cream. The blood glucose level at 120 min
after ingestion of the ice cream prepared with FOS and the fermented base of boiled soybean powder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ccurring with the milk ice cream made with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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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이스크림은 여름뿐만이 아니라 계절에 상관없이 애용
되는 기호식품으로서, 더욱이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의 영향으로
새로운 영양식품으로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1, 2). 이에 따라,
아이스크림에 기능성을 갖는 성분들을 첨가하는 사례가 증가하
고 있는데, 그 예로서는 뽕잎(1), 오디(2), 유자(3) 등을 첨가한 제
품과 분리대두 단백(4)을 이용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이스크림의 주재료 성분은 유지방과 설탕으로, 혈당
이나 혈청지질 조절에 바람직하지 못하여 당뇨병 환자에게는 섭
취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5), 일반인에게도 과다한 섭취는 비만
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성장기 아동의 비만과 아동 당뇨
등을 유발하는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설탕을 대체하는 대체감미료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예
컨대 자일리톨은 설탕과 유사한 단맛을 내면서 충치예방 효과까
지 있어서 최근 각종 기호식품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6), 또한,

올리고당은 기존당류에 의한 비만, 충치, 혈당 상승, 콜레스테롤
과 중성지방 수준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성 당류임이 보
고 된 바 있으며(7), 혈당과 혈액 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감
소시켜 당뇨병 환자를 위한 유익한 성분임이 밝혀졌다(5).
한편, 각종 기능성식품 중 콩은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 식품으
로서 우수한 영양적 가치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이소플라본 등
의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을 함유한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동물성
단백에 대한 효율적인 대체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8, 9), 대두
단백에 풍부한 아르기닌(arginine)과 글리신(glycine)은 혈청 인슐
린 수준을 낮추며,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합성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또한, 콩은 항산화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데, 그 중에서 제니스테인(genistein), 다이제인(daidzein) 등의 폴
리페놀류 이소플라본(polyphenolic isoflavone) 등이 대표적(11)이
며, 이외에도 사포닌(saponin), 클로로겐산(chlorogenic acid), 카페
익산(caffeic acid) 등도 상당한 항산화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
려져, 콩이 산화스트레스에 의한 당뇨 발병과 당뇨 합병증에 효
과가 있다는 보고(12-14)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수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대두 단백을 이
용한 아이스크림이 기호식품으로서 개발되기 어려운 이유는, 콩
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비린 냄새와, 트립신의 소화 작용을 방해
하는 트립신 저해제(trypsin inhibitor) 등에 의한 낮은 소화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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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감의 기호도가 떨어지는 단점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분리대두의 효소처리와 발효에 의하여 콩 비린내를 감
소시키고 기능성을 향상시킨 단백질음료, 아이스크림 등이 개발
(15, 16)되어왔으나 여전히 콩 특유의 냄새 및 식감이 떨어지는
등의 기호도가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Kim 등(17)은
비린내가 나지 않는 콩으로 개발된 진품 콩의 식품이용 가능성
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비린내 감소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를 발
견하지 못하였다. 비린내를 해소하기 위하여 효소 처리한 분리대
두단백 혹은 두유(16)를 사용할 경우, 콩에 포함된 다수의 유효
한 성분 중 단백질만을 사용하므로 다른 유효한 성분의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로서 자일리톨, 솔비톨 등을 사
용하고 있으나 자일리톨과 함께 사용되어야 할 감미료는 치아우
식증을 예방하기위해 입 안에서 충치균에 의해 발효되지 않고, 산
이 발생 되지 않는 감미료(솔비톨,말티톨,만니톨 등)만 가능하며,
설탕, 포도당, 과당처럼 산 생성이 가능한 발효성 당질 및 산을
포함하는 비타민 C는 자일리톨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므로(6, 18)
당의 선택에 큰 제한이 따를 뿐 아니라, 기호식품으로서 각종 과
일성분 등이 첨가되는 아이스크림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문
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콩 비린내 제거, 텁텁한 식감의 개
선 등 품질향상을 위하여 콩을 데치고 동결 건조한 후 분말화하
여 과즙을 첨가하고 혼합 유산균 종균을 배양시켜 대두분말 발
효 베이스를 제조한 다음 올리고당을 첨가하여 저칼로리 및 혈
당 수준의 개선 특성을 가진 콩 아이스크림을 제조하여 그 품질
특성과 혈당개선능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대두분말 발효 베이스의 제조
대두의 열처리 과정: 대두는 2006년산 경북 고령산 황금콩

