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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한국인에게 합한 단백질 바를 개발하기 하여 한국과 미국의 시 되고 있는 단백질 바의 

라벨 분석을 하 다. 한 조사한 단백질 바의 단백질 함량과 일일단백질섭취량, 단백질 권장섭취량(DRI), 

그리고 단백질 에 지섭취분율(AMDR)과 비교 분석하 다. 단백질 바는 두 나라의 오 라인과 온라인 마

켓을 통해 한국의 17개 제품과 미국의 113개 제품을 수집하 고, 양소 함량과 원재료를 조사하 다. 그 

결과, 미국의 단백질 바가 한국의 것에 비해 1회 제공량이 더 많기 때문에 체 인 양소의 함량도 높았

는데, 특히 100g으로 환산하 을 때 단백질과 나트륨의 함량은 큰 차이로 높았다. 원재료를 통한 단백질 

소재를 분석하 을 때, 한국은 분리 두단백(SPI)이, 미국은 분리유청단백(WPI)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이는 나라별 식품의 선호와 친숙함에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 으로, 두 나라의 식습 과 단백질 

원에 한 섭취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합한 단백질 바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

며,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들이 단백질 바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것이다.

 
■ 중심어 :∣단백질 바∣탐색적 연구∣라벨 분석∣식품컨텐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abeling of commercial protein bars in Korea and 

USA to develop Korean protein bars. Furthermore, we compared protein contents of products 

with daily protein intake, DRI, and AMDR. The protein bars were sampled in off- and on-line 

markets of both countries, with 17 in Korea and 113 in the US. As the results, since US products 

have bigger than one serving size than Korean ones, the intake of overall nutrients is higher, 

especially protein and sodium. Protein contents (per 100 g) of products in US were higher than 

those of Korea. The highest protein was soy protein isolate (SPI) in Korea and whey protein 

isolate (WPI) in the US. This is thought to be influenced by the preference and familiarity of 

food according to the country. In conclusion, since there are difference in eating habits, intake 

and preference of the protein source, it is necessary to develop suitable protein bars for Koreans. 

Therefore, this research provides the baseline of protein bars for consumers to choos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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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식품시장에서 편의성이 식품선택의 요한 요

소로 떠오르면서 간편식, 편의식 등의 개념이 발달하

다. 특히 스낵류 에서 바(Bar)는 간편하고 양소가 

농축되어 있어 간식과 식사 용의 간편식으로 많이 이

용되고 있다. 바(Bar)는 곡물과 과일, 그리고 견과류 등

의 다양한 재료에 결착제를 사용하여 바(bar)형태로 가

공한 식품이다[1]. 시리얼 바(cereal bar), 스낵 바(snack 

bar)로 불리고 있으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

유 등의 양소가 압축되어 있어 단기간에 에 지를 낼 

수 있고 휴 가 용이한 장 이 있다[2]. 

 세계 으로 바(bar) 제품의 매량과 수량이 많은 

미국의 경우, 스낵 바(snack bars)는 재료에 따라 시리

얼 바(cereal bars), 에 지 바(energy bars), 과일  견

과 바(fruit and nut bars), 기타 스낵바로 구분된다. 미

국 스낵 바 시장의 최근 3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도 약 60억 달러, 2015년도 약 65억 달러이며 

2016년도에는 약 68억 달러로 매출액이 꾸 히 상승하

고 있다. 체 스낵류 1,480억 달러 시장  약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은 세 에서 아침식사 용으로 에

지 바, 과일견과 바 등을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

승세는 더 커질 것으로 측된다[3]. 

특히 최근 특정 양소를 강화하여 그 기능성을 강조

하는 바(bar)가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단백질 바

의 경우 근육을 키우기 해 운동하는 사람을 한 목

으로 매되었으나 최근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

에게도 인기가 있다[4]. 

