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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tofu (soybean curd) prepared with added
alfalfa extracts (Medicago sativa L.). The moisture content, yield, and pH of tofu decreased according to the in-
crease of an added quantity of alfalfa extract, whereas the crude protein and turbidity increased. The tofu made
with additional alfalfa extracts gave a similar amount of crude ash with that of the control. The Hunter's L
(lightness) color value decreased as the content of alfalfa extract increased, but the a (redness) and b (yellowness)
values increased with increasing alfalfa extract concentration. Textural properties for hardness were higher but
cohesiveness, springiness, gumminess, and brittleness were lower in alfalfa extracts with added tofu compared
to those of control. Isoflavones such as daidzein and genistein content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 of alfalfa extracts. A sensory evaluation indicated that the group with a 0.5% alfalfa extract showed
the best color, flavor, taste, and overall acceptability results. In conclusion, adding alfalfa extracts could improve
the physicochemical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to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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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두부는 콩을 이용한 대표적인 가공식품으로 예로부터 우

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지에서 식용되어온 콩 단백질

식품으로서 곡류 위주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필수아

미노산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소화흡수율이 높고, 값

이 저렴하면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품 중의 하나이다

(1,2).

두부의 품질 및 영양성분은 대두의 종류, 두유의 농도, 두

유의 추출, 가열 온도와 시간, 응고제의 종류와 양, 응고시간

및 성형압력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

적으로 수분은 85%, 조단백질 7.8%, 조지방 4.2% 등을 함유

하고 있고 100 g당 84 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다(3,4). 최근에는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두부 제조 시 영양성분을 강화하거나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천연소재를 첨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보고되고 있다. 관련 연구로는 수용성 키토산 분해

물질을 첨가하여 항균력과 기능성을 부여한 두부(5), 녹차

(6), 클로렐라(7), 허브(8), 마늘(9), 복분자(10), 강황(11), 석

류 농축액(12), 수수가루(13), 스피루리나(14), 함초(15) 등을

첨가하여 관능적 및 물리적 특성을 향상시킨 두부 등 기호

성, 저장성 및 기능성 등을 향상시키고자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또한 두부에는 영양학적 우수성 이외에 isoflavones류가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지면서 기능성식품 소재로서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콩 및 두부의 주요 isoflavones은

daidzein과 genistein으로 이들은 체내에서 에스트로겐과 유

사한 작용을 하는 phytoestrogen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16).

알팔파(Medicago sativa L.)는 콩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

본식물로 자주개자리라고도 불리고 원줄기는 곧게 30～90

cm까지 자라서 가지가 갈라진다. 알팔파에는 단백질 함량이

25% 이상이며 그 외의 영양성분의 조성도 매우 우수하여

(17), 오래전부터 어린 전초를 샐러드로 섭취하거나 또는 다

른 식품에 곁들여 식용으로 이용해 왔다. 지금까지 알팔파의

재배(18), 영양학적 성분함량(17), 동물사료로의 이용가치



124 김상은․이상원․염동민․이문조

(19)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으나, 생물학적 활성

과 관련 있는 기능성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20).

최근에는 알팔파에는 phytoestrogen의 일종인 quercetin과

coumesterol이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인체 내에서의 기능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용하는 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이 우수한 알팔파를 이용하여

두부의 기능성을 높이고, 알팔파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알팔

파의 첨가량에 따른 두부를 제조하여 이화학적 특성 및 iso-

flavone 함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대두(백태) 및 알팔파 씨앗은 대형마트

에서 구입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두부 제조를 위한 응고제

는 염화마그네슘(MgCl2·6H2O, Taejin GNS Co., Ltd.,

Incheon, Korea)을 사용하였으며, isoflavone 분석용 시약은

Sigma(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그

밖에 사용된 추출용매 및 시약은 analytical 및 HPLC 등급을

사용하였다.

알팔파 첨가 두부 제조

대두를 수돗물에 12시간 침지하여 불린 후 증류수로 가수

량을 9배로 하여 분쇄기(MX-2050, Braun, Frankfurt, Ger-

many)로 5분간 마쇄하고 여과포로 여과하여 비지를 제거하

였다. 알팔파는 시료 중량에 대하여 10배의 증류수를 첨가하

여 80oC에서 3시간 환류 냉각하면서 2회 반복 추출하고

Rotary evaporator(N-1000S, EYELA, Tokyo, Japan)로 감

압 농축하여 두부 제조에 첨가하였다.