(Glycine max. Hwangkumkong)을 사용하였다. 볶은 콩가루는 원
료 콩을 3회 세척하여 물기를 제거한 후 자동 볶음 솥(Dong Bang
Tech., Daegu, Korea) 온도 160oC에서 15분간 볶은 다음 냉각하
여 볼 밀러(Ball Mill, Young Hana Tech., Daegu, Korea)로 80
mesh의 분말을 제조하였으며, 삶은 콩가루는 원료 콩을 3회 세
척하고 20oC의 증류수에 16시간 침지한 후 콩 부피의 1.5배의 물
을 가하고 121oC에서 15분간 열처리 하였다. 그 후 물기를 제거
하고 -70oC에서 급속 냉동하여 동결 건조(Il Shin Lab Co., Ltd,
Yangju, Korea)한 후 볼 밀러로 80 mesh 분말로 제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대두분말 발효 베이스 제조: 대두분말 발효베이스는 위의 볶
은 대두분말, 삶은 대두분말, 프락토올리고당(CJ Corp., Incheon,
Korea), 원유(Maeil Dairy Industry, Gyeongsan, Korea), 2차 증류
수, 사과과즙(Sunup, Maeil Dairy Industry Co., Ltd, Gwangju,
Korea), 균주로는 다당류로부터 분해된 탄수화물을 이용하여 산
생성력이 우수하고 과일즙과 혼합 시 향미를 증진시키는(19) 락
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L. acidophillus KTCT 3164, Korean
Federation of Culture Collections, Korea, 2006)와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L. bulgaricus KCTC 3635, Korean Federation of
Culture Collections, Korea, 2006)를 사용하였으며 예비실험결과에
따라 배합비는 Table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조공정은 각각의 대
두분말 혼합액을 제조하고, 121oC에서 15분간 가압멸균(Samheung
Instrument, Pocheon, Korea)한 후 30oC로 냉각한 다음 계대배양
한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L. acidophillus KTCT 3164)와 락

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L. bulgaricus KCTC 3635) 현탁액을
4.6 × 106 CFU/mL(OD660=0.01) 농도로 1:1의 비로 혼합한 균주를
접종하고 33oC에서 24시간 발효시켰다.

대두분말 발효 베이스의 품질평가
pH 및 산도: 각 시료의 pH는 pH meter(420A pH meter, Orion

Research, Inc., Beverly, M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산
도는 0.1N NaOH를 사용하여 pH 8.2까지 적정하여 이때 소비된
0.1N NaOH의 mL수를 젖산 %로 환산하였다.
점도: 점도는 발효가 끝난 대두 발효 베이스를 4oC에서 24시
간 숙성시킨 후 Brookfield viscometer(Brookfield Engineering
Laboratories, Inc., Stoughton, MA, USA)를 사용하여 시료 30
mL를 spindle SC4-31에 취하여 회전속도 30 rpm에서 2초 간격으
로 20초간 측정하였다.
생균수: 배양이 완료된 직후 1 mL의 시료를 무균적으로 취하
여 멸균 펩톤수로 10 배수로 희석하여 젖산균 MRS배지에 접종
하여 혐기적 조건 37oC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colony수가 25-300
개가 나타나는 평판을 선택하여 생균수를 계수하였다(20). 
관능검사: 검사를 위한 시료는 배양이 완료된 대두분말 발효
베이스를 4oC에서 24시간 숙성시킨 다음 사용하였다. 관능검사요
원은 대학원생 및 학부생 6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관능검사요
원에게 실험목적을 설명하고 본 실험에서 실시되는 관능평가방
법에 익숙해지도록 교육시킨 다음, 콩비린 냄새, 콩비린 맛, 단
맛, 신맛, 상큼한 맛, 입안의 질감, 종합적인 기호도에 대하여 5
점 평점법(21), 즉, 1점: 매우 나쁘다 또는 매우 적다, 2점 나쁘
다 또는 적다, 3점: 보통이다, 4점: 좋다 또는 많다, 5점: 매우 좋
다 또는 매우 많다,의 척도로 실시하였다. 

콩 아이스크림 제조
위의 대두분말 발효 베이스에 우유(Maeil Dairy Industry Co.,

Ltd.), 젤라틴(Sammi Industrial Co., Ltd., Ansan, Korea), 유화제
(Wellga Inc., Yangsan, Korea), 콩기름(CJ Corp.) 및 올리고당
(Fructooligosaccharide, CJ Corp.), 생크림(Namyang Dairy Pro-
ducts Co., Ltd., Cheonan, Korea)을 첨가하여 올리고당 첨가 콩
아이스크림을 제조하였으며, 배합비는 Table 2와 같다.