단백질 바에 한 기존의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으며, 국외에서는 단백질 바 제조 시 단

백질의 응집과 질감에 한 연구[5], 단백질 소재에 따

른 장기간  단백질 바 품질특성에 한 연구[6], 단

백질 소재의 소비자인식에 한 교차문화  연구[7], 특

정 단백질 소재 농도에 따른 단백질 바의 질감 등의 변

화  단백질 바의 장  물리화학  특성에 한 연

구[8] 등이 있다. 부분 단백질 바의 상품개발  품질

특성, 재료와 결착제에 한 연구로 한정되었고 국가별 

단백질 바에 한 규격과 재료, 양성분에 한 비교

연구는 부족하다. 

국내에서는 단백질 보충을 목 으로 하는 단백질 바 

제품이 많이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들이 해외사이트를 통해서 미국의 제품을 수입해서 섭

취하고 있다. 미국의 모든 식이보충제는 식품으로 분류

되며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리를 

받게 된다. 식이보충제 에서 미국에서 매되는 주된 

상품은 단백질 보충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효과나 

안정성에 하여 의약품처럼 시  에 FDA승인을 받

아야 하는 차는 없기 때문에 미국의 단백질 보충제는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며[9], 국내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불안함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한 미국의 단백질 

바에는 단백질 일일권장섭취량의 30% 이상을 포함하

는 제품도 많은데, 몸의 상태에 맞지 않게 과잉의 단백

질을 섭취하게 되면 단백질의 분해 과정에서 간과 신장

에 무리가 가며 오히려 콜 스테롤이 증가하여 질환의 

험이 높아질 수 있다[10]. 

 세계 으로 식품에 한 안 이 요한 이슈가 되

면서 국내 소비자들도 과거와 같이 단순히 해외에서 수

입되는 제품을 맹목 으로 소비하지 않는다. 국가 기

에서 식품에 한 안 성을 확인하고 검증해 주며, 올

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백질 바를 구매하고 섭취하는 소

비자들에게 단백질 바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 도움을 

과 동시에 한국인에게 맞는 단백질 바를 개발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 이 있다. 이를 해 미

국과 한국의 단백질 바를 구입하여 제품의 라벨을 통해 

양성분  원재료를 분석하 다. 이를 통해 두 나라 

단백질 바의 양성분 별 함량을 비교분석 하 고, 더 

나아가 두 나라의 국민건강 양조사를 바탕으로 일일

단백질섭취량, 1일 단백질 권장섭취량(DRI), 그리고 1

일 단백질 에 지섭취분율(AMDR)과 단백질 바의 단

백질 함량을 연 지어 분석하 다. 한 원재료 조사를 

통해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단백질 소재 종류를 분석하

고, 더 나아가 두 나라의 국민건강 양조사를 통한 

단백질 원을 참고하여 단백질 섭취 원에 한 나라

별 문화  요인, 선호  기호도의 측면에서 단백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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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n=맛 종류 
개수)

량
(g)

열량
(kcal)

단백
질
(g)

총지
방
(g)

포화
지방
(g)

총탄
수화
물
(g)

식이
섬유
(g)

당류
(g)

나트
륨
(mg)

K_PB 1 
(n=5)

30 140 5 8.2 3.5 13.6 3.6 10 50

K_PB 2 
(n=2)

50 222.5 11 9 6 25 0 11.5 135

K_PB 3
(n=2)

35 148 11 5.6 1.2 15.8 5 6.9 15.5

K_PB 4
(n=1)

40 165 11 5 3.2 21 0 9.6 90

K_PB 5
(n=1)

40 150 11 2.9 1.7 20 0 8 140

표 1. 국내산 단백질 바의 영양성분

의 단백질 소재 종류에 한 비교분석을 하 다. 단백

질 바에 한 비교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인들에게 

합한 상품 개발  우수 상품 유통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소비자들이 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수집 및 방법  

한국의 오 라인 마켓(Oliveyoung, Watsons)  온

라인 마켓에서 17개, 미국의 오 라인(Kroger, Whole 

Foods Market)  온라인 마켓(Amazon)에서 113개 단

백질 바 제품을 구입하 다. 구입한 샘  뒷면의 라벨을 

통해 양성분(Nutrition Facts)  원재료(Ingredients)

를 분석하 다. 제품을 선택한 기 은 한국은 식품의약

품안 처 식품표시기 의 고단백 기 , ‘100g 당 11g이

상’을 참고하 다[11]. 미국은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식품표시기   단백질의 “high”, 

“rich in”이 용되려면 권장섭취량의 20%이상의 단백

질을 포함한다는 규정에 따라, 약 10g이상이면 고단백

이라고 여겨지며 이를 기 으로 제품을 선정하 다[9]. 