두부의 제조는 두유 1,000 mL을 80oC의 water bath에서

10분간 중탕하면서 응고제 0.5%와 알팔파 씨앗 추출물 0,

0.25, 0.5, 0.75 및 1%를 첨가한 후 실온에서 10분간 방치하여

응고시켰다. 응고물은 소형의 두부 틀(12×12×11 cm)에 넣

고 2 kg의 누름돌로 20분간 압착 성형하여 두부를 제조하였

으며, 10일간 냉장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Isoflavone

분석 시료는 제조된 두부를 동결건조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일반성분

제조된 두부의 일반성분 분석은 AOAC법(22)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수분함량은 105oC 상압가열건조법으로 측정하

였으며, 단백질 함량은 Kjeldahl 질소정량법, 회분은 건식회

화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율, pH 및 탁도 측정

두부의 수율은 대두량에 대하여 가수량을 10배로 하고 얻

어진 두유로부터 만들어진 생두부의 무게를 측정한 후 사용

한 원료 대두 g당 얻어지는 두부 무게와의 비율에 대한 %로

나타내었다. 두부의 pH는 제조된 두부 5 g에 증류수 50 mL

을 가하여 마쇄한 후 pH meter(K-360, KjelFlex, Flawil,

Switzerland)로 측정하였으며, 탁도는 제조된 두부의 순물

을 여과지(No 2, Advantec, Tokyo, Japan)로 여과한 후 여액

을 spectrophotometer(UV-1201, Shimad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600 nm에서 흡광도를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색도 측정

색도의 측정은 Hunter 체계를 이용한 색차계(CR-300,

Minolt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명암도를 나타내는 L값

(lightness),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redness), 황색도를 나

타내는 b값(yellowness)을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

다. Standard color value는 L값 96.28, a값 0.08, b값 1.80인

calibration plate를 표준으로 사용하였다.

조직감 측정

알팔파 첨가 두부의 조직감은 일정한 크기(3×3×2 cm)로
잘라 Rheometer(Compac-100, Sun Sci. Co., Koyto, Japan)

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측정조건은 distance 7.0

mm, adaptor type: cycle, weight of load cell 2 kg, table

speed: 60 mm/min의 조건으로 하여 경도(hardness), 탄력성

(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 검성(gumminess), 깨

짐성(brittleness)의 값으로 나타내었다.

Isoflavone 함량 분석

이소플라본 성분의 정량은 Seo 등(23)의 방법에 따라 분석

하였다. 동결건조 시료 1 g을 취하여 1 N HCl 15 mL을 넣고

100oC 항온수조(BS-21, JEIO tech, Daejeon, Korea)에서 90

분 동안 가수분해를 하였다. 이를 상온에서 30분간 냉각한

후 methanol 35 mL을 추가하여 3,000 rpm에서 1시간 동안

원심분리 하여 추출하였다. 상층액 일부를 취하여 0.2 μm

PTFE syringe filter(Cat No. 25JP020AN, Advantec)로 여

과하여 HPLC 분석 시료로 이용하였다. Isoflavone의 표준물

질은 genistein과 daidzein(Sigma Chemical Co.)을 사용하였

다. 위의 시료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조건은 Agilent사의

HPLC(1200 series, Agilent Technology, Palo Alto, CA,

USA)를 이용하였으며 column은 Kromasil C18(100-5-C18

4.6×250 mm, Eka chemicals, Bohus, Sweden), mobile
phase는 0.1% acetic acid water, 0.1% acetic acid in aceto-

nitrile(65:35, v/v)을 사용하였고, UV detector 254 nm에서

측정하였으며 sample injection volume은 10 μL, flow rate는

1.0 mL/min이었다.