콩 아이스크림의 품질 평가
콩 아이스크림의 일반성분: 수분함량은 식품공전의 105oC 상
압가열건조법, 조단백질은 micro-Kjeldahl법, 조지방 함량은 Soxhlet
법, 조회분은 건식회화법으로 정량하였으며, 조섬유의 함량은 식
품공전의 Henneberg-Stohmann 개량법에 의한 정량법, 그리고 탄
수화물은 가감법으로 계산하였다. 
오브런(Overrun): 오브런은 Ioanna 등(22)의 방법을 수정 보완

Table 1. Formula of fermented soybean powder base (%)

Samples SBP3) Water Milk JOF4) FOS5) Starter

 FBPS1) 7.6 47.7 28.8 2 12.9 17)

FBBS2) 7.6 47.7 28.8 2 12.9 1
1)FBPS: Fermented base made using parched soybean powder
2)FBBS: Fermented base made using boiled soybean powder
3)SBP: Soybean powder
4)JOF: Juice of fruit
5)FOS: Fructooligosaccharide, oligosaccharide syrup composed of fructo-
oligosaccharide 41%, water 25% and the rest of it, glucose and sucrose
7)4.6 × 106 CFU/mL (O.D.660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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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측정하였다. 즉,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40분 동안 작동하면
서 10분 간격으로 제조기로부터 아이스크림을 꺼내 메스실린더
를 채우고 무게를 재어 아래의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Overrun(%) = ((20 mL의 믹스무게(g) - 20 mL의 아이스크림의
무게)/20 mL의 아이스크림의 무게) × 100

녹아내리는 정도: 녹아내리는 정도(melt-down)는 Shin과 Yoon
(23)의 방법에 따라 실험하였다. 즉, 철망 위에 시료를 올려놓고
실온에서 15분 간격으로 90분 동안 녹아떨어지는 양을 무게로 측
정하여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냉동에 의한 생균수 변화: 제조하여 -18oC에서 24시간 숙성시
킨 아이스크림 시료 1 mL를 무균적으로 취하여 멸균 펩톤수로
10 배수로 희석한 다음 젖산균 MRS배지(Becton, Dickinson and
company, NJ, USA)에 접종하여 혐기적 조건 37oC에서 48시간 배
양하였다. Colony수가 25-300개가 나타나는 평판을 선택하여 초
기 생균수로 산출하였으며, 이 아이스크림을 -18oC에서 5일간 저
장 한 후의 생균수를 측정하여 초기 생균수와 비교하였다(20). 

관능검사: 관능검사를 위한 시료는 제조된 올리고당 첨가 콩
아이스크림을 -18oC에서 24시간 숙성시킨 후 사용하였고, 관능검
사요원은 대학원생 및 학부생 3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검사는 대
두분말 발효 베이스의 관능검사와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콩 아이스크림의 혈당개선능 조사 
경구 혈당반응 검사: 10명의 대학원생 및 학부생을 대상으로

8~14시간 공복상태에서 2종류의 아이스크림을 시험하였다. 당질

50 g을 함유하는 분량[305 g (481 kcal 함유)]의 설탕 첨가 우유
아이스크림(MS) 또는 동일한 에너지를 함유한 올리고당 첨가 삶
은 콩 베이스 아이스크림(BO) 분량(381 g)을 15분 이내에 섭취
하게 하였다. 실험대상자들은 실험이 진행되는 2시간 동안은 금
연과 가벼운 일상 활동만 하도록 하면서 시험 아이스크림 섭취
직전과 섭취 후 30, 60, 90, 120분에 각각 손가락 끝에서 채혈하
였으며(24), 혈당측정기(Superglucocard II, Akaray, Japan)을 이용
하여 혈당을 측정하였다. 동일인은 한 번에 한 종류의 아이스크
림에 대한 경구 혈당반응검사를 하였으며, 다음 날 동일한 방법
으로 다른 종류의 아이스크림의 경구 혈당반응검사를 수행하였다. 
혈당반응면적: 혈당반응면적은 Wolever와 Jenkins(25)의 방법을
활용하여 공복 시 혈당이 혈당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
험 아이스크림 섭취 후 증가된 혈당면적만을 계산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험하여 평균치로 나타내었으며, 결과
는 SAS Package를 사용하여 분산분석한 후 유의차(p<0.05)가 있
는 항목에 대해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차를 검
증하였다. 설탕 첨가 우유 아이스크림과 올리고당 첨가 삶은콩
베이스 아이스크림의 혈당개선능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검증하
였다.