조사에 사용된 단백질 바는 동일 랜드의 제품  맛

이 상이한 제품을 묶는 방식으로 분류한 결과, 국내 단

백질 바는 총 17종이 10개로 분류되었으며, 미국 단백

질 바는 총 113종이 20개로 분류되었다. 

2. 연구방법

2.1 영양성분 분석

분류된 제품은 한국과 미국에서 공통 으로 기재된 

항목인 량  8가지 양성분(열량, 단백질, 총지방, 

포화지방, 총탄수화물, 식이섬유, 당류, 나트륨)을 조사

하여 기술  분석(Mean, SD, Max, Min)을 하 다. 

한 100g 당 양성분의 함량을 환산하여 두 나라 제품

을 비교하 다.

2.2 단백질 함량 및 영양지표 분석

국내산 단백질 바와 미국산 단백질 바의 단백질 함량

의 평균을 비교하고 이를 양지표와 비교  분석하

다. 양지표는 두 나라의 국민건강 양조사를 참고하

여 일일단백질섭취량, 권장섭취량(DRI), 그리고 에 지

섭취분율(AMDR)에 따라 두 나라 단백질 바의 단백질 

함량을 비교하 다.  

2.3 단백질 소재 및 단백질 급원 분석

미국산 단백질 바와 국내산 단백질 바의 원재료를 조

사하여 단백질 소재를 분석하 다. 한 두 나라의 단

백질 바의 단백질 소재에 한 차이를 한국과 미국의 

국민건강 양조사에 나타난 단백질 원에 따라 문화

 에서 근거를 분석하 다.

2.4 통계분석

SPSS 19.0을 이용하여 각 제품의 양소 함량에 

한 기술  분석(Mean, SD, Max, Min)  단백질 소재 

종류의 빈도분석을 하 다. 한 두 나라의 단백질 바

의 단백질 함량의 편차에 한 비교는 XLSTAT 2016

을 통해 나타내었다.

Ⅲ. 연구결과 

1. 영양성분 분석

국내산 단백질 바의 량  8가지 양성분에 한 

조사는 [표 1]과 같다. 제품 별 2개 이상의 맛이 있는 경

우에는 평균을 내어 기재하 다.



한국형 단백질 바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과 미국의 시판 단백질 바의 라벨 분석을 중심으로- 651

K_PB 6
(n=2)

35 140 10 4 1.8 15.5 0 10.5 22.5

K_PB 7 
(n=1)

25 127 6 7 0.8 10 0 2 30

K_PB 8 
(n=1)

40 170 11 5 3.5 22 0 8.6 65

K_PB 9
(n=1)

28 120 7 3.9 0.9 14 0 6 80

K_PB 10 
(n=2)

30 162.5 4 10.5 1.3 12.5 2 6.5 0

미국산 단백질 바의 량  8가지 양성분에 한 

조사는 [표 2]와 같다. 제품 별 2개 이상의 맛이 있는 경

우에는 평균을 내어 기재하 다.

제품명
(n=맛 종류 
개수)

량
(g)

열량
(kcal)

단백
질
(g)

총지
방
(g)

포화
지방
(g)

총탄
수화
물
(g)

식이
섬유
(g)

당류
(g)

나
트
륨
(mg)

US_PB 1 
(n=4)

63.5 220 14.8 7 3.9 23.8 1 16.8 160

US_PB 2 
(n=7)

68 274.3 20 9.4 5.3 29 2.3 21.1 244.3

US_PB 3  
 (n=3)

48.3 176.7 12 6 3.3 21.3 3 14.3 256.7

US_PB 4 
(n=5)

65 272 10.6 10.4 2.4 35.8 2.6 11.8 49

US_PB 5 
(n=2)

50 200 10 5 3 28.5 1.5 14.5 255

US_PB 6 
(n=2)

50 195 10.8 5 3.1 27.5 1.9 14.3 178

US_PB 7 
(n=4)