관능검사

관능평가는 관능검사의 목적, 방법 및 평가기준을 잘 이해

하고 교육시킨 관능 panel 요원 10명을 선정하여 실시하였

다. 두부는 일정한 크기(3×3×2 cm)로 잘라 임의의 숫자가

적힌 접시에 담아 제공하였으며 한 개의 시료를 평가 후 반

드시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다른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 항목으로서 두부의 색, 향, 맛, 조직감 및 전반적인 기호

도의 5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여 선호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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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ximate composition of the tofu added with alfalfa
extract

Samples
1) General components (%, w/w)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ash

Control
AE 0.25%
AE 0.5%
AE 0.75%
AE 1.0%

81.54±0.692)a3)
87.60±0.43d
84.54±0.72c
83.16±0.13b
82.20±0.96ab

9.54±0.47a
9.61±0.38a
9.80±0.43a
9.89±0.51a
9.97±0.54a

0.53±0.01a
0.54±0.01a
0.52±0.01a
0.54±0.02a
0.53±0.01a

1)
AE: added alfalfa extract in tofu.
2)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average of triplicate samples
with mean±SD (n=3).
3)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Yield, pH and turbidity of the tofu added with alfalfa
extract

Samples Yield (%) pH Turbidity (Abs)

Control
AE 0.25%
AE 0.5%
AE 0.75%
AE 1.0%

361.90±4.681)a2)
438.60±7.31d
425.19±5.23c
391.16±3.92b
382.55±4.60b

5.82±0.01c
5.67±0.02b
5.57±0.01a
5.56±0.01a
5.55±0.03a

0.13±0.02a
0.17±0.01b
0.20±0.02b
0.28±0.03c
0.37±0.02d

1)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average of triplicate samples
with mean±SD (n=3).
2)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Hunter's color value of the tofu added with alfalfa
extract

Samples L a b

Control
AE 0.25%
AE 0.5%
AE 0.75%
AE 1.0%

80.13±0.121)e2)
77.31±0.04c
78.17±0.01d
77.06±0.02b
76.26±0.01a

-1.89±0.03a
-0.95±0.06b
-0.78±0.02c
-0.74±0.04c
-0.40±0.01d

6.62±0.04a
8.90±0.04b
8.98±0.02c
9.16±0.02d
9.97±0.01e

1)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average of triplicate samples
with mean±SD (n=3).
2)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통계 분석

통계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

을 이용하여 각 측정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처리

간의 차이 유무를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tion)

으로 분석한 뒤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두부의 일반성분

알팔파 추출물 첨가 두부의 일반성분은 Table 1과 같다.

무첨가 두부와 알팔파 추출물 첨가 두부의 수분 함량은 각각

81.54, 87.60, 84.54, 83.16 및 82.20%로 알팔파 추출물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무첨가 두부에

비해 높은 수분 함량을 보였으며, 0.75%와 1.0%에서 유의적

(p<0.05)으로 높았다. 이는 알팔파 추출물에 함유된 식이섬

유와 색소성분 등이 대두 단백질과 응고제와의 결합에 영향

을 주어 두부의 보수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24).

조단백질 함량은 대조군(9.54±0.47%)에 비해 알팔파 추출

물 첨가군에서 9.61±0.38～9.97±0.54%로 다소 높게 정량

되었으며, 조회분 함량은 대조군과 알팔파 첨가군이 0.52± 
0.01～0.54±0.02%의 범위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두부의 수율, pH 및 탁도

알팔파 추출물 첨가 두부의 수율, pH 및 탁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두부의 수율은 대조군이 361.90%이었으며, 알팔파 추출물

첨가 시 수율은 382.55～438.60%로 대조군에 비해 수율은

높았으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율이 유의적으로(p<0.05)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Choi 등(24)은 천연물의 첨가가 두

부 제조 시 천연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단백질의 응고성에 변화를 주어 보수

력이 낮아져 수율이 낮아진다는 결과와 같은 경향이었고 함

초(16)를 첨가한 두부의 경우에도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

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알팔파 추출물 무첨가 두부의

pH는 5.82이었으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5.67～5.55로 유의

적으로(p<0.05)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알팔파 첨가

물의 유기산들에 의해 pH는 감소된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적

으로 pH가 낮은 식품이 방부효과가 높으므로 알팔파 추출물

첨가가 두부의 저장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탁도는 대조군에서 0.13이었으며, 알팔파 추출물

첨가 두부의 경우 0.17～0.37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는데 알팔파 추출물의 색소 등이 두부 단백질에 흡착되지

못하고 두부 순물로 빠진 결과로 보인다.