결과 및 고찰

대두분말 발효베이스의 제조 및 품질 
pH 및 산도: 볶은 대두분말과 삶은 대두분말을 이용하여 각각
의 대두분말 혼합액을 제조하고, 121oC에서 15분간 가압멸균한
후 30oC로 냉각한 다음 L. acidophillus KTCT 3164와 L.

bulgaricus KCTC 3635 현탁액을 4.6 × 106 CFU/mL (OD660=0.01)
농도로 1:1의 비로 혼합한 균주를 접종하고 33oC에서 24시간 발
효시킨 후 각각의 대두분말 발효베이스의 pH와 산도를 측정하였
다. 그 결과 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의 pH는 4.21, 산도 0.83%
이었고, 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의 pH는 4.35, 산도 0.97%로
나타나 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의 산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다(Table 3). 이러한 결과는 Bae와 Nam(26)의 우유와 두유를
혼합한 요구르트의 발효특성에서 우유와 두유의 혼합비율에 상
관없이 발효 15시간 경과 후에 균주에 따라 pH 3.80-4.57의 범위
를 나타내었고, 산도는 6시간 배양 후까지는 혼합비율과 균주 종
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5시간 배양 후에는 산도 1.5%
이상을 생성하여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내용과는 실험방
법의 차이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Joo 등(20)의 진품콩과 작두
콩을 이용한 요구르트 가공특성과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점도: 발효가 끝난 대두 발효 베이스를 4oC에서 24시간 숙성

Table 2. Formula of soy ice cream prepared with fermented base
of soybean powder                                                                         (%) 

 Ingredients 
 Samples of ice cream 

MS3) MO4) PS5) PO6) BS7) BO8)

Milk 42.0 42.0 - - - -
 FBPS1) - - 82.4 82.4 - -
 FBBS2) - - - - 82.4 82.4
Soybean oil - - 8.2 8.2 8.2 8.2
Sugar 14.0 - 6.4 - 6.4 -
Oligosaccharide9) - 18.7 - 8.5 - 8.5
Water  9.8  5.1 2.1 - 2.1 -
Whipping cream 33.3 33.3 - - - -
Gelatin  0.6  0.6 0.6 0.6 0.6 0.6
Emulsifier  0.3  0.3 0.3 0.3 0.3 0.3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FBPS: fermented base made using parched soybean powder
2)FBBS: fermented base made using boiled soybean powder
3)MS: milk ice cream with sugar
4)MO: milk ice cream with oligosaccharide
5)PS: ice cream prepared with sugar and fermented base of parched
soybean powder
6)PO: ice cream prepared with oligosaccharide and fermented base of
parched soybean powder
7)BS: ice cream prepared with sugar and fermented base of boiled
soybean powder
8)BO: ice cream prepared with oligosaccharide and fermented base of
boiled soybean powder
9)Oligosaccharide: oligosaccharide syrup composed of fructooligo-
saccharide 41%, water 25% and the rest of it, glucose and sucrose. 

Table 3. pH, titratable acidity and viscosity of fermented base
prepared using soybean powder and oligosaccharide 

Samples pH  Titratable acidity (%)  Viscosity (cP)

 FBPS1)     4.21 ± 0.023)b4) 0.83 ± 0.02b  1726.4 ±  20.1a

FBBS2) 4.35 ± 0.01a 0.97 ± 0.02a  1458.6 ± 10.2b

1)FBPS: fermented base made using parched soybean powder
2)FBBS: fermented base made using boiled soybean powder
3)Values are mean ± SD of triplicate measurements
4)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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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후 측정한 점도는 볶은 대두분말 발효 베이스가 1726.4 ±
20.1 cP, 삶은 대두분말 발효 베이스는 1458.6 ± 10.2 cP(Table 3)
로 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의 점도가 낮게 나타났다. Lee와
Rha(27)는 요구르트의 점도는 고형분의 함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단백질의 종류 및 칼슘염의 함량에 따라 점
도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Lee 등(28)은 효소 처리
한 콩 아이스크림의 경우 효소처리군의 점도가 비효소처리군 보
다 낮은 것은 효소처리에 의해 가수분해가 진행될수록 점도가 감
소되는데 분산질의 분자량이 작을수록, 또한 입자구조가 구형에
가까울수록 점도가 작아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삶은 대
두분말 발효베이스는 콩을 16시간 동안 수침시켜서 121oC에서 열
처리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에 비해 충
분한 수침에 의해 콩의 열전달이 우수하여 콩 단백질이 보다 저
분자화 되어 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의 점도가 낮게 나타난 것
으로 사료된다. 한편 Bae와 Nam(26)은 우유와 두유를 혼합한 요
구르트의 발효특성에서 두유의 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점도가 높
아져서 우유와 두유의 혼합비가 1:3일 때 균주에 따라 1,280-1,660
cP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생균수: 생균수의 변화(Table 4)는 접종초기에는 낮았으나, 접
종 후 24시간 배양 후 생균수는 볶은 대두분말 발효 베이스가
6.12 × 107 CFU/mL, 삶은 대두분말 발효 베이스의 경우는 8.01 ×
107 CFU/mL로 삶은 대두분말 발효 베이스의 유산균 생육이 우
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 대두의
다당류가 유산균에 의한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Kim 등(29)은 대두유에 L. acidophilus와 Sac. uvarum과 같은 혼
합유산균으로 발효시켰을 때 Sac. uvarum에 의한 대두 내 다당
류의 분해가 우수하여 L. acidophilus의 당 이용성이 높아진 결과
발효 8시간에 약 108 CFU/mL로 최대 균수를 나타내었다고 보고
하였다. 
관능검사: 대두분말 발효 베이스의 관능적인 특성(Table 5)을
살펴보면, 콩 비린 맛과 콩 비린 냄새는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
이를 나타내어 볶은 대두분말 발효 베이스의 경우 콩 비린 맛은