50 190 13.5 7 2 21 7 5 120

US_PB 8
(n=2)

60 190 20 4.8 2.8 25 12 2 172.5

US_PB 9 
(n=6)

60 251.7 21.7 7 3.6 29.7 3.3 18 170.8

US_PB 10
(n=6)

75 288.3 20 6.8 4.2 38 2.3 26.8 216.7

US_PB 11
(n=12)

60 178.3 20.2 7.6 1.7 22.2 13.8 1.3 205

US_PB 12 
(n=4)

60 282.5 17 15.8 1.3 20.8 3.8 13.5 26.3

US_PB 13
(n=6)

52 210 12 8.5 0.8 23 3.7 14.7 142.5

US_PB 14
(n=2)

48 225 11.5 10.5 8 21.5 2 13 30

US_PB 15
(n=7)

51 195.7 19.7 5.4 3.4 16.1 1.3 2.6 143.6

US_PB 16
(n=4)

40 205 13.5 12.8 5.8 9.5 1 5 110

US_PB 17
(n=6)

58 235.8 11.5 10.8 1.9 28.5 4 15.8 114.2

US_PB 18 
(n=12)

60 236.7 20 8.5 3 24.1 1.1 0 223.3

US_PB 19
(n=6)

62 258.3 13.7 9.9 3.8 31.7 3.2 18.2 70.8

US_PB 20
(n=13)

46.2 199.2 12.5 7.1 4.1 22 1.6 14.5 217.7

표 2. 미국산 단백질 바의 영양성분

량  8가지 양성분에 한 국내산 단백질 바는 

량의 경우 평균과 표 편차는 35.30±7.44g이고, 평균 

량인 35.30g당 열량은 154.5kcal, 단백질 8.7g, 총지방 

6.11g, 포화지방 2.38g, 총탄수화물 16.94g, 식이섬유 

1.06g, 당류 7.96g, 그리고 나트륨 62.80mg이었다. 미국

산 단백질 바는 량의 경우 평균과 표 편차는 

56.35±8.54g이고, 평균 량인 56.35g당 열량은 

224.2kcal, 단백질 15.24g, 총지방 8.26g, 포화지방 3.37g, 

총탄수화물 24.94g, 식이섬유 3.61g, 당류 12.16g, 그리

고 나트륨 155.3mg이었다[표 3].  

국내산 단백질 바와 미국산 단백질 바 제품을 1회 섭

취 분량으로 비교한 결과, 량은 한국의 경우 35.30g이

고, 미국의 경우 56.35g으로 평균 으로 미국산 단백질 

바 제품이 국내산 단백질 바 제품의 약 1.6배 다. 열량

의 경우 국내산은 154.5kcal, 미국산은 224.2kcal으로 약 

1.5배 다. 단백질의 함량 역시 미국산이 국내산에 비

해 약 2배 정도 높았다. 뿐만 아니라 총지방, 포화지방, 

총탄수화물, 식이섬유, 당류, 나트륨의 함량도 미국산이 

국내산보다 높은 수치를 보 다.

한국 미국

최소 최 평균
표 편
차

최소 최 평균
표
편차

중량(g) 25.00 50.00 35.30 7.44 40.00 75.00 56.35 8.54

열량(kcal) 120.0 222.5 154.5 28.81 176.7 288.3 224.2 36.04

단백질(g) 4.00 11.00 8.70 2.87 10.00 21.00 15.24 4.06

총지방(g) 2.90 10.50 6.11 2.48 4.75 15.75 8.26 2.83

포화지방(g) 0.80 6.00 2.38 1.65 0.75 8.00 3.37 1.65

총탄수화물(g) 10.00 25.00 16.94 4.8 9.50 38.00 24.94 6.49

식이섬유(g) 0 5.00 1.06 1.85 1.00 13.75 3.61 3.47

당류(g) 2.00 11.50 7.96 2.77 0 26.80 12.16 7.23

나트륨(mg) 0 140 62.80 48.6 26.25 256.7 155.3 72.6

표 3. 국내산과 미국산 단백질 바의 영양성분 별 비교

그러나 양소를 단백질 바 량 100g 으로 환산했을 

때, 국내산 단백질 바가 미국산 단백질 바에 비해 단백

질과 나트륨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가지의 양소(열량, 

총지방, 포화지방, 총탄수화물, 식이섬유, 당류)에서 더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두 나라간 단백질 바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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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미국산이 모든 양소에서 한국 제품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지만, 100g의 량으로 환산했을 때, 

양성분  단백질과 나트륨만 미국산이 높았다. 미국

산 단백질 바가 국내산 단백질 바 보다 단백질은 약 

5g/100g, 나트륨은 약 120mg/100g 정도가 더 많이 함

유되어 있었다[그림 1].