두부의 색도

알팔파 추출물 첨가 두부의 명도(lightness), 적색도

(redness) 및 황색도(yellowness)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대조군이 80.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료별에 따라 L값이 유의적인(p<0.05) 차

이를 나타내었으며 알팔파 추출물 1.0% 첨가군에서 L값이

76.26으로 가장 낮아 어두운 경향을 나타냈다. 적색도를 나

타내는 a값은 대조군에서 -1.89이며 알팔파 추출물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0.95～-0.40으로 유의적으로(p<0.05) 감소

하였다. 이는 알팔파 추출물의 색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

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무첨가 두부가 6.62에서 알팔

파 추출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각각 8.90, 8.98, 9.16 및 9.97

로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으로(p<0.05) 높아졌다. Woo 등

(14)의 연구에 의하면 수수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

도는 감소하고 적색도 값이 증가하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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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xture characteristics of the tofu added with alfalfa extract

Samples Hardness (g/cm2) Cohesiveness (%) Springiness (%) Gumminess (g) Brittleness (g)

Control
AE 0.25%
AE 0.5%
AE 0.75%
AE 1.0%

184.04±25.381)a2)
253.39±34.05b
317.57±35.26c
349.41±24.40c
354.20±33.69c

50.19±2.00b
49.05±2.30ab
40.76±1.43a
47.34±6.64ab
47.60±3.47ab

83.00±9.00a
82.82±3.43a
80.71±3.84a
80.85±0.71a
77.29±2.59a

121.33±9.34c
116.81±1.73c
102.70±20.01bc
84.75±12.49ab
66.21±7.99a

96.88±9.08c
97.72±4.36c
82.96±15.44bc
70.28±10.64b
51.10±5.44a

1)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average of triplicate samples with mean±SD (n=3).
2)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Isoflavones content in tofu added with alfalfa ex-
tract (μg/g, dry basis)

Samples Diadzein Genistein Total
D/G
ratio

1)

Control
AE 0.25%
AE 0.5%
AE 0.75%
AE 1.0%

294.6±0.122)a3)
322.6±0.12b
330.0±0.10c
344.0±0.10d
348.6±0.21e

342.0±0.17a
364.0±0.20b
369.3±0.12c
374.6±0.25d
385.3±0.15e

636.6
686.6
699.3
718.6
733.9

0.86
0.89
0.89
0.92
0.90

1)
D/G ratio: daidzein/genistein ratio.
2)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average of triplicate samples
with mean±SD (n=3).
3)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알팔파 첨가 두부의 조직감

알팔파 추출물을 첨가한 두부의 조직감을 측정한 결과

Table 4와 같다. 무첨가 두부의 견고성, 응집성, 탄력성, 검성

및 깨짐성은 각각 317.57, 50.19, 83.00, 116.81 및 96.88로 나

타났다. 알팔파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견고성은

235.39～354.20으로 증가하였으며 0.5, 0.75 및 1.0%의 첨가

군에서 유의적으로(p<0.05) 증가하였다. Park과 Hwang(25)

은 두부의 견고성은 두유 내 고형분의 함량, 응고제 첨가량,

단백질 함량과 조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

다. 본 실험의 결과는 첨가물에 의하여 두부의 견고성이 증

가하였다는 석류추출물 첨가 두부(12)와 스피루리나 첨가두

부(14)의 보고와는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알팔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두부의

수분이 첨가량에 따라 감소하여 두부의 조직감을 단단하게

한 것으로 사료된다. 탄력성, 검성 및 깨짐성은 대조군에서

각각 84.75, 121.33 및 96.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검성은 0.75%

과 1.0%, 깨짐성은 1.0%에서 유의적으로(p<0.05) 감소하였

다. 응집성도 대조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알팔파 추출물

0.5%에서 가장 낮은 40.76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Hwang 등(26)은 두부의 조직감은 천연물 첨가에 의해 일정

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감에 영향을 미치는 천연

물의 형태 및 종류에 따라 두부의 물성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알팔파 첨가 두부의 isoflavone 함량 변화

알팔파 추출물을 첨가한 두부의 이소플라본 함량을 분석

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대조군의 이소플라본 함량

은 diadzein이 294.6 μg/g, genistein은 342.0 μg/g 정도였으

며 알팔파 추출물 첨가량의 증가에 따른 이소플라본의 함량

변화를 살펴보면 daidzein은 322.6～348.6 μg/g, genistein 함

량은 364.0～385.3 μg/g으로 대조군에 비해 이소플라본의 증

가량은 크지 않지만 유의적으로(p<0.05) 증가하였다. Mazur

(27)는 알팔파에 daidzein과 genistein이 각각 62.0 μg/100 g

및 5.0 μg/g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하였고, 알팔파의 첨가

량이 증가하면서 알팔파에 함유된 daidzein과 genistein의

함량이 두부로 이행되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함량은 Wang과 Murphy(28)가 보고한 두부의 건조

중량당 총 이소플라본 함량이 308 μg/g이라고 보고한 것과

는 다소 높은 결과이나 Choi와 Sohn(29)이 보고한 daidzein

318 μg/g, genistein 305 μg/g의 결과와는 유사한 값이었다.