3.15, 콩 비린 냄새는 3.84로 보통 이상의 콩 비린 맛과 냄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삶은 대두분말 발효 베이스는 콩 비
린 맛(2.09)과 콩 비린 냄새(1.11)가 약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맛의 경우는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삶은 대두분말 발효 베이스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신맛과 상큼한 맛의 경우는 볶은 대두분말 발효 베이스와 삶은
대두분말 발효 베이스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어 삶은 대두분
말 발효 베이스가 신맛과 상큼한 맛이 많았으며, 입안의 텁텁한
느낌도 볶은 대두분말 발효 베이스의 경우 평점 4.51로 나타나
텁텁한 느낌이 많았으나, 삶은 대두분말 발효 베이스는 평점 2.23
으로 텁텁한 느낌은 약하고 부드러운 맛을 나타내었다. 종합적인
기호도는 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가 콩 특유의 비린 맛과 냄
새가 약하면서 상큼한 풍미가 많고 입안의 질감이 부드러워서 관
능적인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콩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콩의 독특한 맛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 콩의 독특한 비린 맛은 lipoxygenase
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없애기 위해 열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열처리가 충분치 못하게 되면 콩 가공식품에 콩 비린 맛이 남
게 되며, 또한 영양저해인자의 활성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30, 31).
본 연구에서 삶은 대두분말 발효 베이스는 가공 전에 수침과
정을 통해 조직이 충분히 연화되고 따라서 열전도가 높게 되어
콩의 독특한 비린 맛이 없어지고 입안의 질감도 부드러워져서 종
합적인 기호도가 볶은 대두분말 발효 베이스보다 양호하게 나타
난 것으로 생각된다. 

콩 아이스크림의 품질특성
콩 아이스크림의 조성분: 콩 아이스크림의 조성분(Table 6) 결
과를 보면 우유아이스크림에 비해 조섬유의 양이 많고 탄수화물
의 양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볶은 대두분말 발효베
이스 아이스크림과 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 아이스크림을 비
교하면 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 아이스크림이 상대적으로 조
섬유의 양은 많고 탄수화물의 양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지방의 양은 아이스크림 종류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수분함량과
조단백질함량은 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 아이스크림이 가장 높
았다. 회분 함량은 우유아이스크림이 콩아이스크림에 비해 적었다. 

오브런(Overrun): 아이스크림 제조기에서 동결되는 동안의
overrun(%)변화를 10분 간격으로 40분 동안 측정한 결과(Table 7),
아이스크림 제조기 작동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든 아이스크림
은 30분까지 overrun이 크게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였
다. 설탕 첨가 우유 아이스크림의 overrun이 가장 높은 경향으로
올리고당 첨가 우유 아이스크림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다음
으로는 설탕 첨가 삶은 대두분말 베이스 아이스크림이 높았으나,
올리고당 첨가 삶은 대두분말 베이스 아이스크림과 유의적인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볶은 대두분말 베이스 아이스크림군의 overrun

Table 4. Lactic acid bacteria counts in fermented base prepared
using soybean powder and oligosaccharide 

Samples 
Lactic acid bacteria 

counts of initial stage 
(CFU/mL)

 Lactic acid bacteria 
counts of final stage 

(CFU/mL)

 FBPS1) 1.00 × 107a3)  6.12 × 107b 

FBBS2) 1.05 × 107a  8.01 × 107a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measurements
1)FBPS: fermented base made using parched soybean powder
2)FBBS: fermented base made using boiled soybean powder
3)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Table 5. Sensory evaluation of fermented base prepared using soybean powder and oligosaccharide

Samples Beany taste Beany smell Sweetness Sourness Freshness Thick and tasteless Overall quality

FBPS1) 3.15 ± 0.493)a4) 3.84 ± 0.53a 2.81 ± 0.54a 3.41 ± 0.23b 2.63 ± 0.75b 4.51 ± 0.49a 2.55 ± 0.53b

FBBS2)  2.09 ± 0.22b 1.11 ± 0.14b 3.72 ± 0.46a 4.17 ± 0.42a 3.90 ± 0.17a 2.23 ± 0.55b 4.12 ± 0.17a