그림 1. 국내산과 미국산 단백질 바의 100g 기준 영양성분 

별 평균 비교

미국산 단백질 바는 평균 으로 체 량 56g 당 

15g의 단백질을 함유, 즉 단백질의 함유율이 약 26%를 

차지한다. 각각 개별  제품으로 보면, 단백질 함량 20g

이 넘는 제품이 117개  50개(약 43%)이며, 이  부

분의 제품은 량 60g  20g의 단백질을 함유하여 

30%의 단백질 함유율을 가진다. 단백질을 강화하기 

한 목 으로 만들어진 바이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높

으며, 종류의 다양성에 따라 단백질 함량의 편차가 한

국제품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그림 2].

그림 2. 국내산과 미국산 단백질 바의 100g 기준 단백질 함

량 편차 비교

2. 단백질 함량 및 영양지표 분석

미국제품이 단백질 바가 다양하고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데에는 한국과 미국의 1일 단백질 섭취

량, 1일 권장섭취량, 그리고 에 지섭취분율(AMDR)의 

차이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1일 권장섭취량(DRI)는 

두 나라 모두 체  1kg 당 0.8g의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기 로 한다. 두 나라의 DRI는 큰 차이가 없지만, 단백

질 원 에 지섭취분율(AMDR)은 한국은 체 에 지

양소  단백질을 7-20% 이며, 미국은 10-35% 이다. 

한 미국의 1일 단백질 섭취량(평균 79g)은 한국(평균 

73.2g)에 비하여 약 6g 정도를 하루에 더 섭취하고 있었

으며 에 지 원으로서 단백질 섭취량의 분율도 더 높

다[12][13]. 단백질 바의 단백질 함량은 한국(평균 약 

8.70g)보다 미국(평균 약 15.24g)이 약 2배정도 높았다. 

단백질로서 에 지를 더 많이 얻고 있고, 단백질 바의 

단백질함량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3. 단백질 소재 및 단백질 급원 분석

두 나라의 단백질 바의 원재료를 조사하고 그  단

백질 소재의 종류를 원료에 따라 분류하 다. 단백질 

소재의 종류는 크게 4가지인 우유, 두, 계란, 로부

터 추출되어 정제된 단백질이 사용되고 있었다. 단백질 

소재는 국내산 단백질 바의 경우, 총 9종류의 단백질 소

재의 종류가 있었고, 미국산 단백질 바의 경우 23종류

의 단백질 소재의 종류가 있었다[표 4]. 

국내산 단백질 바의 경우, 두단백질(Soy protein, 

Soy Protein Isolate, Pea Protein)이 체의 약 52%로 

가장 많았고, 그  분리 두단백(SPI)이 체의 약 

2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다. 그 다음으로 우

유단백질(Milk, Whey, Casein)이 34%를 차지하 다

[그림 3]. 한국에서는 재 개발된 단백질 소재가 다양

하지 않았고, 한 제품에 하나의 단백질 소재 종류가 들

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산 단백질 바의 경우, 우유단백질이 체의 58%

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우유단백질에는 Milk, 

Whey, Casein을 이용하여 가공한 많은 종류의 단백질 

소재가 존재했다. 그  분리유청단백(WPI)가 22%로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그림 4]. 미국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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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은 하나의 제품에 최소 3개 이상의 단백질 소재가 혼

합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국내산에 비하여 단백

질 소재가 다양했다.