일반적으로 두부보다는 두유액에 더 많은 이소플라본이 함

유되어 있어 제조공정 중의 응고 후 압착과정에서 순물이

제거될 때 많은 양이 손실된다고 Wang과 Murphy(30)가 보

고하였다. 그러므로 두부 제조 시 침지뿐만 아니라 가열처리

조건, 여과방법 및 응고과정의 압력 및 응고제의 종류 등에

영향을 받아 대두의 이소플라본이 상당량 손실된 것으로 생

각된다. 앞으로 두부 제조 시 응고제의 종류와 혼합비율, 가

열 조건에 따른 이소플라본의 함량 변화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산지별 대두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소

플라본의 함량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Seo 등(23)은 보고

하였다.

관능평가

알팔파 추출물 첨가 두부의 색, 향, 맛, 조직감 및 전반적

기호도에 대한 관능평가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색은 알팔

파 추출물 0.5% 첨가군에서 4.50±0.71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대조군(4.30±0.82)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

며, 1.0% 첨가군은 2.10±0.32의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기존의 흰 두부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오는 선호도라 생각된

다. 향, 맛 및 기호도는 알팔파 추출물 0.5% 첨가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대조군과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조직감은 대조군이 알팔파 첨가군에 비해 높은 점

수를 받았다. 알팔파 추출물의 첨가량이 0.75% 이상 첨가되

면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알팔파 추출물 특유의 진한

갈색과 쓴맛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본 결과를 종합해

알팔파 두부 제조 시 알팔파 추출물 0.5% 이내로 첨가하여



알팔파 추출물을 첨가한 두부의 품질 특성 127

Table 6. Sensory characteristics of the tofu added with alfalfa extract

Samples

Control AE 0.25% AE 0.5% AE 0.75% AE 1.0%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4.30±0.821)c2)
3.90±0.74bc
4.10±0.57c
4.40±0.70b
4.50±0.53c

4.00±0.47c
4.10±0.57bc
4.10±0.32c
4.00±0.82b
4.10±0.32c

4.50±0.71c
4.30±0.95c
4.60±0.52c
3.90±0.88b
4.70±0.48c

2.70±0.67b
3.50±0.71b
3.40±0.52b
2.40±0.70a
3.30±0.67b

2.10±0.32a
2.30±0.67a
2.10±0.88a
1.90±0.57a
2.50±0.97a

1)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average of triplicate samples with mean±SD (n=3).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제조하였을 때 두부의 기호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농도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두부에 알팔파가 갖는 우수한 생리기능을 활용

하여 기능성이 우수한 두부를 개발하고자 알팔파 추출물을

0.25, 0.5, 0.75 및 1.0% 수준으로 첨가하여 제조한 두부의

품질특성을 조사하였다. 제조된 두부의 수분 함량은 알팔파

추출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무

첨가 두부에 비해 높았으며, 조단백 함량은 첨가량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조회분의 함량은 시료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부의 수율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지만 무첨가 두부보다는 높았다. 알팔파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탁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두

부의 색도는 알팔파 추출물을 첨가하였을 때 L값은 감소하

고 a값과 b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a값은 모두 음(-)

을 나타내어 녹색의 경향을 띄었다. 알팔파 추출물 첨가 두

부의 견고성은 첨가량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응집

성, 탄력성, 검성 및 깨짐성은 첨가량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알팔파 추출물 첨가 두부의 이소플라본 함량은

첨가량에 비례하여 daidzein, genistein은 각각 322.6～348.6,

342.0～385.3 μg/g으로 증가하였다. 두부의 관능검사 결과

점수는 알팔파 추출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으나, 0.5% 첨가 두부가 대조군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알팔파 추출물의

첨가는 전체적인 조직감 및 이소플라본 함량 증가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두부의 품질 특성은 유지하면서 관능적

특성 및 기능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알팔파 추출

물을 0.5% 이내로 첨가하였을 때 두부의 조직감 및 기호도

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농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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