1)FBPS: fermented base made using parched soybean powder
2)FBBS: fermented base made using boiled soybean powder
3)Values are mean ± SD of triplicate measurements
4)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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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낮아서 삶은 대두분말 베이스 아이스크림 군과 유의적
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삶은 대두분말 베이스 아이스
크림의 overrun과 볶은 대두분말 베이스 아이스크림 overrun의 유
의적인 차이는 보수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Overrun은 주로 아이스크림의 조직감에 영향을 주므로 아이스
크림의 품질특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Overrun에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는 원료의 조성과 함량, 특히 당함량, 교반기의 회전속도,
냉매량 및 온도 등이며(32), 또한 Kwon(33)은 점도와 보수력이
overrun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는데, 점도와 보수력이 클수록
빙결되는 자유수의 함량이 감소되므로 상대적으로 공기 주입량
이 증가되어 overrun이 증가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콩 아이스크림이 우유아이스크림에 비해 overrun
이 낮았는데 이는 주원료가 상이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Kim과 Lee(16)는 우유아이스크림의 caseinate가 overrun을 증가시
킨다고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콩 아이스크림 mix의 제조
시에 콩기름을 사용하였는데, 액체상태의 oil이 동결과정에서 지
방구간에 응결이 일어나 overrun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34)

으로 생각된다.

녹아내리는 정도: Table 8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로 제조한 콩
아이스크림의 녹아내리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 결과 실온
방치 30분까지 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 아이스크림 군(PS 와
PO)의 녹아내리는 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우유 아이스크림군의
녹아내리는 정도가 가장 컸다. 90분 경과 시에도 같은 경향을 나
타내어서 대조군인 우유 아이스크림군의 녹아내리는 정도가 가
장 컸다. 이는 우유 아이스크림의 overrun이 높은데 기인하는 것
으로 추측이 되며, Lincoln(35)도 overrun이 크게 형성이 되면 공
기의 주입량이 많아져서 빠르게 녹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 아이스크림 군과 삶은 대두분
말 발효베이스 아이스크림 군과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어 삶
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 아이스크림군의 녹아내리는 정도가 컸
는데 이는 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의 점도가 볶은 대두분말 발
효베이스의 점도보다 낮은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Sherman(36)의 연구보고에서도 점도가 높을수록 상온에서 녹아내
리는 정도가 약하다고 하였다. 

냉동에 의한 생균수변화: 대두분말 발효베이스로 제조된 아이
스크림의 생균수(Table 9)를 살펴보면, 시료의 초기 생균수는 삶
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 아이스크림 군이 볶은 대두분말 발효 아
이스크림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같은 처리 군에 있어서 설
탕 첨가구와 올리고당 첨가군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21oC에서 5일간 저장한 후의 균수도 삶은 대두분말 발
효베이스 아이스크림군이 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 아이스크림
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같은 아이스크림군 간에는 냉동에 의한
생균수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의 대두 유용성분의 침출이 용이하다는 것과 수침공
정을 통해 열전도가 우수하여 대두의 고분자물질이 저분자화 되
어 이를 미생물이 이용하기 수월해진 것에 원인이 있는 것(8)으
로 추측이 된다. 

관능검사: 콩 아이스크림의 관능적 특성은 Table 10에 나타내
었다. 비린 맛과 냄새의 경우, 볶은 대두분말 아이스크림군은 평
점 2.70-3.76으로 보통 또는 그 이상의 비린 맛, 냄새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삶은 대두분말 발효 아이스크림군은 비린 맛이
평점 1.45-1.79로 아주 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단맛의 경우는
우유 아이스크림군과 콩 아이스크림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

Table 6. Composition of crude components of ice creams                                                                                                                                 (%) 

Samples Moisture Ash Crude protein Crude lipid Crude fiber Carbohydrate

MS1) 66.67b7) 0.28b 2.38b 7.65a 0.12c 15.80a

MO2) 69.94b 0.31b 2.06b 7.79a 0.27c 16.38a

PS3) 68.70b 0.42a 2.50b 7.24a 4.79b 9.65b

PO4) 69.89b 0.48a 2.96b 7.30a 5.11b 9.25b

BS5) 75.31a 0.44a 3.57a 7.69a 6.84a 6.15c

BO6) 74.52a 0.45a 3.47a 7.60a 6.25a 7.71c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measurements
1)MS: milk ice cream with sugar
2)MO: milk ice cream with oligosaccharide
3)PS: ice cream prepared with sugar and fermented base of parched soybean powder
4)PO: ice cream prepared with oligosaccharide and fermented base of parched soybean powder
5)BS: ice cream prepared with sugar and fermented base of boiled soybean powder
6)BO: ice cream prepared with oligosaccharide and fermented base of boiled soybean powder
7)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7. Overrun of soy ice creams prepared with fermented
base of soybean powder

Samples
Time of operating ice cream machine (min)