종류 국내산 미국산

우유
단백질

Milk Protein (MP)

Milk Protein 
Concentrate(MPC)

Milk Protein Concentrate 
(MPC)

Milk Protein Isolate (MPI)

Partially   Hydrolyzed Milk 
Protein Isolate (PHMPI)

Whey Protein(WP) Whey protein (WP)

Whey Protein Isolate(WPI) Whey Protein Isolate (WPI)

Whey Protein 
Concentrate(WPC)

Whey Protein Concentrate 
(WPC)

Whey Protein Hydrolysate 
(WPH)

Casein

Calcium Caseinate (CaC)

Sodium Caseinate (NaC)

대두
단백질

Soy Protein(SP) Soy Protein (SP)

Soy Protein Isolate(SPI) Soy Protein Isolate (SPI)

Soy Protein Concentrate 
(SPC)

Pea Protein(PP) Pea Protein (PP)

계란
단백질

Egg Protein(EP) Egg Protein (EP)

Egg White Protein(EWP) Egg White protein (EWP)

Pasteurized Whole Egg 
Powder (PWEP)

쌀
단백질

Rice Bran (RB)

Brown Rice Protein (BRP)

Sprouted Brown Rice 
Protein (SBRP)

Sprouted Whole Grain 
Brown Rice protein (SWBRP)

표 4. 국내산과 미국산 단백질 바의 영양성분 별 비교

그림 3. 국내산 단백질 바의 단백질 소재 빈도분석

그림 4. 미국산 단백질 바의 단백질 소재 빈도분석

단백질 소재에 한 두 나라간의 차이는 두 나라의 

국민건강 양조사에 따르면, 단백질 원이 다르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14][15]. 한국의 경우, 곡류 주의 

식문화가 발달하 기 때문에 곡류를 통해 얻는 단백질 

섭취가 가장 높은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육류 심의 

식습 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류의 섭취 비율이 가

장 높았다. 한 한국은 곡류  두류(Soy)가 1일 3.4g

으로 섭취하며 단일항목으로 조사될 만큼 많은 비율을 

차지하 는데[14], 이는 한국의 단백질 바에 두단백

질 소재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미국은 유제품(우유와 치즈 등)이 1

일 11.2g을 섭취하는 등 단백질 원으로서 많이 섭취

하며[13][15][16], 이는 미국의 단백질 바에 우유단백질

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다양한 종류의 우유단백질 소재

가 존재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 한국의 곡류 

심의 식문화는 식물성 단백질을 시하고, 미국의 육류 

심의 식문화는 동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및 고찰

최근 식품 패키지의 라벨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정

보를 제공해 주기 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국

내에서는 가공식품라벨 표시정보를 이용하여 식품의 

품질 평가를 한 모바일 앱을 개발한 연구[17]가 있다. 

한 해외에서는 식품라벨조사를 통한 기술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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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양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식품 정보를 제공

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써 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시  가공식품 937개

에 하여 나트륨과 나트륨 련 양소(Potassium, 

Total Dietary Fiber, Total and Saturated Fat, and 

Total Sugar)를 민간 랜드와 국가 랜드로 나 어 기

술  분석을 하 다[18]. 캐나다에는 40,000개의 당 첨

가 가공식품  음료에 한 라벨의 기술  분석을 함

으로서[19],  세계에서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나트륨’과 ‘당’에 해 국가  차원에서의 가공식

품 양성분 라벨에 한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식품 라벨의 기술  분석은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한 정책  방법으로도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에게 맞는 단백질 바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한국과 미국에서 시 되

고 있는 130여개의 단백질 바를 조사하 다. 단백질 바

의 양성분  원재료를 바탕으로 양학  측면에서 

두 나라 단백질 바의 양성분의 기술  분석을 하

다. 이러한 식품라벨을 통한 양성분  원재료의 기

술  분석을 한 후, 단백질 바의 단백질 함량을 두 나라

의 국민건강 양조사를 바탕으로 양 지표와 비교하

고 단백질 소재의 차이에 하여 단백질 원  식

생활 문화  측면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 다. 

조사 결과, 체 으로 미국산 단백질 바 제품이 더 

다양하며 1회 제공되는 분량이 한국의 제품에 비해 많

았으며, 이에 따라 라벨의 량  양성분에 나와 있

는 총 8가지 양성분(열량, 단백질, 총지방, 포화지방, 

총탄수화물, 식이섬유, 당류, 나트륨)의 함량도 높았다. 

이는 미국에서는 고열량, 고단백 단백질 바를 식사 용

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단백질 바’ 

보다는 양보충을 한 ‘ 양 바’의 개념에서 간식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두 나

라 단백질의 권장섭취량(DRI)는 차이가 거의 없지만 

미국에서는 단백질로서 에 지를 얻는 단백질 에 지

섭취분율(AMDR)이 한국보다 높으며 실제 미국인들의 

1일 단백질 섭취량도 한국인에 비해 더 많았다. 

원재료를 통한 단백질 소재 분석에서는 미국산 단백

질 바에서 더 다양한 단백질 소재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한국에 비해 단백질 소재에 한 심이 많고 단

백질 식품에 한 개발도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두를 이용한 단백질이 주를 

이루었는데, 두 자체의 단백질(Soy protein)과 분리

두단백(SPI)을 많이 사용하 다. 미국 등 외국에서 

향을 받아 최근에는 유청을 분리한 분리유청단백

(WPI)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유제품을 

분리하여 세부 으로 나눠 단백질 소재로 이용되고 있

다. 한 다양한 방식으로 분리·정제 과정을 거쳐 개발

된 단백질 소재가 존재하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최근 유제품에서 추출한 단백질 소재에 한 연구

에는 우유 단백질을 강화한 음료에서 나타나는 능  

특성과 카제인과 유청 단백 성분의 물성학 , 이화학 , 

그리고 능  분석을 한 연구[20]가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유청 단백에서 나타나는 문제 인 ‘입마름’의 

특성에 하여 ‘열 변성’의 에서 이를 해결하기 

한 유변학 , 능  특성에 한 연구[21]가 진행되었

다. 한 유청 단백에 비해 소화와 흡수가 느린 카제인

에 하여 노인을 상으로 카제인 섭취를 통한 아미노

산의 소화와 흡수, 그리고 근육 단백질의 합성에 한 

연구[22]가 진행되어 카제인의 새로운 단백질 소재로써

의 활용이 기 되고 있다. 한 단백질 강화 식품에 가

장 많이 이용되는 유청 단백과 두 단백에 해 능

 특성을 조사한 연구[23], 장기간 동안 유청 단백과 

 단백을 보충제로 섭취한 후, 몸의 구성성분과 운동

수행능력의 변화를 측정한 연구[24] 등 다양한 단백질 

소재의 개발과 함께 보충제로써 단백질의 특성과 효과

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두 나라의 단백질 소재에 한 차이는 단백질 식품의 

원과 식생활 문화  측면에서 서양은 육류 심의 식

생활 문화, 동양은 곡류 심의 식생활 문화라는 

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유제품을 

활용한 단백질 소재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러한 소재에 한 한국인의 기호가 반드시 높지만은 않

을 것이다. 단백질을 강화한 식품을 개발할 때, 한국인

의 문화와 기호에 맞는 단백질 소재를 사용하는 것은 

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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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인의 건강과 기호에 

맞는 다양한 곡류를 이용한 단백질 소재의 개발이 요

할 것이며, 곡류의 잉여 생산물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의 경우, 소비

량이 차 감소함에 따라 재고량이 늘어나[25] 잉여 

을 이용하기 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26]. 을 

도정한 후 남은 부산물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

나 단백질 소재로써 개발이 미흡한 상태이다. 은 두

류나 우유와 비교했을 때, 알 르기 반응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27] 

단백질 소재로 개발하여 단백질 식품에 첨가한다면 좋

은 소재가 될 것이다. 이처럼, 국내 곡류를 이용한 단백

질 소재에 한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한다. 

단백질 바의 규격과 재료, 양성분에 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를 통해, 앞으로 더 다양한 단백질 소

재의 개발과 함께 한국인의 체형과 건강상태, 그리고 

식품 선호  기호에 맞는 단백질 바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국가별 제품의 라벨 분석을 통

해 식품 컨텐츠를 확립함으로서 본 연구는 식품 개발 

 연구의 기 자료로서 도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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