10 20 30 40

MS1) 21.22 ± 0.32a7) 37.38 ± 0.56a 41.05 ± 0.49a 31.22 ± 0.76a

MO2) 16.54 ± 0.39b 35.62 ± 0.83a 38.86 ± 0.54a 30.01 ± 0.59a

PS3) 14.27 ± 0.64c 20.90 ± 0.78c 23.41 ± 0.42c 14.25 ± 0.43c

PO4) 14.05 ± 0.28c 18.61 ± 0.57c 21.26 ± 0.27c 13.11 ± 0.36c

BS5) 18.61 ± 0.29b 29.17 ± 0.33b 33.89 ± 0.21b 25.43 ± 0.54b

BO6) 17.64 ± 0.77b 28.53 ± 0.41b 32.09 ± 0.36b 24.87 ± 0.32b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measurements
1)MS: milk ice cream with sugar
2)MO: milk ice cream with oligosaccharide
3)PS: ice cream prepared with sugar and fermented base of parched
soybean powder
4)PO: ice cream prepared with oligosaccharide and fermented base of
parched soybean powder
5)BS: ice cream prepared with sugar and fermented base of boiled
soybean powder
6)BO: ice cream prepared with oligosaccharide and fermented base of
boiled soybean powder
7)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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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며, 신맛은 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 아이스크림
과 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 아이스크림 간에는 유의차가 없었
다. 상큼한 정도는 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 아이스크림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입안의 질감인 텍스쳐는 우유아이스
크림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나 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 아이
스크림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종합적인 품질은 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 아이스크림이 가장 양호하게 평가되었으나
우유 아이스크림군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콩 아이스크림의 혈당개선능 
설탕 첨가 우유 아이스크림(MS)과 올리고당 첨가 삶은 대두분
말 발효베이스 아이스크림(BO)의 경구 혈당반응검사 결과, 시간
에 따른 혈당의 변화는 Fig. 1에 보여지는 바와 같다. 아이스크
림 섭취 후 90분까지는 2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120
분에는 BO군의 혈당이 MS군의 혈당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혈당 면적을 비교한 결과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공복시 혈당이 90 mg/dl 아래인 건강한 20대 여성들을 대상
으로 한 경구 혈당반응검사에서 혈당면적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

 

Table 8. Melt-down of soy ice creams prepared with fermented base of soybean powder (%)

Samples
Time (min)

30 45 60 75 90

MS1) 0.96 ± 0.02a7) 6.01 ± 0.06b 12.71 ± 0.39b 15.84 ± 0.15a 20.17 ± 0.22a

MO2) 0.98 ± 0.09a 7.18 ± 0.13a 14.24 ± 0.24a 17.48 ± 0.23b 21.68 ± 0.39a

PS3) 0.46 ± 0.11c 1.42 ± 0.08e 4.18 ± 0.04e 7.17 ± 0.43d 11.74 ± 0.41c

PO4) 0.51 ± 0.08c 2.58 ± 0.21d 5.27 ± 0.17d 8.09 ± 0.38d 13.28 ± 0.86c

BS5) 0.61 ± 0.05b 3.25 ± 0.19c 6.14 ± 0.81c 10.12 ± 0.52c 15.19 ± 0.27b

BO6) 0.67 ± 0.06b 3.96 ± 0.21c 7.09 ± 0.36c 11.37 ± 0.13c 15.85 ± 0.13b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measurements
1)MS: milk ice cream with sugar
2)MO: milk ice cream with oligosaccharide
3)PS: ice cream prepared with sugar and fermented base of parched soybean powder
4)PO: ice cream prepared with oligosaccharide and fermented base of parched soybean powder
5)BS: ice cream prepared with sugar and fermented base of boiled soybean powder
6)BO: ice cream prepared with oligosaccharide and fermented base of boiled soybean powder
7)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9. Lactic acid bacteria counts of ice creams prepared with fermented base of soybean powder at intial stage and after storage at
-21oC for 5 days (CFU/g)

Items
Samples

PS1) PO2) BS3) BO4)

Number of lactic acid bacteria of initial stage 8.26 × 107B5)Ba6)  8.07 × 107Ba 9.07 × 107Aa 9.12 × 107Aa

Number of lactic acid bacteria after storage at -21oC for 5 days 7.65 × 107Bb 7.01 × 107Ba 8.12 × 107Aa 8.11 × 107Aa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measurements
1)PS: ice cream prepared with sugar and fermented base of parched soybean powder
2)PO: ice cream prepared with oligosaccharide and fermented base of parched soybean powder
3)BS: ice cream prepared with sugar and fermented base of boiled soybean powder
4)BO: ice cream prepared with oligosaccharide and fermented base of boiled soybean powder 
5)A-B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6)a-b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Table 10. Sensory evaluation of ice creams prepared with fermented base of soybean powder

Samples Beany taste Beany smell Sweetness Sourness Freshness Texture Overall quality

MS1)   1.01 ± 0.02c7) 1.00 ± 0.00c 4.17 ± 0.08a 1.02 ± 0.01b 2.35 ± 0.23b 4.43 ± 0.18a 3.59 ± 0.13a

MO2) 1.01 ± 0.01c 1.00 ± 0.00c 3.87 ± 0.15a 1.01 ± 0.02b 2.13 ± 0.72b 4.57 ± 0.23a 3.99 ± 0.07a

PS3) 3.76 ± 0.07a 3.04 ± 0.03a 3.21 ± 0.14ab 3.75 ± 0.13a 1.99 ± 0.11b 2.91 ± 0.26b 2.87 ± 0.69b

PO4) 3.71 ± 0.03a 2.70 ± 0.53a 2.81 ± 0.17b 3.41 ± 0.43a 1.85 ± 0.75b 2.95 ± 0.72b 2.95 ± 0.41b

BS5) 1.79 ± 0.05b 1.37 ± 0.05b 3.85 ± 0.14a 3.99 ± 0.39a 3.21 ± 0.18a 3.67 ± 0.66a 4.03 ± 0.37a

BO6) 1.45 ± 0.04b 1.59 ± 0.05b 3.27 ± 0.16a 3.87 ± 0.42a 3.85 ± 0.07a 3.85 ± 0.49a 4.19 ± 0.28a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measurements
1)MS: milk ice cream with sugar
2)MO: milk ice cream with oligosaccharide
3)PS: ice cream prepared with sugar and fermented base of parched soybean powder
4)PO: ice cream prepared with oligosaccharide and fermented base of parched soybean powder
5)BS: ice cream prepared with sugar and fermented base of boiled soybean powder
6)BO: ice cream prepared with oligosaccharide and fermented base of boiled soybean powder
7)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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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일반 아이스크림인 설탕 첨가 우유 아이스크림의 섭취 후
혈당이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에 올리고당 첨가 삶은 대두분말 발
효베이스 아이스크림을 먹은 경우는 혈당 상승이 서서히 일어나
는 패턴을 보였는데, 이러한 패턴은 식 후 혈당 관리가 매우 중
요한 당뇨 환자에게는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콩 아이스크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콩을 데치고 동
결 건조 한 후 분말화하여 과즙을 첨가하고 혼합 유산균 종균을
배양시켜 대두분말 발효 베이스를 제조한 후 올리고당을 첨가하
여 식감개선, 저칼로리 및 혈당 수준의 개선 특성을 가진 콩 아
이스크림을 제조하여 그 품질 특성과 혈당개선능을 비교하였다.
대두분말을 121oC에서 15분간 가압멸균한 후 30oC로 냉각한 다
음, L. acidophillus KTCT 3164와 L. bulgaricus KCTC 3635 현

탁액을 4.6 × 106 CFU/mL의 농도를 1:1 비율로 혼합한 균주(1%)
를 접종하고 33oC에서 24시간 발효시킨 후 비교한 결과, 삶은 대
두분말 발효베이스가 볶은 대두분말 발효 베이스에 비해 pH는
높았고 점도는 낮았다. 생균수는 접종 후 24시간 배양 후 삶은
대두분말 발효 베이스의 유산균 생육이 우세하였다. 관능검사법
으로 평가한 대두분말 발효베이스의 종합적인 기호도는 삶은 대
두분말 발효베이스가 콩 특유의 비린 맛과 냄새가 약하면서 상
큼한 풍미가 많고 입안의 질감이 부드러워서 관능적인 품질이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볶은 대두분말 베이스 아이스크림이 overrun과 녹아내리는 정
도가 가장 낮았고, 이에 비해 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 아이스
크림은 overrun과 녹아내리는 정도가 증가하여 품질 특성이 현저
하게 향상되었다. 냉동에 의한 생균수의 변화는 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 아이스크림군이 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 아이스크
림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같은 아이스크림 군 간에는 냉동에
의한 생균수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관능검사에 의한 아이스
크림의 텍스쳐는 우유아이스크림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나 삶
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 아이스크림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종
합적인 기호도는, 우유 아이스크림과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 아이스크림이 가장
양호하게 평가되었다. 
건강한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아이스크림의 경구 혈당반응
검사 결과, 설탕 첨가 우유 아이스크림과 올리고당 첨가 삶은 대
두분말 발효베이스 아이스크림 사이에 혈당 면적은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아이스크림 섭취 후 120분 혈당은 올리고당 첨가
삶은 대두분말 발효베이스 아이스크림을 먹은 경우가 설탕 첨가

우유 아이스크림을 먹은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혈
당 증가가 완만하여 식사 후 혈당관리가 중요한 당뇨환자에게는
일반 아이스크림보다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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